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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산업 화학분석지원"

II. 운 의 목   요성

   본 과제는 원자력연구원, 조사후시험시설 내에 설치운  인 화학시험시설 

 다양한 방사화학 분석장비를 안 하게 유지, 보수, 개선, 운 하여 원자력연구

개발  원자력산업 련 화학분석시료들에 한 신속, 정확한 분석결과 등의 정

보를 제공하는데 목   요성이 있다.

 

III. 운  내용  범

    과제 수행기간(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동안 원자력 장기연구개발, 기

고유사업, 수탁사업 등의 연구원 내 과제수행에 따른 화학분석 시료와  원자력

산업  원자력연구시설 그리고 산학연 등의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총 6,001건의 

화학시험/분석업무를 수행하 으며, 이를 사용기기별로 구분해 보면 [ICP-AES, 

AAS, EPMA, Ion Chro., Gas Chro.,Gas Analyzer(H,C,O,N,S)를 이용한 성

분원소분석, αβγ방사성핵종분석, TI-MS, ICP-MS, Quadrupole MS 등의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동 원소 비 측정, TG-DTA, DSC를 사용한 열분석, XRD, 

EPMA 들을 이용한 표면분석, ESR 측정 등]를 수행하 다. 

     분석요구기   내용을 보면, 고리  원  증기발생기 2차 측 슬럿지

의 성분원소, 월성원  LISS 계통수의 Gd 동 원소, 월성원  수 승 계통시

료의 성분원소, 원  손핵연료의 연소도, 핵분열기체 조성, 피복  내 수소

함량 측정 등 원 운 에 따른 계통시료에 한 화학분석을 수행하 고, 사용 후 

핵연료 CRUD에 한 성분원소  γ-핵종분석, 하나로, 조사재, 조사후 시험시

설 Pool water의 수질 리를 한 화학분석(탁도, γ-핵종, 기 도도 등)을 정

기  업무로 수행하 다. 한 원 연료 국산핵연료 품질 리를 한 U-235 농

축도 분석, Gd 동 원소 측정지원도 주요업무  하나 다.

    화학분석 기술개발과 련, 기체크로마토그라피(G. C.)에 의한 음압의 미량

핵분열기체분석법을 확립하여 사 극자질량분석법과 그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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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 다. Packed Molecular sieve 5A 칼럼으로 핵분열기체 조성인 질소, 크

립톤, 제논을 약 7분 이내에 깨끗하게 분리 할 수 있었다. G. C. 바탕 값을 고려

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측정한계는 0.91 uL로 계산되었다. 1.0 mL sample 

loop를 사용하여 3개의 핵분열기체 시료를 G. C.로 분석한 결과 크립톤, 제논의 

측정 상  불확도가 0.6% 이하 다. G. C.에 의한 크립톤의 분석결과는 사 극

자질량분석의 그것에 비해 약 2.6%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논의 경우 두 방법 

간 분석결과는 소수  1자리까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조사핵연료의 연소도측정  화학분석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화학핫

셀에서 작업하기 한 동시다 핵연료용해장치를 개발하 다. 년도 설계  제

작한 동시다 핵연료용해장치에 해 핫셀설치 합성, 방사선  원격작업의 효

율성을 바탕으로 보완 설계  제작하 다. 보완 제작한 조립식의 각 부품에 

한 규격  안 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양호하 으며, 이를 이용 속화합물  

SIMFUEL을 용해하고 휘발기체를 포집해 본 결과 양호하 다. 따라서 보완 제

작한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를 조사후핵연료 용해에 용하게 되면 원격조작이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고 시간단축에 따른 분석효율이 증 될 것이다. 본 다 시

료 동시용해장치는 국내특허 출원 에 있으며(특허제목: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 

 방법, 출원번호 : 2008-0096505), 원자력산업과 련하여 조사핵연료, 고방

사성의 속  속산화물 시료분석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시료 처리 작업에 

많은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IV. 운 결과  활용에 한 건의사항

    1)원  계통  핵연료의 안 성  건 성 평가 2) 원자력 신소재의 개발 

등 원자력 연구 기술개발 3)국산핵연료 품질보증 4) 하나로, 조사재, 조사후 시

험시설 등 원자력연구시설 운  등 원자력 산학연  분야에 필요한 화학분석자

료를 제공하 다.

    G. C.에 의한 음압의 미량핵분열기체분석법을 확립하여 사 극자질량분석법

과 그 분석결과를 상호비교 검토하 다. G.C.에 Packed Molecular sieve 5A 

칼럼을 사용하여 핵분열기체 조성인 질소, 크립톤, 제논을 약 7분 이내에 깨끗하

게 분리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법은 사 극자질량분석법에 의한 정량보다 

G. C.를 사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음압의 미량핵분열기체를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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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핵연료의 연소도측정  화학분석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지난해에 

동시다 핵연료용해장치를 개발하 으나 핫셀 내 설치  원격조종 등을 고려한 

미비 을 보완하 다. SIMFUEL을 8 M 질산 10 mL로 용해할 때 용해 치에 

상 없이 불용성 잔류물로 Mo  Ru만 검출되었다. 따라서 핵연료연소거동을 

알 수 있는 지표원소, U  Nd  정량에 향을 주지 않으며, 용해시간이 4배 단

축됨에 따라 핵연료의 연소거동분석업무의 효율성 증 가 상된다.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를 제작하여 핫셀 밖에서 SIMFUEL 펠렛으로 용해

실험을 수행하 다. 연소도가 60,000 MWd/tU으로 상하여 제조한 SIMFUEL 

펠렛을 분쇄한 다음 약 0.5 g을 각각의 부피 라스크에 넣고 8 M 질산 10 mL

로 8 시간 가열하여 Nd  U를 ICP-AES로 측정하여 용해거동을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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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Chemical Analysis for Nuclear Industr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Main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maintain chemical hot cell facility 

and essential chemical analysis instruments of Nuclear Chemistry 

Research Division(NCRD) in KAERI and is to support other nuclear R & 

D groups and nuclear industries providing precise chemical analysis data 

from the samples with these facilities and instruments. 

    The other objective is to develop new chemical analysis methods for 

the samples and specimens of newly developing nuclear fuels and 

materials of which analytical methods are not well established and to 

improve the existing methods more reliable and faster. 

III. Scope and Concepts of Project

    The main items of chemical analysis were the determination of 

burn-up, evolved FG(fission gas) and the chemical analysis of H content 

in cladding and CRUD material of PWR high burn up fuel. Other 

Chemical analyses (element analysis by using ICP-AES, AA and EPMA; 

radio nuclide analysis by α,β,γ spectrometer; isotope analysis by TI-MS, 

ICP-MS and Quadrupole MS; surface analysis by XRD, XPS, SEM; 

H,C,O analysis etc.) were carried out through this project from January 

1st to December 31th of 2008 for the 6,001 cases from the nuclear R & 

D projects, from the facilities of nuclear fuel cycle examination and from 

the domestic nuclear industri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KEPCO), 

fuel producing company(KNFC).

    Experimen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hemical analysi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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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 chromatography analysis method was established for a slightly 

negative pressure fission gas sample and thus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and reviewed with those obtained by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which already had been developed for the routine gas analysis support 

of the same sample. With using a packed molecular column and optimum 

temperature condition of oven, the fission gas compositions, nitrogen, 

krypton and xenon, could be separated clearly within 7 minute. In 

consideration of the background value of the gas chromatography, the 

detection limit of the gases, nitrogen, krypton and xenon, was calculated 

as 0.91 μL. It was found that the relative uncertainty of the gas 

chromatographic analysis results of krypton and  xenon for three fission 

gas samples collected from a fuel rod was below 0.6%.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same fission gas samples, gas chromatograph 

and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the krypton analysis results of 

fission gases by the former was 2.65 % higher than those by the later. 

However analysis results of xenon by both methods were agreed well 

within 1 decimal point.

    Dissolution of nuclear fuel sample for chemical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with individual dissolution apparatus installed in hot cell 

generally. It is found that the effectiveness of chemical analysis may be 

obtained from a simultaneous dissolution system by utilizing fuel 

samples over two.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develop the 

dissolution system which is composed for simultaneous dissolution with 

multi-sample in hot cell. The dissolution system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dimension of facilities and manufactured as assembling type for 

the effective maintenance. The system was designed with an absorption 

apparatus by air blow method for acidic gases vaporized during the acid 

dissolution. The objective of this performance is to prevent a 

contamination and a corrosion occurred by the volatile gases. A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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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ion test, a simultaneous dissolution test, and an air blowing test 

were performed with the dissolution system manufactured.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data produced, techniques and chemical analysis methods 

developed through this project are being applied to the relevant nuclear 

R & D projects and nuclear industries in the field, such as nuclear fuel 

development, safety evaluation of structural materials of nuclear reactor, 

material development for nuclear industries, and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in fuel fabrication plant and othe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A gas inlet system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slightly negative 

pressure fission gas sample by gas chromatography was designed and 

fabricated. It was found that the relative uncertainty of the gas 

chromatographic analysis results of krypton and  xenon for three fission 

gas samples collected from a fuel rod was below 0.6%.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same fission gas samples, gas chromatograph 

and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the krypton analysis results of 

fission gases by the former was 2.65 % higher than those by the later. 

However analysis results of xenon by both methods were agreed well 

within 1 decimal point.

    Simultaneous multi-sample treatment system was developed to promote 

efficiency of chemical analysis methods and the burn up measurement in 

irradiated fuel rods. The dissolution system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dimension of facilities and manufactured as assembling type for the 

effective maintenance.

    The system was designed with an absorption apparatus by air blow 

method for acidic gases vaporized during the acid dissolution. The 

objective of this performance is to prevent a contamination and a 

corrosion occurred by the volatile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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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issolution system containing 4 cells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a thermal conduction test, a 

simultaneous dissolution test, and an air blowing test. The results from 

several test were good enough to perform normal dissolution work.

    Therefore,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analysis such 

as reduction of dissolution time when developed system was applied to 

the  irradiated  fuel sample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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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과제 수행기간(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동안 원자력 장기연구개발, 기

고유사업, 수탁사업 등의 연구원 내 과제수행에 따른 화학분석 시료와  원자력

산업  원자력연구시설 그리고 산학연 등의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총 6,001건의 

화학시험/분석업무를 수행하 으며, 이를 사용기기별로 구분해 보면 [ICP-AES, 

AAS, EPMA, Ion Chro., Gas Chro.,Gas Analyzer(H,C,O,N,S)를 이용한 성

분원소분석, αβγ방사성핵종분석, TI-MS, ICP-MS, Quadrupole MS 등의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동 원소 비 측정, TG-DTA, DSC를 사용한 열분석, XRD, 

EPMA 들을 이용한 표면분석, ESR 측정 등]를 수행하 다. 분석요구기   내

용을 보면, 고리  원  증기발생기 2차 측 슬럿지의 성분원소, 월성원  

LISS 계통수의 Gd동 원소, 월성원  수 승 계통시료의 성분원소, 원  

손핵연료의 연소도, 핵분열기체 조성, 피복  내 수소함량 측정 등 원 운 에 

따른 계통시료에 한 화학분석을 수행하 고, 사용 후 핵연료 CRUD에 한 

성분원소  γ-핵종분석, 하나로, 조사재, 조사후 시험시설 Pool water의 수질

리를 한 화학분석(탁도, γ-핵종, 기 도도 등)을 정기  업무로 수행하

다. 한 원 연료 국산핵연료 품질 리를 한 U-235 농축도 분석, Gd 동 원

소 측정지원도 주요업무  하나 다. 본 과제의 주목 은 원자력연구소가 보유

하고 있는 고방사성물질 화학시험/분석 시설[화학 Hot cell, Tong box, Glove 

box]  40여종의 고가의 분석장비(Appendix 2,3,4.)를 안 하게 유지하고, 활

용하여 국가 원자력연구  원자력산업에 필요한 화학시험 data를 생산 제공하

는 원자력 련 화학분석센터의 역할을 담당함에 있다. 원자력 장기연구개발, 기

고유사업, 수탁사업 등의 연구소 연구과제(Appendix 5.)  원 , (주)원 연

료, 원자력연구시설들에서 요구하는 시편들에 하여, 과제 수행기간(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동안 6.001건에 한 화학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 다

(Appendix 6.). 시편들의 종류는 방사성  비방사성으로 나  수 있고(Appendix 

7-1, 2) 주로 성분원소 분석, 핵종/동 원소 분석, 표면분석 들이 요구되었다

(Appendix 8). 고방사성인 조사핵연료 련 주요 업무로써 원  손핵연료의 연

소도, 핵분열기체 조성, 피복  내 수소함량 측정 등을 수행하 다. 하나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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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조사후 시험시설 Pool water의 수질 리를 한 탁도, γ-핵종, 기 도도 

측정을 정기  업무로 수행하 다. 한국원 연료 국산핵연료 품질 리를 한 

U-235농축도 분석지원도 주요 업무 의 하나 다. 한국원 연료를 비롯한 외

부기 에 한 화학분석 지원실 을 Appendix 9.에 보 다. 

    화학분석 기술개발과 련, G. C.에 의한 음압의 미량핵분열기체분석법을 

확립하여 사 극자 질량분석법과 그 분석결과를 상호비교 검토하 다. Packed 

Molecular sieve 5A 칼럼으로 핵분열기체 조성인 질소, 크립톤, 제논을 약 7분 

이내에 깨끗하게 분리 할 수 있었다. G. C.의 바탕 값을 고려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측정한계는 0.91 μL로 계산되었다. 1.0 mL sample loop를 사용하여 3

개의 핵분열기체 시료를 G. C.로 분석한 결과 크립톤, 제논의 측정 상  불확도

가 0.6% 이하 다. G. C.에 의한 크립톤의 분석결과는 사 극자질량분석의 그

것에 비해 약 2.6%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논의 경우 두 방법 간 분석결과는 

소숫  1자리까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G. C.에 의한 핵분열기체 분석 차

서를 작성하 으며 이를 appendix 1.에 보 다.

    조사핵연료의 연소도측정  화학분석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화학 핫

셀에서 작업하기 한 동시다 핵연료용해장치를 개발하 다. 년도 설계  제

작한 동시다 핵연료용해장치에 해 핫셀설치 합성, 방사선  원격작업의 효

율성을 바탕으로 보완 설계  제작하 다. 보완 제작한 조립식의 각 부품에 

한 규격  안 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양호하 으며, 이를 이용 속화합물  

SIMFUEL을 용해하고 휘발기체를 포집해 본 결과 양호하 다. 따라서 보완 제

작한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를 조사후핵연료 용해에 용하게 되면 원격조작이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고 시간단축에 따른 분석효율이 증 될 것이다. 본 다 시

료 동시용해장치는 국내특허 출원 에 있으며(특허제목: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 

 방법, 출원번호:2008-0096505), 원자력산업과 련하여 조사핵연료, 고방사

성의 속  속산화물 시료분석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시료 처리 작업에 

많은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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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원자력 연구  시설 화학분석지원

 

 1. 조사핵연료 화학시험

    가. 원  핵연료 화학시험

     - 상용핵연료 손원인 규명을 한 화학분석 지원으로 화학  방법에 의

한 연소도, 피복  내 수소함량, 연료  내 방출 핵분열생성기체인 Kr  Xe을 

QMS로 측정.

     - 하나로에서 조사된 Zr-38 wt% 우라늄 핵연료에 해 U  Pu 동 원

소 비 측정  이 의 정량, 노심부품물질  Dy  Gd 동 원소 비 측정. 

 

 2. 비조사핵연료 화학시험

 2.1. 원내 화학분석지원

  가. 원내 원자력연구 화학분석지원 

   (1) 고속로 기술개발부

    - Na-CO2 반응 고체생성물  산염기 정, SEM, 물질구조 분석 

   (2) 선진핵연료개발부

    - 피복   H 분석

    - 연료   가스성분 분석 

    - U3Si  U, 불순물 원소, C, O 분석 

   (3) 선진핵연료개발부

    - 용액  Nd, Gd, Sm 등 성분원소 분석 

    - 지르코늄산화물  Zr, O 분석

    - 우라늄용액 시료  U 농도  농축도, SEM 사진 측정

   (4) 제염해체기술개발부

    - 철재 시료  Ce, Co 분석  

    - 토양 시료  U, Fe 분석

    - 철재 슬래그  Co, Ce, Fe, Ni 분석

   (5) 성자과학연구부 

    - 가스성분 분석

    - DyMnO3 시료  γ-핵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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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자력재료연구부

    - Ni-Y2O3 시료  Ni, Y, O, Fe 분석

    - 메탈칼슘  성분원소  물질구조 분석

   (7) 양자 학기술개발부 

    - Yb 추출용액  성분원소 분석 

    - Tl 추출용액  Tl, Ti, Al, Si, Ag, B 분석

   (8) 재순환핵연료 기술개발 

    - U-Zr 합   U, Zr, C, O, N, Si 분석

    - i4Ce/i6Ce 시료  U, Ni, Fe, C, O, N, H, Si 분석

   (9) 방사선공업환경연구부

    - PAN 물질구조 분석

   (10) 입자연료개발부

    - 감손우라늄 시료  물질구조 분석 

    - 용액  우라늄 함량 분석

   (11) 핵주기공정기술개발부

    - LiCl  Ce, Ti 분석 

    - LiCl-KCl 용액  Li, Sr, Cs 분석 

    - LiCl-H3BO3-Al2O3-SiO2 반응물  Al, B, Si, Li 분석

   (12) 열수력안 연구부

    - UO2-ZrO2 부스러기  성분원소, SEM  물질구조 분석 

    - 용액  우라늄, Tc 분석

    - UO2 용액  우라늄, Zr 분석

   (13) 원자력재료기술개발부

    - 열  제염액  pH, Gross-α, γ 핵종 분석

    - Alloy 600 시료  O, H 분석 

    - 붕산 석출물  성분원소 분석, 물질구조 분석

   (14) 고온용융염 해환원시스템개발

    - 시료  속원소 분석

    - Du-X 합   U, Ce, Mo 원소 분석

    - 카드뮴 증류 잔류물  U, Ce, Li, K 분석  물질구조 분석

   (15) 고 폐기물처분연구부

    - 구리 시편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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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NTEX 토 성분원소분석

    - 환원생성물 시료  물질구조 분석

    - Np 용액  Np-237

   (16) 양자 학부 

    - 나노실버  Ag 분석 

   (17) 핵주기개발 략연구부

    - 텅스텐 와이어  주성분, 불순물 원소, C 분석 

   (18) 핵주기시스템공학기술개발부

    - WO3 + SiC 분말  SEM 사진, 열분석  물질구조 분석 

   (19) 악티나이드 해도 감화기술

    - 추출용액  Re, Te, Mo, Cs 등 성분분석

    - 수용상 속시료  Mo, Zr, Fe, Cs 등 성분분석

    - 용액  Cs 분석

    - U 화합물  SEM, 열분석  물질구조 분석

    - 용액  Np-237 분석

   (20) 경수로사용후핵연료휘발성산화공정기술개발

    - 배기체  Cl2 반응물 시료  물질구조 분석

    - Cl2 반응물  성분원소 분석

   (21) 연구로공학부

    - FTL 주냉각수 시료  pH, 도도, 하이드라진, 성분원소 분석

    - FTL 주냉각수 시료  H-3, Gross-α, β, γ 핵종 분석

    - FTL sump 시료  H-3, Gross-α, β, γ 핵종 분석

    - LBE 시료  열분석, 성분원소 분석

    - B 분말  붕소 함량

   (22) 원자력 융합기술개발부 

    - HANA strip  O 분석

    - 수소장입 피복   물질구조 분석

    - Zr 합   O, H 분석

    - Zr 합   성분원소 분석 (EPMA)

   (23) 성자과학연구부 

    - 건강기능성 식품  성분원소 분석

   (24) 원자력환경안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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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용해시료  Fe, Ca 농도

    - 액체 폐기물  γ 핵종 분석

    - Ca 용액  K, Ca, Mg, Na 분석

   (25) 행정부 시설

    - 소류지 하나로 2차냉각수 시료  도도, 성분원소 분석

    - 순수  도도, pH  음이온 분석

    

  나. 연구원 내 원자력 시험시설 계통시료

   (1) 하나로시설

    - 하나로 1차 냉각수의 γ 핵종분석, Gross-α, β, 탁도, H-3, pH  성분원

소 분석을 정기 으로 수행

    - 하나로 수  H-3, Cl 분석

    - 하나로 순수  Cl, 탁도 측정

    - 하나로 sump액에 한 H-3, Gross-α, β, γ 핵종분석을 정기 으로 수행

    - 하나로 빔 포트 내부 공기  He 가스 측정

    - 하나로 방사성액체폐기물  γ 핵종 분석, Gross-α, β, H-3, pH 측정

    - 2차 냉각수  Cl, F, Ca, P, Si 등 성분원소분석, γ 핵종 분석 

   (2) 조사후시험시설 (PIEF)

    - PIEF pool water의 리를 목 으로 γ 핵종 분석, 탁도, 기 도도, pH 

 Cl, Mg, Ca의 성분원소 분석을 정기 으로 수행

    - 연료 내 핵분열기체  Kr, Xe 분석

    - 연료   H, 연소도 측정 

    - 방사성액체폐기물 tank  pH, γ 핵종 분석

    - MEO (산화매질용액)  γ 핵종 분석

   (3) 조사재시험시설 (IMEF)

    - IMEF pool water의 리를 목 으로 Gross-α, β, γ 핵종 분석, 탁도, 

기 도도, pH, HNO3 측정  Cl, Na 성분원소분석을 정기 으로 수행

    - IMEF pool leak check 물  Gross-α, β, γ 핵종 분석

   (4)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 자연증발 증발, 처리액  γ핵종, H-3  pH 측정 

    - 자연증발 응축액  Gross-α, γ 핵종, H-3  pH 측정 

    - 장 폐액  γ 핵종, Gross-α, H-3, pH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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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성오염 토양, 콘크리트  γ 핵종 분석

   (5) 방사선 조사시설

    - 
60
Co 선원 장수  γ 핵종, pH, 기 도도  성분원소 분석을 정기

으로 수행

   (6) 화학폐수처리시설

    - 폐수 슬럿지  일반실험실 폐수  U 함량

   (7) 핵연료기술개발시설

    - 오일  우라늄 분석

    - 실험기기 냉각수  Gross-α, γ 핵종 분석 

    - 산화처리 우라늄 시료  열  우라늄 함량 분석

   (9) 하나로운 부 RIPF  방사성의약품시설

    - 냉각수  성분원소, H-3, 탁도, Gross-α, β, γ 핵종 분석

    - 방사성액체폐기물  pH, H-3, Gross-α, β, γ 핵종 분석

   (9) 방사선안 리

    - Glass fiber filter  Gross-α, γ 핵종 분석

 2.2. 원외 화학분석지원  

  가. 원 연료 생산 공정 핵연료 품질 리

    - UO2 분말  pellet 시료  불순물성분원소 분석, 우라늄 동 원소 측정

    - Gd Pellet 시료  U 동 원소, 불순물 성분원소 분석

    - 지르코늄 합   H, N, O 분석

    

 나. 한국원자력발 기술원 시료

    - 붕산분말  성분원소, 물질구조 분석

        

 다. 한국수력원자력 시료

    -  1, 2, 3발 원자로 냉각재 시료  붕소 동 원소 측정

    -  1, 2, 3발 슬럿지 시료  성분원소 분석  물질구조 분석

    - 고리 1, 2발 원자로냉각재 시료  붕소 동 원소 측정

    - 울진 1, 2, 3발 원  냉각재 시료  붕소 동 원소 측정

    -  2발 슬럿지  유분함량 분석

    - 울진 1, 2, 3발  증기발생기 슬럿지  속성분원소  물질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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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2발 증기발생기 연질  경질 슬럿지  성분원소, Cl, SO4, SEM 

측정

    - 고리 1발 증기발생기 슬럿지  성분원소, C, S 분석

    -  2발 Lancing 슬럿지  성분원소  이온교환수지입자 함유 여부 

평가시험

    - 월성 1, 2 발 액체 독물질 주입정지 계통 (LISS)수  Gd 동 원소 측정

    

  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시편

    - 핵사찰시료로 U 동 원소  U 함량 분석

 

  마. 원자력 련 소기업  교육기  

    - (주) 가도상사, HF  불순물 분석

    - (주) 액트, 이온교환수지  성분원소 분석

    - (주) 진 기, 트리클로르에탄 세정액  Cl 측정    

    - (주) 다익테크, 나침반  H-3 분석 

    - (주) 거산, 물  성분원소 분석

    - (주) 그린피아, source pool  γ 핵종 분석

    - (주) 동도바잘트산업, 용융 무암  성분원소 분석

    - (주) 시온텍, 지하수  우라늄 분석 

    - (주) 비츠로테크, 세정폐액  원소분석  방사성 핵종 분석

    - (주) 씨에스자원개발, 암석  성분원소 분석

    - (주) 엔텀, ITM  γ 핵종 분석

    - (주) 유니드, 수산화칼슘 시료 증 γ 핵종 분석

    - (주) 유엔이지, 실린더 세척용액  우라늄, pH 분석

    - (주) 해외검정공사, 오산화바나듐  성분원소 분석

    - (주) Luxon global, 암석  우라늄 분석

    - LG MMA, 용액  Cl, S, Fe 분석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합   H 분석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PAC17%  우라늄 분석

    - 한국원자력의학원, 용액  성분원소 분석

    - 한양 학교, 용액  성분원소 분석

    - 충북 학교, YBa2Cu3O7 물질  성분원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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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Hot cell 시험실 운

   조사핵연료  고방사성시료의 화학실험을 해서는 시료의 방사선에 한 

차폐 설비가 필수 이다. PIEF 화학시험시설 내에는 화학실험을 한 방사선 차

폐설비로서  shielded line, glove box, tong box  fume hood가 설치되어 

있다. Shielded line은 γ 선 차폐를 한 핫셀로서 7409 실험실에 설치되어 있

으며 15 cm 두께의 납 차폐벽으로 최  400 Ci의 조사핵연료 시편을 수용할 수 

있는 6 개의 셀(#202.11.1∼6)  7 개의 차폐창으로 구성되었다. 셀 #202.11.1

에는 원격조종기(telemanipulator) 4 개, #202.11.2에는 원격조종기 3 개, 

#202.11.3에는 원격조종기 1 개와 원격조종 집게(tong) 2 개, #202.11.4∼6에는 

원격조종 집게 각각 1 개씩 설치되어 있다. 재 핫셀 내에는 원격조종 디지탈

울, 핵연료 용해장치  액체폐기물 증류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된 핵연료

시료의 무게측정, 용해, 소분  분석시료 비, 시료이송, 그리고 작업 에 발

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핫셀 외벽에는 고방사성폐기물

의 외부이송을 한 빠디락(Padirac) 연결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Tong box는 

7409 실험실에 2 개(#202.12와 #202.13), 7411 실험실에 1 개(#202.21)가 설치

되어 있으며 5 cm 두께의 steel 재료로 이루어 졌다. Shielded line과 glove 

box 간의 시료 이송을 한 공압식 시료이송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험 의 

시료와 실험 후의 폐기물을 단기간 보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한 tong box 

외벽에는 방사성시료  폐기물의 외부이송을 한 미니 빠디락(Mini-Padirac) 

연결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7409 실험실에는 총 7 개의 glove box(G.B 12-2, 

12-3, 12-4, 12-5  G.B 13-2, 13-3, 13-4)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glove 

box를 이용하여 shielded line으로부터 이송된 조사핵연료 시료의 연소도측정 

 핵분열생성물 성분원소분석을 한 시료 처리와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성

분원소들의 화학  분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차폐설비인 shielded 

line, glove box  tong box를 안 하게 유지해야 하고 련 요소기술인 기 

제어 넬의 정상기능 유지, shielded line과 각 box간 시료이송장치의 정상기능 

유지, shielded line 냉각수 공 장치, 원격조종기  원격조종 집게, 그로

(glove), 빠디락 스크(cask)  련 장비, ventilation, 실험실 조명 등에 

한 주기 인 검을 통하여 안 성 확인과 그에 따른 보수작업 등 필요한 조치

가 필요하다. 

  2008 년도 PIEF 화학시험시설 내의 화학실험설비 운   유지보수와 련하

여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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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EF 화학실험설비운   유지보수 련 수행업무

  가. 방사선  유지

     실내 방사선 가 방사선 안 리 규정값 400 μS/주 이하를 유지하고 있

는가를 정기 으로 확인 검하 으며 이상이 없었다.

  나. 방사선 감시기기 리

     7000 구역 각 실험실에 비치된 2 씩의 휴 용 감시기기와 6409 룸에 비

치된 2 의 휴 용 감시기기(알  표면오염감시기, 표면오염감시기  감마 서

베이미터)에 한 방사선안 리실 검교정을 완료하 다(총 16 회). 

  다. 원격 조종기, 원격조종 집게  그로  리

   (1)원격조종기: 원격조종기에 부착된 power transformer 스 치, arm lock, 

elbow lock, tong squeeze lock, motor switch, tong squeeze, master 

handle  jaw의 정상작동, motor driving angle과 sleeve의 마모상태를 정기

으로 검하 다(PIEF-OP-05-05). Glove box에 부착된 그로  마모상태를 

검하 으며 그로  5 개를 교체하 다.

  라. 냉각수 공 장치 리 

      핫셀 외부에 설치된 냉각수조로부터 핫셀 내부의 핵연료용해장치  액체

폐기물 증류장치로의 연결라인 상태, 냉각기의 온도유지  펌 작동 상태를 정

기 으로 검하 다(PIEF-OP-05-05).

  마. 핵연료 용해장치 리

      핫셀 내부의 핵연료 용해장치의 냉각수 연결호스, 연결호스 조임장치, 지

지 , 멘틀 온도조  원격장치, 발생기체 흡수장치의 설치상태  손상태를 정

기 으로 검하 다. 핵연료 용해장치 가동기간  발생기체 흡수장치를 3 회 

교체하 다.

  바. 액체폐기물 증류장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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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셀 내부의 액체폐기물 증류장치의 냉각수 연결호스, 연결호스 조임장치, 

지지 , 멘틀 온도조  원격장치, 발생기체 흡수장치의 설치상태  손상태를 

정기 으로 검하 으며 이상이 없었다.

  사. 원격조종 디지탈 울 리

      핫셀 내부에 설치된 화학 울의 가동    상태를 정기 으로 

검하고, 공인기 으로부터 무게검증을 거친 표 분동을 이용하여 화학 울 교

정 차서에 따라 정기  수시로 화학 울을 교정하 다. 화학 울이 노후화함에 

따라 장비작동이 비정상 이었으므로 새 장비(Mettler PB303-S/F31)를 구입하

여 설치하 다.   

  아. Shielded line, tong box, glove box  fume hood 부압유지 리

     검 차서 OP-05-05에 따라 주간  월간별로 부압상태 게이지를 검

하여 안 성을 확인하 다.

  (1) Shielded line  tong box : 압력게이지 이 200-270 H2O mm 범

를 유지하는 지를 주기 으로 검하 으며, 이 범 를 벗어난 련시설 외부의 

부압유지용 filter를 교체하 다(총 5 개).

  (2) Glove box : 압력게이지 이 25-50 mm CE 범 를 유지하는 지를 

주기 으로 검하 으며, 이 범 를 벗어난 련시설 외부 는 내부의 부압유

지용 filter를 교체하 다(총 4 개).

  (3) Fume hood : Fume hood 압력게이지 을 정기 으로 검하 으며, 

부압이 상압의 2 배가 되는 지를 확인하 다. 한 fume hood의 공기흐름 상태

를 일일 검하 다. 그 결과, 7409  7411 룸에 설치된 fume hood에 하여 

prefilter 14 개와  HEPA filter 10 개를 교체하 다. 

  자. Shielded line 내 고방사성폐기물 배출시설  장비 리

  빠디락 스크  련 장비는 항상 지정된 장소에 보 하 으며, 크 인

(7409, 7411  6420 룸 각 1 )은 주기 으로 작동상태를 검하고 안 성을 

확인하 다.  

  차. 방사성시료 이송장치 리

      검 차서 OP-05-06에 따라 시료이송 시스템의 작동상태에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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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검을 수행하 다. 시료이송장치의 push-push filter에 연결된 게이지의 

압력이 기 필터교체 시 압력의 2 배가 되는지와, 이송장치 작동  발생음이 정

상 인지를 확인하 다. 그 결과, 7409 룸 이송장치의 push-push filter 2 개를 

교체하 다. 방사성시료 이송규제장치의 stopping system을 검 차서 

OP-05-25에 따라 계장기술실의 조하에 검  교보정하 다.

  카. 액체폐기물 장  이송시스템 검 

      검 차서 OP-05-07에 따라 월간  후반기 검을 수행하 다. 후반

기 검은 앙기계실의 조와 품질보증실의 입회하에 체계 으로 수행하 다. 

계장기술실의 조 하에 unit 208에 한 게이지를 검하고 재설정하 다(년간 

정기 검). 액체폐기물탱크 압축밸 에 한 검 후 문기 의 조 하에 밸  

3 set(솔 노이드밸   콘센트 각 3 개)를 교체하 다.  

  타. 방사성시료 이송시스템 PLC 화  보수

      화학시험시설 핫셀  tong box, 조사후시험시설 핫셀(9406)  지하 폐

기물탱크로부터 시료이송에 이용되는 방사성시료 이송시스템이 노후와함에 따라 

오작동이 발생하 으므로 문기 의 조하에 PLC 산화  보수작업을 수행 

에 있다. 

  .   고  폐기물 포장  이송

      7000 구역 각 실험실  6409 실험실에서 발생한 고체  액체  

폐기물을 7411 실험실에 임시 보 하고 규격화된 드럼  용기에 포장 후 수송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송하 다(총 2회). 처리폐기물의 내역을 

보면, 가연성폐기물은 26 드럼, 비가연성폐기물은 4 드럼, 규제해제폐기물은 6 

드럼, 액체폐기물은 20 L 용기 50 통 그리고 필터박스포장이 10 set 등이었다. 

조사후시험부의 조 하에 화학핫셀 내부에 보  인 고 폐기물을 빠디락 

스크  수송차량을 이용하여 이송 처리하 다.   

  하. 기타

      화학시험시설 방사선구역의 노후시설에 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 다. 

비사용 로 박스 8 set에 해 제염  해체처리 는 이송처리하 다. 사용 

인 로 박스 2 set에 해 이송 설치하 다. 화학시험시설 반에 설치된 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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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닥트를 검  안 성을 확인하고 3회에 거쳐 보수작업을 하 다. 장기사

용 알룸미늄 시료이송  제염을 해 타부서와 공동으로 단작업을 수행하 다. 

2008년도 품질보증 내부감사를 1 회, KINS 정기감사 1 회를 주요한 지 없이 

수감하 다. 핫셀보유 핵물질에 해 IAEA 정기사찰을 1회 수감하 다. 시설 

지하에 소재한 액체폐기물 장탱크를 크 인 작업을 거쳐 육안 검하 으며 썸

내 응축수에 해 탱크이송 작업을 수행하 다. 조사시험부와 공동으로 조사후

연료시험시설(화학시험시설 포함)에 한 운 (10 개)  검 차서(5 개)를 

개정하 다. 방사성구역에 비치된 안 장비, 방사선작업용 소모품, 작업공구 등

의 황과 재고 리를 수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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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화학분석 기술개발

 1. 미량 핵분열기체 정량분석

   핵연료의 고연소화에 따라 핵연료 내 방출 핵분열기체의 양, 조성  동 원

소 분포 등에 한 자료는 핵연료의 연소거동 평가에 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2,3). 핵연료 내 방출 핵분열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동 원소 분포측정에는 

기 확립된 사 극자질량분석법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존 방법의 신뢰도와 정확성

을 평가하고 분석방법간의 상호비교를 해 G. C.에 의한 핵분열기체 조성의 정

량분석법을 개발 하 다.

   미량핵분열기체의 기체크로마토그라 에 의한 정량분석을 해 1차 연구년도

(2007)에 미량기체의 정량 인 주입장치를 제작하여 성능, 평가하 다4). 2차 연

구연도(2008)에는 상기 미량기체주입장치를 G. C.에 장치하여 핵연료 내 방출 

핵분열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차를 확립하고 이를 기존 분석방법인 사 극자질

량분석법과 비교, 평가하 다.

 

 가. G. C.분석

  1) 핵분열기체 분리  표 검증

   (1) 기기  장치

   G. C.는 미국 Agilent사의 모델 6890N을 사용하 다. 이 G. C.에 2007년에 

제작하여 성능 검증을 완료한 미량기체주입장치를 설치하 다. 이 미량기체주입

장치는 음압의 미량기체를 정량 으로 주입할 수 있는 장치이다. 주요 구성부품

은 6 ports valve, Baraton gauge, 진공게이지, 로터리펌 , sample loop(0.1 

mL, 0.25 mL, 0.50 mL, 1.0 mL)  시료포집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기체분리조건

  핵분열기체 조성인 질소, 산소, 알곤, 크립톤  제논의 분리에는 packed 

molecular sieve 5A 칼럼을 사용하 다. 운반기체는 고순도 헬륨을 사용하 으

며, 유량은 column flow 20 mL/min, reference flow 30 mL/min로 하 다. 

기체 검출기는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TCD)를 사용하 으며 온도는 

120
O
C로 유지하 다. 검출기 주입구 온도는 100

O
C로 하 으며, 오 의 기 온

도는 30
O
C로 설정하 다. 이 조건에서 G. C.를 30분 이상 열시킨다. 시료 기

체 분리시 G. C. 오  온도는 30
O
C에서 3분 유지 후 분당 20

O
C로 100

O
C까지 

올리고 100
O
C에서 1.5분 유지한 후 다시 30

O
C가 되도록 로그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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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 검증

  (가) 시료 포집

  G. C.에 의한 기체 시료의 분리  표 검증에는 혼합표 기체를 사용하 다. 

분석을 한 혼합표 기체의 포집에는 시료 주입 쳄버를 사용하 다. 이 시료 주

입 쳄버에는 진공배기장치, 진공계, 압력계, sample port 등이 장치되어 있

어 기체 시료를 정량 으로 포집할 수 있다.

 미리 1.0E-4 torr 이하의 고진공으로 배기 시킨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시료 쳄

버에서 내용  20 mL의 시료 포집병에 농도가 낮은 혼합표 기체부터 차례로 

압력 700 torr로 포집하 다. 혼합표 기체는 약 0.5 v%-3.0 v% 범 의 

질소, 산소, 알곤, 이산화탄소, 크립톤  제논이 헬륨 바탕기체에 혼합되어 있는 

조성이다.

  (나) 기체 조성 분리 차

  -혼합표 기체를 포집한 시료 포집병을 G. C.의 미량기체주입장치에 연결한

다. 

  -6 port valve를 “load" 치에 놓고 미량기체주입장치의 로터리펌 를 작동

시켜 3 torr 이하로 배기시킨다.

 -목표 진공도에 도달하면 니들밸 , solenoid valve의 순서로 밸 를 닫고 로

터리펌 의 작동을 지시킨다.

 -시료 포집병의 밸 를 열어 시료를 미량기체주입장치로 확산시킨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압력계의 표시 압력이 안정되면 압력을 읽고 기

록한다.

 -시료 포집병의 밸 를 닫아 시료 포집병에 남아 있는 기체 시료를 사 극자질

량분석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G. C.의 모든 설정 조건이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6 port valve를 

“injection" 방향으로 하여 기체 시료를 주입한다.

 -이후 G. C.의 작동순서에 따라 기체의 분리가 진행되고 약 10분 후 결과가 

표시된다.

 -G. C.에 기체 시료 주입 후 시료 포집병을 G. C.의 미량기체주입장치에서 분

리한다. 이것을 사 극자질량분석에 사용한다.

 -Sample loop 0.1 mL, 0.25 mL, 0.50 mL, 1.0 mL를 사용하여 각각 기체 분

리실험에 사용한다.

 -Table 1은 G. C. 분리 실험에 사용한 혼합표 기체의 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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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s of the mixed standard gases(unit: vol%)

Standard N2 O2 Ar CO2 Kr Xe

1 0.496 0.496 0.495 0.495 0.501 0.498

2 0.978 0.955 0.979 0.995 0.988 1.01

3 2.04 2.04 2.04 2.04 2.04 2.03

4 2.94 2.96 2.98 2.95 3.02 3.3

 (다)표 검증곡선 작성

  -G. C.의 작동 소 트웨어에서 각 혼합표 기체의 측정결과를 낮은 농도로부

터 불러온다.

  -G. C. 작동 소 트웨어의 표 검증 로그램에 따라 데이터를 입력한다. 이 

때 retention time에 따른 기체 조성을 확인해서 입력 한다.

  -4개 혼합표 기체 측정 데이터의 입력이 완료되면 표 검증곡선이 자동 으

로 작성되고 표 검증곡선의 직선성을 나타내는 linear regression 결과가 표시

된다.

  -혼합표 기체의 조성  성분에 한 면 을 엑셀 일에 입력하여 표 검증 

할 수도 있다.

 (라) 기체 주입압력에 따른 분리면

  -질소, 산소, 알곤, 이산화탄소, 크립톤, 제논이 각각 3 v%로 혼합되어 있는 

혼합표 기체 4번을 20  mL 시료 포집병에 200 torr-700 torr 되게 주입한다.

  -일정 압력으로 포집한 혼합표 기체를 G. C.의 미량기체주입장치에 연결하여 

표 검증과 같은 차로 질소, 크립톤  제논의 분리면 을 측정한다.

 나. 사 극자질량분석

  (1) 표 검증

  -G. C.에서 사용하고 남은 혼합표 기체가 들어 있는 시료 포집병을 사 극자

질량분석기의 시료 주입 쳄버에 연결한다.

  -시료 주입쳄버의 sample port와 시료 포집병 사이에 연결된 밸 를 열어 진

공 배기 시킨다.

  -시료 주입쳄버의 진공도가 1.0E-4 torr 이하에 도달하면 배기를 차단하고 시

료 포집병을 열어 기체를 시료 주입 쳄버로 확산시킨다.

  -압력이 안정되면 압력을 읽고 기록한다.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측정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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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lerating voltage; 2400 V

 *Emission current; 100 uA

 *Measuring time; 100 ms

 *Inlet pressure; 약 0.5 v%의 질소, 산소, 알곤, 이산화탄소, 크립톤  제논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표 기체 1번을 leak valve를 조 하여 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부의 진공도를 1.0E-7 torr로 조 한다. 이 상태에서 다른 혼합표 기체

와 시료에 해 분석한다. 이때 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부의 진공도가 

1.0E-7 torr로 이하로 감소 될 것이다. 이는 사 극자질량분석기 이온화부 진

공게이지의 감도가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Measuring mode; Cycling MID mode

  -다른 혼합표 기체에 해서도 의 조작을 반복, 수행한다.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메모리 효과를 고려하여 농도가 낮은 혼합표 기체로 

부터 높은 것의 순서로 측정한다.

 (2) 표 검증곡석 작성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운 로그램에서 핵분열기체 조성 정량분석 일을 

불러온다.

  -핵분열기체 조성 정량분석 기체의 종류와 질량은 다음 표 2와 같다.

Table 2. Gaseous elements and mass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fission 

gas composition

Element mass

Nitrogen 28

Oxygen 32

Argon 40

Carbon dioxide 44

Krypton 84

Xenon 132

  -엑셀 일에서 혼합표 기체 조성의 측정결과 표 기체의 농도를 x축, c/s를 

y축하여 표 검증곡선을 작성한다.

  -작성한 표 검증곡선을 linear regression하여 각 기체 조성에 따른 기울기 

 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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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분열기체분석

 1) G. C. 분석

  -핵연료 내 방출 핵분열기체를 핫셀에서 천공, 포집한 시료 포집병을 G. C.

의 미량기체주입장치에 연결한다.

  -미량기체주입장치를 약 3 torr 까지 진공, 배기 시킨다.

  -니들밸 , solenoid valve의 순서로 닫고 배기를 단 시킨다.

  -핵분열기체 포집병의 밸 를 열어 핵분열기체를 미량기체주입장치의 sample 

loop로 확산시킨다.

  -이후 조작은 G. C. 표 검증 차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사 극자질량분석

 (1) 기체조성분석

  -G. C. 측정에 사용하고 남아 있는 핵분열기체 시료를 사 극자질량분석기 시

료 주입 쳄버에 연결하고 진공 배기시킨다.

  -진공도 1.0E-4 torr 이하에 도달하면 진공 차단시키고 시료 포집병의 밸 를 

열어 시료를 시료 주입 쳄버로 확산시킨다.

  -압력게이지의 숫치가 안정되면 핵분열기체 시료의 압력을 읽고 기록한다.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가속 압 2400 V, emission current 100 μA, 

measuring time 100 mA로 조 하여 질소(28), 산소(32), 알곤(40), 이산화탄소

(44), 크립톤(84)  제논(132)의 이온세기(c/s)를 MID mode에서 cycling하여 

측정한다.

  -혼합표 기체로 측정한 이온계수(c/s)를 기체의 농도에 따라 표 검증곡선을 

작성한다.

(2) 동 원소 분포비 측정

  -기체 조성분석과 같은 조건으로 크립톤 동 원소 질량 82, 83, 84, 85, 86의 

이온계수(c/s)를 측정한다.

  -같은 조건으로 제논 동 원소 질량 131, 132, 134, 136의 이온계수(c/s)를 

측정한다.

  -측정한 크립톤  제논 동 원소의 이온계수(c/s)를 엑셀 로그램에 입력하

여 크립톤  제논의 동 원소 분포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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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계산

  -표 검증곡선을 linear regression하여 직선성(R
2
)을 검토하고 편  기울

기를 구한다.

  -핵분열기체  크립톤  제논 동 원소의 분포비를 구한다.

  -표 검증곡선으로부터 크립톤  제논의 농도를 계산한다.

  -Table 3  Fig. 4는 자연  핵분열기체의 크립톤  제논의 요 동 원

소 분포비이다.

  *핵분열기체는 
235
U 농축도 3.21 wt%, 연소도 35 GWd/MtU로 계산한 핵분

열기체 동원소의 분포 비 이다.

  -Table 3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분열기체인 크립톤  제논의 동 원소 

분포는 자연 에 존재하는 크립톤, 제논의 분포비와 다르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분열기체인 크립톤의 동 원소 분포는 자연

에 존재하지 않는 감마 방출체인 크립톤 85가 존재한다.

Table 3. Isotopes abundance of krypton in natural and fission gas

Isotopes Natural Kr(%) Fission gas Kr(%)*

78 0.35

80 2.25

82 11.6

83 11.5 11.3

84 57 31.9

85 3.5

86 17.3 53

*U235 3.21wt%, Burnup 35 Gwd/MtU

Table 4. Isotopes abundance of xenon in natural and fission gas

Isotopes Natural Xe(%) Fission gas Kr(%)*

124 0.1

126 0.09

128 1.91

129 26.4

130 4.1

131 21.2 7.9 

132 26.9 20.7 

134 10.4 27.7 

136 8.9 43.7 

*U235 3.21wt%, Burnup 35 Gwd/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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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혼합표 기체의 표 검증곡선으로부터 핵분열기체의 농도를 구하는 

식이다.  

-핵분열기체의 크립톤 동 원소 분포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  크

립톤 동 원소 분포와 다르므로 식 (2)에 따라 핵분열기체 시료의 크립톤 84 분

포비를 보정한 크립톤 농도를 구한다.

  -핵분열기체의 제논 동 원소 분포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  제논 

동 원소 분포와 다르므로 식 (3)에 따라 핵분열기체 시료의 제논 132 분포비를 

보정한 제논 농도를 구한다.

    

 ----(1)

  ×


----(2)

  ×


---(3)

여기서

x=표 검증곡선으로부터 구한 Kr, Xe 농도(v%)

y=핵분열기체 시료의 Kr 84, Xe 132의 이온계수(c/s)

a=표 검증곡선의 기울기

b=표 검증곡선의 편

K1=핵분열기체 시료의 Kr 84 분포 백분율(%)

K2=핵분열기체 시료의 Xe 132 분포 백분율(%)

라. 결과  고찰

 1) G. C.분석

  (1) 혼합표 기체 조성 분리

   Fig. 1, 2, 3, 4는 4개 혼합표 기체의 분리 결과이다. Molecular sieve 5A 

칼럼을 사용하여 1.0 mL sample loop에서 분리한 결과 base line이 안정되고 

피크모양이 좋은 분리스펙트럼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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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Gas chromatogram of the mixed standard gas #1.

   Fig. 2. Gas chromatogram of the mixed standard gas #2.

   Fig. 3. Gas chromatogram of the mixed standard ga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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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Gas chromatogram of the mixed standard gas #4.

   Fig. 5는 4개 혼합표 기체의 표 검증 후 그 결과가 로그램에 의해 자동

으로 컴퓨터에 디스 이 되는 것을 "print screen" 복사하여 붙인 것이다. 표 

5는 molecular sieve 5A 칼럼을 사용한 G. C. 분리 실험으로 구한 혼합표 기

체 조성의 retention time을 나타낸 것이다. Molecular sieve 5A에 의한 분리

순서는 산소+알곤, 질소, 크립톤  제논의 순서이다. 

   혼합표 기체 성분  산소와 알곤은 molecular sieve 5A로 분리되지 않고 

retention time 0.928분에서 함께 분리된다. 따라서 molecular sieve 5A에 의

한 산소, 알곤의 분리 분석은 불가능하다. 산소와 알곤을 분리하기 해서는 

한 운반기체, 칼럼  분리조건을 찾아야 한다.

   G. C.에 의한 이산화탄소 분리는 특수한 장치를 사용해야하며 분리가 용이하

지 않다. 질소  크립톤의 retention time은 각각 1.571분, 1.995분이다. 제논

의 분리시간을 단축시키기 해 분리조건에서와 같이 molecular sieve 칼럼을 

30
O
C에서 3분간 유지하여 크립톤까지 완 히 분리한 후 20

O
C/min의 속도로 

100
O
C까지 온도를 올리고 100

O
C에서 1.5 분을 유지하 다. 이 게 했을 때 제

논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tention time 6.221분에서 잘 분리되었으며 좋

은 피크모양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핵분열생성기체의 조성  크립톤, 제논의 

정량분석이 주목 이므로 본 분리조건으로 만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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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int screen of the results of gas chromatograph calibration.

Table 5. Retention time for the compositions of mixed standard gas

Gas Retention time(minute)

Argon and  oxygen 0.928

Nitrogen 1.571

Krypton 1.995

Xenon 6.221

  (2) G. C.의 표 검증곡선 작성

   약 20 mL의 시료 포집병에 700 torr로 포집한 4개 혼합표 기체를 이용하여 

G. C.를 표 검증 하 다. Sample loop는 0.10 mL, 0.25 mL, 0.50 mL  1.0 

mL를 사용하 다. 20 mL 시료 포집병에 혼합표 기체를 700 torr로 포집하

을 때 포집된 질소, 산소, 알곤, 크립톤  제논의 상량은 table 6, 7, 8, 9와 

같으며 9.1 μL-550 μL의 범 이다.

Table 6. Calculated gas volume of mixed standard gases with 0.10 mL 

sample loop at 700 torr

Standard Nitrogen(mL) Oxygen(mL) Krypton(mL) Xenon(mL)

STD1 0.0091 0.0091 0.0091 0.0091 

STD2 0.0180 0.0176 0.0180 0.0183 

STD3 0.0376 0.0376 0.0376 0.0376 

STD4 0.0542 0.0545 0.0549 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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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alculated gas volume of mixed standard gases with 0.25 mL 

sample loop at 700 torr

Standard Nitrogen(mL) Oxygen(mL) Krypton(mL) Xenon(mL)

STD1 0.0228 0.0228 0.0228 0.0228 

STD2 0.0450 0.0440 0.0451 0.0458 

STD3 0.0939 0.0939 0.0939 0.0939 

STD4 0.1354 0.1363 0.1372 0.1359 

Table 8.  Calculated gas volume of mixed standard gases with 0.50 mL 

sample loop at 700 torr

Standard Nitrogen(mL) Oxygen(mL) Krypton(mL) Xenon(mL)

STD1 0.0457 0.0457 0.0456 0.0456 

STD2 0.0901 0.0880 0.0902 0.0916 

STD3 0.1879 0.1879 0.1879 0.1879 

STD4 0.2708 0.2726 0.2745 0.2717 

Table 9. Calculated gas volume of mixed standard gases with 1.0 mL 

sample loop at 700 torr

Standard Nitrogen(mL) Oxygen(mL) Krypton(mL) Xenon(mL)

STD1 0.0914 0.0914 0.0912 0.0912 

STD2 0.1802 0.1759 0.1803 0.1833 

STD3 0.3758 0.3758 0.3758 0.3758 

STD4 0.5416 0.5453 0.5489 0.5434 

  Fig. 6은 0.1 mL sample loop에 혼합표 기체를 700 torr로 포집하여 측정

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농도에 따른 면 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0은 기체 농

도에 따른 G. C. 분리면 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9.1 μL-55 μL의 기체주입량에서 질소, 크립톤  제논 기체의 농도와 분리면

간에 R2 0.99 이상의 좋은 직선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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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alibration curves of mixed standard gases with 0.1 mL sample 

loop.

Table 10. Regression results of the separated area versus concentration 

of gas compositions with 0.1 mL sample loop

Element Slope Intercept R2

Nitrogen 167.88 71.131 0.9987

Krypton 244.98 -4.3501 0.9951

Xenon 301.01 -12.763 0.9992

  Fig. 7은 0.25 mL sample loop에 혼합표 기체를 700 torr로 포집하여 측정

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농도에 따른 면 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1은 기체 농

도에 따른 G. C. 분리면 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tabl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소, 크립톤  제논 모두 R
2
 0.99 이상의 좋은 직선성을 보 다. 직선성은 0.1 

mL sample loop에 비해 약간 향상되었다. 이는 0.1 mL sample loop에 비해 

많은 양의 기체를 주입한 결과로 생각된다. 기체 농도에 따른 면 의 상 성은 

질소, 제논에 비해 크립톤이 상 으로 떨어졌다. 0.25 mL sample loop의 경

우 700 torr에서 기체의 주입량은 약 22.8 μL- 137 μL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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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libration curves of mixed standard gases with 0.25 mL sample 

loop.

Table 11. Regression results of the separated area versus concentration 

of gas compositions with 0.25 mL sample loop

Element Slope Intercept R2

Nitrogen 431.15 18.334 0.9997

Krypton 599.37 -11.566 0.9956

Xenon 728.62 -2.396 0.9994

  Fig. 8은 0.50 mL sample loop에 혼합표 기체를 700 torr로 포집하여 측정

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농도에 따른 면 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2는 기체 조

성의 농도  면 의 linear regression 결과이다. 질소, 크립톤  제논 모두 

R2 0.99 이상의 좋은 직선성을 보 다. 직선성은 0.25 mL sample loop의 그것

과 비슷하 다. 기체 농도에 따른 면 의 상 성은 질소, 제논에 비해 크립톤이 

상 으로 떨어졌다. 0.5 mL sample loop의 경우 700 torr에서 약 46 μ

L-275 μL의  주입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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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libration curves of mixed standard gases with 0.50 mL sample 

loop.

Table 12. Regression results of the separated area versus concentration 

of gas compositions with 0.50 mL sample loop

Element Slope Intercept R
2

Nitrogen 843.37 42.95 0.9995

Krypton 1206.6 -31.582 0.9958

Xenon 1460.9 -9.0023 0.9992

  

  Fig. 9는 1.0 mL sample loop에 혼합표 기체를 700 torr로 포집하여 측정

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농도에 따른 면 을 나타낸 것이다. 표 13은 농도  

면 의 linear regression 결과이다. 질소, 크립톤  제논 모두 R
2
 0.99 이상의 

좋은 직선성을 보 다. 직선성은 0.50 mL sample loop의 그것과 비슷하 다. 

기체농도에 따른 면 의 상 성은 질소, 제논에 비해 크립톤이 상 으로 떨어

졌다. 1.0 mL sample loop의 경우 700 torr에서 약 91 μL-549 μL의  주입량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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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alibration curves of mixed standard gases with 1.0 mL sample 

loop.

Table 13. Regression results of the separated area versus concentration 

of gas compositions with 1.0 mL sample loop

Element Slope Intercept R
2

Nitrogen 1710.7 65.107 0.9997

Krypton 2390 -65.991 0.9957

Xenon 2891.3 -30.494 0.9992

 Fig. 10, 11, 12,    13은 Agilent 6890N G. C.의 표 검증 로그램에 의

해 G. C.의 표 검증 후 알곤+산소, 질소, 크립톤  제논의 표 곡선이  컴퓨

터에 자동 으로 디스 이 되는 것을 스크린 복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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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Ar+O2 calibration curve obtained by a Agilent 

         gas chromatograph software with a 1.0 mL sample loop.

       Fig. 11. Nitrogen calibration curve obtained by a Agilent 

       gas chromatograph software with a 1.0 mL sample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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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 Krypton calibration curve obtained by a Agilent 

       gas chromatograph software with a 1.0 mL sample loop.

        Fig. 13. Xenon calibration curve obtained by a Agilent 

        gas chromatograph software with a 1.0 mL sample loop.

   G. C.의 검출기는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TCD)를 사용하 으므로 

운반기체인 헬륨과 분석 상기체의 열 도도 차이(△TCD)가 클수록 기체의 분

리면 이 커진다. table 14에 0.1 mL, 0.25 mL, 0.50 mL, 1.0 mL sample 

loop를 사용하여 표 검증한 제논/크립톤, 제논/질소의 기울기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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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톤/제논  크립톤/질소의 평균 기울기비는 각각 1.2162, 1.7263로 나타났

다. 한 sample loop 0.1 mL-1.0 mL sample loop에서 제논/크립톤  제논/

질소 기울기비의 상 오차가 각각 0.72%, 2.8%로 나타났다. 제논/질소 기울비기

의 상 오차 큰 것은 공기 오염에 의한 질소 측정 불확도가 크기 때문이다.

Table 14. Slope ratios for xenon to krypton and xenon to nitrogen 

depending on volume of sample loop

Element 0.1 mL 0.25 mL 0.50 mL 1.0 mL Average STDEV RSD(%)

Xe/Kr 1.2287 1.2156 1.2108 1.2097 1.2162 0.0087 0.72 

Xe/N2 1.7930 1.6899 1.7322 1.6901 1.7263 0.0487 2.82 

 (3) Sample loop 용량과 기체의 분리면

   그림 14는 sample loop의 크기와 4개 혼합표 기체의 질소 농도의 상 성을 

나타낸 것이다. 질소의 농도가 높은 STD3, STD4에서는 sample loop와 질소 

분리 면 간에 R2 0.999 이상의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질소 약 1.0 v% 

이하인 STD1, STD2에서는 상 으로 직선성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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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elationships between the separated nitrogen area of the mixed 

standard gases and volume of sample loop.

   Fig. 15는 sample loop의 크기와 4개 혼합표 기체의 크립톤 농도의 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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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것이다. 4개 혼합표 기체 모두 R
2
 0.9999 이상의 좋은 직선성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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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Relationships between the separated krypton area of the mixed 

standard gases and volume of sample loop.

   Fig. 16은 sample loop의 크기와 4개 혼합표 기체의 제논 농도의 상 성을 

나타낸 것이다. 크립톤과 마찬가지로 4개 혼합표 기체 모두 R2 0.9999 이상의 

좋은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량기체주입장치가 

sample loop 0.1 mL-1.0 mL의 범 에서 재 성이 좋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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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Relationships between the separated xenon area of the mixed 

standard gases and volume of sample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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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측정시간에 따른 분리면  변화  

   Fig. 17은 1.0 mL sample loop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날짜에 측정한 질소 

면 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15는 측정한 질소면 의 상  불확도를 계산 결

과이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회 측정한 면 의 상  불확도는 가장 농도

가 낮은 STD1에서 가장 높은 14.4% 다. 그러나 STD3, STD4에서는 

7.6%-7.7%비슷한 상  불확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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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Variations of the separated nitrogen area with a 1.0 mL sample 

loop for the different measured time.

Table 15. Uncertainty of the separated nitrogen area with 1.0 mL sample 

loop as a function of measured date

 

Nitrogen Average STDEV Rel error(%)

STD1 1241.10  178.88 14.41 

STD2 2067.10  205.48 9.94 

STD3 4005.48  304.24 7.60 

STD4 5638.42  436.40 7.74 

   Fig. 18은 1.0 mL sample loop를 각기 다른 날짜에 측정한 크립톤 면 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Table 16은 측정한 크립톤 면 의 상  불확도를 계산 결과

이다. Table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회 측정한 면 의 상  불확도는 

7.4%-7.9%로 표 기체의 농도에 따라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공기  

크립톤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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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 1.1 vpm 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공기오염에 의한 향이 다는 것을 

나타낸다. G. C.의 미량기체주입장치는 로터리 펌 로 약 3 torr 정도의 진공을 

유지한 후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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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Variation of the separated krypton area with a 1.0 mL sample 

loop for the different measured time.

Table 16. Uncertainty of the separated krypton area with a 1.0 mL 

sample loop as a function of measured date

Krypton Average STDEV Rel error(%)

STD1 1370.62  108.68 7.93 

STD2 2489.64  186.43 7.49 

STD3 5000.96  381.15 7.62 

STD4 7984.70  591.66 7.41 

   Fig. 18은 1.0 mL sample loop를 각기 다른 날짜에 측정한 제논 면 의 변

화를 나타내었다. Table 17은 측정한 제논 면 의 상  불확도를 계산 결과이

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5회 측정한 면 의 상  불확도는 7.4%-7.6%로 

표 기체의 농도에 따른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공기  제논의 농도가 

약 0.087 vpm 이하로 매우 낮게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오염에 의한 향이 다

는 것을 의미한다. G. C.의 미량기체주입장치는 로터리펌 로 약 3 torr 정도의 

진공을 유지한 후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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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Variation of the separated xenon area with a 1.0 mL sample 

loop for the different measured time.

Table 17. Uncertainty of the separated xenon area with a 1.0 mL sample 

loop for the different measured time.

Xenon Average STDEV Rel error(%)

STD1 1629.46  121.43 7.45

STD2 3124.94  232.40 7.44 

STD3 6263.14  475.21 7.59 

STD4 9642.40  717.96 7.45 

 

  측정시간에 따른 질소, 크립톤  제논 면 의 상  불확도가 7.4%-14.4%로 

나타났으며 질소의 경우 농도가 낮은 혼합표 기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상은 G. C. 분석시 바탕값, 감도  실험실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체분석시 반드시 기기의 표 검증이 요구됨을 알 수 있

다.

 (5) 시료 주입압력과 분리면 의 상 성  

   Fig. 19는 Sample loop 1.0 mL에 표 기체 4번을 주입한 기체의 압력에 따

른 질소, 크립톤  제논의 면 을 나타낸 것이다. 주입한 기체의 압력범 는 

189 torr-408 torr 범 이며 주입한 기체의 농도는 각각 약 3 v%이다. 표 1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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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ample loop에 주입한 혼합표 기체의 압력에 따른 질소, 크립톤  제논 

면 의 상 성을 계산한 결과이다.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립톤, 제논의 R
2 

는 0.999 이상이었으며 질소의 R
2 
는 0.995로 크립톤  제논에 비해 약간 떨어

졌다. 이는 공기 오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량기체주입장치의 기 진공도

를 약 3 torr로 유지한 후 G. C. 분석을 수행하 다. 1.0 mL sample loop에 

3.0 v% 범 의 혼합표 기체 4번을 189 torr로 주입하면 주입된 기체의 양은 

약 7.5 μL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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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Linearity between the separated area of gases and the collected 

gas pressure.

 

Table 18. Regression results of the separated area of gases versus the 

collected gas pressure with a 1.0 mL sample loop

Element Slope Intercept R2

Nitrogen 16.16 151.57 0.9954
Krypton 19.477 623.47 0.9997
Xenon 23.458 764.79 0.9997

(6) G. C.의 측정한계

   운반기체인 헬륨을 계속 흘려  상태에서 G. C.의 바탕값은 37±1.6으로 측정

되었다. 0.1 mL sample loop를 사용했을 때 약 20 mL의 시료 포집병에 700 

torr로 포집한 혼합표 기체의 질소, 크립톤  제논의 분리면 은 각각 153, 

128, 145로 측정되었다. 이 측정값은 G. C. 바탕값의 3배 이상이므로 유효 측정

값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G. C.에 의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측정한계 양은 0.91 μL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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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극자질량 분석

   시료 포집병에 포집한 시료의 G. C. 분석 후 사 극자질량분석을 하게 된다. 

핵연료 내 방출 핵분열기체의 천공, 포집시 주로 내용  20 mL의 시료 포집병

을 사용하지만 10 mL의 시료 포집병을 사용 할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G. 

C. 미량기체주입장치의 자유공간과 시료 포집병의 용량을 고려하여 사 극자질

량분석기를 표 검증 하 다.

(1)사 극자질량분석기의 표 검증 결과

   Fig. 20-25는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시료 주입 쳄버에 혼합표 기체를 12.1 

torr, 21.1 torr로 주입하여 표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9는 사

극자질량분석기 시료 주입 쳄버의 시료 주입압력 12.1 torr, 21.1 torr에서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표  검증한 결과의 직선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주입압력은 

기체 시료 포집압력, G. C. 측정 후 잔존압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시료 주입압

력 12.1 torr, 21.1 torr에서 측정한 크립톤, 제논,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알

곤의 농도에 따른 이온계수(c/s)간에 R
2 
0.99 이상의 좋은 직선성을 보 다. 주

입압력 21.1 torr에 비해 12.1 torr에서 구한 직선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측정오차 범  내에서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체의 운동

은 고진공에서 분자간의 인력과 척력을 배제한 molecular flow의 이상기체 거동

을 보인다. 따라서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경우 측정한계 내에서 기체의 주입압력

이 낮을수록 보다 이상기체에 가까운 거동을 보이므로 측정결과의 직선성이 좋

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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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alibration curves of krypton by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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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alibration curves of xenon by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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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alibration curves of nitrogen by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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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alibration curves of oxygen by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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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alibration curves of carbon dioxide by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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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Calibration curves of argon by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Table 19. Linear regression results for the mixed standard gases by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Gas R
2

12.1 torr 21.1 torr

Kr 0.9996 0.9994

Xe 0.9965 0.9953

N2 0.9952 0.9926

O2 0.9967 0.9958

CO2 0.9933 0.9900

Ar 0.9994 0.9987

 

(2)사 극자질량분석기의 메모리 효과

   Table 20은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표 검증 후 시료 주입 쳄버를 1.0E-4 

torr 이하로 배기한 후 측정한 결과이다. Table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소, 크

립톤  제논의 회수율이 111%-113%로 높게 나타났다. 한 측정 결과의 상  

불확도는 2.7%-4.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회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0.5 v%-3.0 v% 범 의 질소, 크립톤  제논 혼합

표 기체로 표 검증한 후 바로 측정함에 따른 메모리 효과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미량 농도의 기체분석시 메모리효과 제거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높은 농도의 기체분석 후 메모

리 효과 제거방법으로는 시료 주입 쳄버  이온화부의 baking, 바탕기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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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충분한 퍼지 등의 방법이 있다.

Table 20. Memory effect of a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analysis

N2 (%) Found(%) Kr  (%) Found(%) Xe  (%) Found(%)

0.978

1.1

0.988

1.1

1.0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2

1.1 1.0 1.2

Average 1.1 Average 1.1 Average 1.1

STDEV 0.029 STDEV 0.043 STDEV 0.050 

Rel err(%) 2.700 Rel err(%) 3.860 Rel  err(%) 4.341

Recov.(%) 111.472 Recov.(%) 112.470 Recov.%) 112.990 

  Fig. 26, 27은 G. C. 측정 후 남은 기체 시료를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시료 

주입 쳄버에 주입하여 측정한 크립톤  제논 동 원소의 스 닝 스펙트럼을 나

타낸 것이다.

Fig. 26. Scanning spectrum of the krypton isotopes by a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after gas chromatograp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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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Scanning spectrum of xenon isotopes by a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after gas chromatograph analysis.

3) G. C.  사 극자질량분석 결과 비교

 (1) 분석결과의 상호비교

   G. C.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표 검증한 후 약 1.0 v%의 질소, 크립톤 

 제논을 함유한 혼합표 기체 2번을 미지시료로 하여 5회 반복 측정하여 그 

결과를 상호비교하 다. 표 21은 0.1 mL sample loop를 장착하여 측정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5회 반복 측정결과이다. 주입한 시료는 질소 0.978 v%, 크립

톤 0.988 v%, 제논 1.01 v%이다. Table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 mL 

sample loop에서 측정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은 99%-114%로 나타

났다. 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5회 반복 측정의 상  불확도는 

0.62%-11.0% 다. 회수율  측정 상  불확도는 질소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0.1 mL sample loop 사용에 의한 공기오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료의 질

소, 크립톤  제논의 양은 약 18 μL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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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Gas chromatography analysis results for an unknown gas 

sample with a 0.1 mL sample loop

N2 (%) Found(%) Kr(%) Found(%) Xe(%) Found(%)

0.978

1.30

0.988

0.985 

1.01

0.969 

1.11 0.977 1.01 

0.99 0.993 0.999

1.15 0.981 1.00

1.01 0.981 1.01

Average 1.11 Average 0.983 Average 0.998 

STDEV 0.122 STDEV 0.006 STDEV 0.017 

Rel error(%) 11 Rel error(%) 0.617 Rel error(%) 1.723 

Recov.(%) 114 Recov.(%) 100 Recov.(%) 99 

   Fig. 22는 G. C. 측정 후 남아 있는 시료를 사 극자질량분석기로 5회 반복 

측정한 결과이다. Table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소,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

은 99%-102% 다. 한 크립톤  제논의 5회 반복측정의 상  불확도는 

1.2%-1.9%로 G. C.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질소의 측정 상  불확도는 2.9%로 

G. C.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시료 주입 쳄버가 진공도 

1.0E-4 torr 이하로 배기된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 공기의 오염이 그 만큼 감

소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2.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analysis results for  the 

remained unknown gas sample in a 20 mL sample bottle after gas 

chromatography analysis with a 0.1 mL sample loop

N2(%) Found(%) Kr(%) Found(%) Xe(%) Found(%)

0.978

1.049 

0.988

0.986 

1.01

1.03

0.990 0.966 0.992 

0.971 0.96 0.983

0.999 0.979 1.02

0.997 0.986 1.00

Average 1.00 Average 0.975 Average 1.01

STDEV 0.029 STDEV 0.012 STDEV 0.019 

Rel error(%) 2.9 Rel error(%) 1.2 Rel error(%) 1.9

Recovery(%) 102 Recovery(%) 99 Recovery(%)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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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3은 0.25 ml sample loop를 장착하여 측정한 질소, 크립톤  제논

의 5회 반복 측정결과이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0.25 mL sample loop에

서 측정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은 99%-101% 다. 질소, 크립톤  

제논의 5회 반복 측정의 상  불확도는 0.23%-1.23% 다. 질소의 경우 0.1 

mL sample loop 결과에 비해 회수율  상  불확도가 좋아졌다. 이는 상

으로 많은 양의 시료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0.25 mL sample loop의 

경우 측정 기체 조성의 양은 약 45 μL 정도이다.

Table 23. Gas chromatography analysis results for an unknown gas 

sample with a 0.25 mL sample loop

N2(%) Found(

%)

Kr(%) Found(%) Xe(%) Found(%)

0.978

0.971 

0.988

0.975 

1.01

0.997 

0.999  0.981 0.994 

0.989 0.974 0.998

0.982 0.978 0.999

1.00 0.974 1.00 

Average 0.988 Average 0.976 Average 0.998 

STDEV 0.012 STDEV 0.003 STDEV 0.002 

Rel error(%) 1.23 Rel error(%) 0.312 Rel 

error(%)

0.231

Recov.(%) 101 Recov.(%) 99 Recov.(%) 99

   

Table 24는 G. C. 측정 후 남아 있는 시료를 사 극자질량분석기로 5회 반복 

측정한 결과이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소,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은 

100%-101% 다. 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5회 반복 측정의 상  불확도는 

0.9%-1.5%로 G. C.에 비해 높았다. 한 0.25 sample loop를 사용했을 때 질

소의 측정 상  불확도는 1.5%로 0.1 mL sample loop에 비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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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analysis results for  the 

remained unknown gas sample in a 20 mL sample bottle after gas 

chromatography analysis with a 0.25 mL sample loop

N2(%) Found(%) Kr(%) Found(%) Xe(%) Found(%)

0.978

0.978 

0.988

0.989 

1.01

1.00 

0.987 0.995 1.00 

1.007 1.01 1.02 

0.999 0.989 1.01 

0.972 0.982 0.999

Average 0.989 Average 0.993 Average 1.01 

STDEV 0.014 STDEV 0.010 STDEV 0.009 

Rel 

error(%)

1.46 Rel error(%) 1.02 Rel 

error(%)

0.907 

Recov.(%) 101 Recov.(%) 100 Recov.(%) 100 

  Table 25는 0.50 ml sample loop를 장착하여 측정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5회 반복 측정결과이다. 주입한 시료는 질소 0.978 v%, 크립톤 0.988 v%, 제논 

1.01 v%이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0.50 mL sample loop에서 측정한 질

소,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은 99%-101% 다. 질소, 크립톤  제논의 5회 

반복 측정의 상  불확도는 0.29%-0.8% 다. 질소의 경우 상  불확도가 0.8%

로 좋은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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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Gas chromatography analysis results for an unknown gas 

sample with a 0.50 mL sample loop

N2(%) Found(%) Kr(%) Found(%) Xe(%) Found(%)

0.978

0.978 

0.988

0.972 

1.01

0.995 

0.997 0.978 1.00

0.996 0.975 0.997

0.985 0.973 0.995

0.989 0.971 0.993

Average 0.989 Average 0.974 Average 0.996 

STDEV 0.008 STDEV 0.003 STDEV 0.003 

Rel 
error(%) 0.799 Rel error(%) 0.285 Rel error(%) 0.304 

Recov.(%) 101 Recov.(%) 99 Recov.(%) 99

   Table 26은 G. C. 측정 후 남아 있는 시료를 사 극자질량분석기로 5회 반

복 측정한 결과이다.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소,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

은 100% 다. 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5회 반복 측정의 상  불확도는 

0.8%-1.1%로 G. C.에 비해 높았다.

Table 26.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analysis results for  the 

remained unknown gas sample in a 20 mL sample bottle after gas 

chromatography analysis with a 0.50 mL sample loop

N2(%) Found(%) Kr(%) Found(%) Xe(%) Found(%)

0.978

0.988 

0.988

0.970 

1.01

1.02 

0.991 0.987 1.01 

0.987 0.989 1.02 

0.975 0.985 1.01 

0.965 0.985 1.00 

Average 0.981 Average 0.983 Average 1.01 

STDEV 0.011 STDEV 0.008 STDEV 0.008 

Rel error(%) 1.11 Rel error(%) 0.769 Rel rror(%) 0.827 

Recov.(%) 100 Recov.(%) 100 Reco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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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7은 1.0 ml sample loop를 장착하여 측정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5회 반복 측정결과이다. 주입한 시료는 질소 0.978 v%, 크립톤 0.988 v%, 제논 

1.01 v%이다.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mL sample loop에서 측정한 질

소,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은 99%-100% 다. 질소, 크립톤  제논의 5회 

반복 측정의 상  불확도는 0.00-0.50% 다. 

Table 27. Gas chromatography analysis results for an unknown gas 

sample with a 1.0 mL sample loop

N2(%) Found(%) Kr(%) Found(%) Xe(%) Found(%)

0.978

0.986 

0.988

0.983 

1.01

1.00 

0.974 0.980 1.00 

0.976 0.981 1.00

0.975 0.979 1.00

0.98 0.98 1.00

Average 0.978 Average 0.981 Average 1.00 

STDEV 0.005 STDEV 0.002 STDEV 0.000 

Rel error(%) 0.503 Rel error(%) 0.155 Rel error(%) 0.000 

Recov.(%) 100 Recov.(%) 99 Recov.(%) 99

  Table 28은 G. C. 측정 후 남아 있는 시료를 사 극자질량분석기로 5회 반복 

측정한 결과이다.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소, 크립톤  제논의 회수율은 

98%-100% 다. 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5회 반복 측정의 상  불확도는 

0.4%-1.0%로 G. C.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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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analysis results for  the 

remained unknown gas sample in a 20 mL sample bottle after gas 

chromatography analysis with a 1.0 mL sample loop

N2(%) Found(%) Kr(%) Found(%) Xe(%) Found(%)

0.978

0.976 

0.988

0.985 

1.01

1.01 

0.970  0.988 1.01

0.957 0.983 1.00

0.954 0.978 1.00

0.959 0.987 1.00

Average 0.963 Average 0.984 Average 1.00 

STDEV 0.009 STDEV 0.004 STDEV 0.006 

Rel error(%) 0.972 Rel error(%) 0.403 Rel error(%) 0.642 

Recov.(%) 98 Recov.(%) 100 Recov.(%) 99

4) 핵분열기체 시료분석

 (1) 시료

   원자력발 소에서 인출된 핵연료 을 핫셀내에서 천공, 포집하여 핵연료 내 

방출 핵분열기체를 약 20 mL 용량의 시료 포집병에 포집하 다. 핵분열기체 시

료는 방사성 기체의 설 험성을 고려하여 약 20 mL 용량의 시료 포집병에 

약 670 torr 정도 포집하 다. 핵분열기체를 포집한 시료 포집병의 표면선량율은 

25.5 mR/h이었다.

 (2) 분석 차

   핵분열기체 시료 포집병을 G. C.의 미량기체주입장치에 연결하여 주입한 후 

분석 차에 따라 분석하 다. G. C. 분석 후 남아 있는 핵분열기체를 사 극자

질량분석기의 시료 주입 쳄버에 연결하여 주입한 후 분석 차에 따라 분석하

다. 사 극자질량분석에서는 크립톤, 제논의 동 원소 분포를 함께 측정하 다.

  핵분열기체 시료 측정 후 시료와 같은 압력의 혼합표 기체를 시료 포집병에 

정량 으로 주입하여 G. C.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표 검증 하 다. 표 검

증곡선으로부터 구한 편  기울기를 이용하여 핵분열기체 시료의 크립톤  

제논의 농도를 계산하 다.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핵분열기체분석의 정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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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시 크립톤  제논의 동 원소 분포비를 보정 해주어야 한다.

 (3) 분석결과

  (가) 표 검증결과

   Fig. 28은 1.0 mL sample loop의 G. C.에 의한 산소+알곤, 질소, 크립톤  

제논의 표 검증결과이다. 그림 28에서 ArO2는 molecular sieve 5A column에

서 알곤과 산소의 피크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측정한 모든 기체의 

linear regression 결과 R
2
 0.99 이상의 좋은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5.0E+02

4.5E+03

8.5E+03

1.3E+04

0.0 1.0 2.0 3.0 4.0 5.0 6.0 7.0

Vol(%)

A
re

a

N2

Kr

Xe

ArO2

Fig. 28. Calibration curves for gas chromatography analysis of fission 

gas with a 1.0 mL sample loop.

  Fig. 29는 혼합표 기체로 측정한 사 극자질량분석기의 표 검증 결과이다. 

측정한 모든 기체의 linear regression 결과 R
2
 0.99 이상의 좋은 직선성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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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Calibration curves for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analysis of 

fission gas.

(나) 핵분열기체 분석결과

   1.0 ml sample loop에 약 670 torr로 포집한 포집병을 G. C.의 미량기체주

입장치에 연결시 압력은 410 torr-415 torr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압력 차이

는 시료 포집병 내부의 용량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Table 29는 G. C.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핵분열기체 분석결과이다. G. C.에 의한 핵분열기체의 

분석결과 크립톤  제논이 각각 1.19 v%, 11.6 v%로 측정되었으며 측정결과

의 상 불확도(RSD)는 각각 0.58 %, 0.46 %로 계산되었다. 같은 핵분열기체의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분석결과 크립톤  제논이 각각 1.16 v%, 11.6 

v%로 측정되었으며 측정결과의 상 불확도(RSD)는 각각 1.0%, 0.75%로 계산

되었다. 사 극자질량분석에 의한 크립톤, 제논의 측정 상 불확도가 G. C.에 비

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Table 29. Fission gas analysis results by a quadrupole mass 

spectrometer(QMS) and a gas chromatograph(GC)

QMS GC

Kr(v%) Xe(v%) Kr(v%) Xe(v%)

Average 1.16 11.6 1.19 11.6

STDEV 0.01 0.09 0.01 0.05

RSD (%) 1.0 0.75 0.5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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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Sample1 Sample2 Sample3

82 0.23 0.23 0.25 

83 9.71 9.87 9.73 

84 33.81 33.61 33.91 

85 5.82 5.78 5.82 

86 50.43 50.51 50.29 

Total 100.00 100.00 100.00 

Mass Sample1 Sample2 Sample3

131 5.02 4.99 5.02 

132 23.83 23.81 23.75 

134 28.51 28.62 28.59 

136 42.64 42.58 42.64 

Total 100.00 100.00 100.00 

   Table 30, 31은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핵분열기체의 크립톤  제논의 

동 원소 분포 측정결과이다. 핵분열기체의 크립톤 동 원소에는 자연 에 존재

하지 않은 질량 85의 동 원소가 존재하며 질량 86의 분포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한 핵분열기체의 제논 동 원소 분포비는 자연 의 동 원소분포비와 달

리 질량 136의 분포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30. Analysis results of krypton isotopes for fission gas samples 

by a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Table 31. Analysis results of xenon isotopes for fission gas samples by 

a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Fig. 30은 사 극자질량분석기에 의한 핵분열기체 시료의 크립톤, 제논 동

원소 스캐닝 결과이다. Fig.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분열기체에는 자연 에 

존재하지 않는 크립톤 85 동 원소가 있으며 크립톤  제논 동 원소 분포비가 

자연 의 그것과 다름을 알 수 있다.



- 52 -

         

             Kr                                       Xe

Fig. 30. Krypton and Xenon isotopes scanning results for a fission gas 

sample.

마. 결 론

   G. C.의 Packed Molecular sieve 5A 칼럼으로 헬륨 바탕기체의 질소, 크립

톤, 제논을 약 7분 이내에 분리 할 수 있었다. 질소, 크립톤  제논의 측정한계

는 0.91 μl로 계산되었다. G. C.에 의한 핵분열생성기체의 분석결과 크립톤, 제

논의 측정 상  불확도가 0.6% 이하 다. G. C.에 의한 크립톤의 분석결과는 

사 극자질량분석의 그것에 비해 약 2.6%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방법간 제

논의 분석결과는 소숫  1자리까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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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핫셀 설치용 동시다 핵연료용해장치 개발  제작

 가. 핫셀 설치용 동시다 핵연료용해장치 개발

    핫셀설치용 동시 다  핵연료용해장치 제작: 조사핵연료의 연소도측정  성

분원소의 화학분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방사성구역 화학핫셀로 이송된 핵연료

시편에 한 용해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화학분석을 한 핵연료시료는 시료의 

표성을 가져야 하므로 핵연료시편의 이송, 무게측정  시료 비과정에 따른 

시료손실이 없어야 하며, 이송된 시편 량이 핵연료 용해용기에 옮겨져야 한다. 

한 핵연료시료의 완 용해를 한 한 산용매가 선정되어야 하고 용해  

휘발 등에 의한 성분원소의 손실이 없어야 한다. 용해 후 화학분석을 한 시료

를 만들기 해서는 원격작업에 의하여 용해용액의 용해장치로부터의 분리, 시료

채취  제반 작업이 용이해야 한다. 따라서 핵연료용해장치는 원격  방사선 

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보유시설  작업구역에 합한 설계를 바탕으로 제

작  설치되어야 한다. 당 부서에서는 1980 년 에 PWR 형 핵연료에 한 연

소도측정 기술을 확립한 후 재까지 국내 여러 원 으로부터 제공된 핵연료에 

한 연소도측정을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사핵연료 연소도측정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핵연료용해에 동시 다 용해장치를 용한 사례는 일본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에서 보고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당 

부서가 최 로 개발  시험 에 있다. 따라서 당 부서의 화학시험시설에 합

한 동시 다  핵연료용해장치를 개발하여 이용할 경우 연소도측정  핵연료시

료분석에 의한 자료생산에 효과 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 핫셀설치 합성 검토 

   기제작한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를 비방사성구역 후드내 설치 후 아래와 같

은 사항에 한 성능시험  합성을 검토하여 연소도측정  고방사성시료분

석 효율증 를 한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를 설계  보완 제작하 다.  

- 검토 1 : 연속  용해실험에 따른 재질의 내부식성 유지 시험

- 검토 2 : 내외부 공기유입 을 활용한 휘발기체(NOx)의 공기유도식 포집성능 

시험

- 검토 3 : 개방형 라스크 용해용기 제작사용에 따른 재질의 합성, 용

의 정확도  시료의 직 채취 가능성 시험

- 검토 4 : 휘발기체 포집에 따른 틈새 기체방출, 기체포집의 최 조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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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속도의 수동조  기능시험

  

2) 핫셀외부 원격조정기 장비를 이용한 용해  휘발기체포집 장치의 원격작업 

용이성 시험

   핫셀외부에서 원격조종기에 의한 조작시험하여 부품교체  조립작업의 유연

성을 검토하 다.

 

 3) 핫셀설치용 용해장치 보완 제작  설치

   상기의 기 실험을 바탕으로 Fig. 1과 같이 구성된 개념으로 다 시료 동시

용해장치를 재설계하고 보완제작하여 화학핫셀내에 설치하 다(Fig. 2). 구체

으로 보완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보완 1 : 열 도율 최 화  장치균형을 하여 용해장치 가열  두께를 조

정하여 제작 

- 보완 2 : 원격작업이 용이하도록 4 개의 수동식 유입공기 조 밸 의 유연성

을 강화하여 제작    

- 보완 3 : 휘발기체 방출 최 화를 하여 개방형 라스크(용해용기) 입구

와 휘발기체 배출구와의 간격을 보완하여 제작

- 보완 4 : 휘발기체  유입공기의 틈새 방출차단을 하여 4  셀 덮게상부

를 비분리 합식으로 보완하여 제작

- 보완 5 : 각 셀 외부의 휘발기체 포집용기 지지 의 안 성 유지  원격작업

에 의한 설치  교체가 용이하도록 보완하여 제작

  4) 사용후핵연료 시편용해 용성 검토 시험

   제작한 용해장치를 이용하여 속화합물  SIMFUEL을 용해하면서 휘발기

체 포집에 따른 문제   용성을 검토하 다.

  5)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 특허출원

   본 연구와 련하여 제작한 용해장치를 작성한 특허자료와 함께 특허법률사

무소의 조하에 국내특허를 출원하 다.

 나. 핫셀 설치용 동시다 핵연료용해장치제작  

   조사핵연료의 연소도측정  화학분석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화학핫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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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작업하기 한 동시다 핵연료용해장치를 개발하 다. 년도 설계  제작

한 동시다 핵연료용해장치에 해 핫셀설치 합성, 방사선  원격작업의 효율

성을 바탕으로 보완 설계  제작하 다. 보완 제작한 조립식의 보완 제작한 조

립식의 각 부품에 한 규격  안 성을 검토한결과 모두 양호하 다. 제작한 

용해장치를 이용하여 속화합물  SIMFUEL을 용해하고 휘발기체 포집해 본 

결과 양호하 다. 따라서 보완 제작한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를 핫셀내에서 사용

후핵연료  고방사성시료 용해에 용할 경우, 원격작업이 훨씬 용이하고 용해

시간 단축에 따른 분석의 효율성이 증 할 것으로 기 되었다. 본 제작  시험

한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는 성공 으로 국내특허 출원되었으며(특허제목 :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  방법, 출원번호 : 2008-0096505), 원자력산업과 련하여 

조사핵연료, 고방사성의 속  속산화물 시료분석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시

료 처리 작업에 많은 도움을  것으로 기 되었다.  

비분리형 셀상층부내부 공기유도관

공기

휘발기체

배출로

공기유도관

내부 공기유도관 하부

흡수용액 용기

다중셀 덮개

셀간 분리막

용해용기
받침대 히팅 블록

공기유속 조절밸브 공기유통로

축소
6cm

Fig. 31. New concept drawing for sample dissol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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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design
Design for hot cell  

establishment

     

    Fig. 32. Simultaneous dissolution system for spent fuel. 

3.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를 이용한 고연소 SIMFUEL 용해실험

 

가. SIMFUEL 펠렛 용해실험

    연소도를 측정할 목 으로 고방사성시료를 용해할 때 효율증 를 하여 4

개 시료를 동시에 용해할 수 있는 Fig. 33.과 같은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를 제

작하여 핫셀 밖에서 SIMFUEL 펠렛으로 용해실험을 수행하 다. 연소도가 

60,000 MWd/tU으로 상하여 table 32.와 같은 조성으로 제조한 SIMFUEL 

펠렛을 분쇄한 다음 약 0.5 g을 각각의 부피 라스크에 넣고 8 M 질산 10 mL

로 8 시간 가열하여 Nd  U를 ICP-AES로 측정하여 table 3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앞의 두 원소는 용해 치에 상 없이 정량 으로 회수되었다. Table 

34.에 ICP-AES  정법으로 측정한 우라늄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로 측정

한 우라늄 회수율은 92.0～98.3% 범 이었으나 후자의 결과는 100.6～100.9%

이었으므로 8 시간 가열하 을 때 우라늄은 완 히 용해된 것으로 단되었다. 

한 ICP-AES 방법은 측정 범 가 수 ng/mL～수십 μg/mL이므로 수 mg/mL 

농도의 우라늄을 측정하기 해서는 정법이 더 좋은 방법으로 단되었다. 한

편 정법으로 우라늄 함량을 측정할 때 필요한 최소양은 20 m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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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MFUEL 펠렛 용해실험결과

    SIMFUEL을 8 M 질산 10 mL로 용해할 때 용해 치에 상 없이 불용성 

잔류물이 존재하 으며 반응시간을 증가하여도 용해되지 않은 양은 큰 차이가 

없었다. 8 M 질산에 녹지 않은 불용성 잔류물을 여과하고 건조한 다음 EPMA

로 측정한 결과 Mo  Ru만 검출되었으며 백분율은 51:49이었다. 동일한 조건

에서 가열시간만 12 시간으로 증가하 을 때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용해된 Nd 

 U 양은 조  증가하 다. 

보완 제작한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를 사용후핵연료시료 용해에 용할 경우, 용

해시간이 4배 단축됨에 따라 연소도 분석업무의 효율성 증 가 상된다. 따라서 

연소도 화학분석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고객의 불만족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33. Simultaneous dissol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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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 Composition of high burn up(60,000 MWd/tU) SIMFUEL 

 

불순물 그룹
우라늄  핵분열 

생성물
용산화물 원소 조성 (%)

U UO2 94.505

고용원소 (SS)

Ce (Pu, Np) CeO2 1.405

La La2O3 0.227

Nd (Pr, Sm) Nd2O3 1.054

Y Y2O3 0.086

고용원소 

산화석출물 (SP)

Ba BaCO3 0.278

Sr SrO 0.164

Zr ZrO2 0.659

속석출물

 (MP)

Mo MoO3 0.613

Pd PdO 0.266

Rh Rh2O3 0.058

Ru (Tc) RuO2 0.595

산화 속석출물 Te TeO2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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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The amounts of Nd and U in SIMFUEL were quantitatively 

recovered using the simultaneous dissolution system. 

가열시간

(시간)
치

Nd2O3 UO2

Added

(mg)

Found

(mg)
회수율

Added 

(g)

Found 

(g)
회수율

8

1 5.40 4.97 92.0 0.4839 0.4454 92.0

2 5.24 5.00 95.4 0.4700 0.4619 98.3

3 5.29 4.76 90.0 0.4745 0.4482 94.5

4 5.29 4.92 93.0 0.4741 0.4468 94.2

12

1 5.14 4.91 95.5 0.461 0.445 96.5

2 5.08 4.77 93.9 0.455 0.435 95.6

3 5.13 4.84 94.3 0.460 0.441 95.9

4 5.22 4.95 94.8 0.468 0.449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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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4. Determination of U content in dissolved SIMFUEL solution 

가열시간

(시간)
치

UO2

Added (g)

ICP-AES titration

Found 

(g)

회수율 

(%)
Found (g) 회수율 (%)

8

1 0.4839 0.4454 92.0 0.4866 100.6

2 0.4700 0.4619 98.3 0.4740 100.9

3 0.4745 0.4482 94.5 0.4788 100.9

4 0.4741 0.4468 94.2 0.478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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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건의사항

    국내 유일의 고방사성 시편분석을 한 화학시험시설  40 여 종류의 고가 

분석장비를 안정 으로 유지하는 한편, 과제수행 기간(2008. 1. 1.- 12. 31.) 동안, 

1)원  핵연료  원자로 계통의 안 성  건 성 평가 2) 원자력 신소재의 개

발 등 원자력 연구 기술개발 3)국산핵연료 품질보증 4) 하나로, 조사재, 조사후 

시험시설 등 원자력연구시설 Pool water의 수질 리 등 원 운 , 원자력연구개

발  원자력시설 안 운  등 원자력 산학연 분야에 요구하는 총 6,001건들에 

한 화학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여 모든 분야의 국가 원자력산업에 기여하 다.

    화학분석 기술개발과 련, 기체크로마토그라피(G. C.)에 의한 음압의 미량

핵분열기체분석법을 확립하여 사 극자질량분석법과 그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 

검토하 다. Packed Molecular sieve 5A 칼럼으로 핵분열기체 조성인 질소, 크

립톤, 제논을 약 7분 이내에 깨끗하게 분리 할 수 있었다. G. C. 바탕 값을 고려

한 질소, 크립톤  제논의 측정한계는 0.91 uL로 계산되었다. 1.0 mL sample 

loop를 사용하여 3개의 핵분열기체 시료를 G. C.로 분석한 결과 크립톤, 제논의 

측정 상  불확도가 0.6% 이하 다. G. C.에 의한 크립톤의 분석결과는 사 극

자질량분석의 그것에 비해 약 2.6%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논의 경우 두 방법 

간 분석결과는 소숫  1자리까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핵연료 시료용해를 하나씩 개별방식으로 용해시키고 있으나 여러개의 시료

를 동시에 용해시킬 수 있다면 시료 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년

도 설계  제작한 동시다 핵연료용해장치에 해 핫셀설치 합성, 방사선  

원격작업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보완 설계  제작하 다. 보완 제작한 조립식의 

보완 제작한 조립식의 각 부품에 한 규격  안 성을 검토한결과 모두 양호

하 다. 제작한 용해장치를 이용하여 속화합물  SIMFUEL을 용해하고 휘발

기체 포집해 본 결과 양호하 다. 따라서 보완 제작한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를 

핫셀내에서 사용후핵연료  고방사성시료 용해에 용할 경우, 원격작업이 훨씬 

용이하고 용해시간 단축에 따른 분석의 효율성이 증 할 것으로 기 되었다. 본 

제작  시험한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는 성공 으로 국내특허 출원되었으며(특

허제목 : 다 시료 동시용해장치  방법, 출원번호 : 2008-0096505), 원자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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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련하여 조사핵연료, 고방사성의 속  속산화물 시료분석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시료 처리 작업에 많은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참고문헌

1. BARC-2005E026, U. K. Viswanathan, et al., "Measurement of fission 

gas release from irradiated nuclear fuel elements," 2005

2. M. Mogensen RISO-M-2437, "Utilization of the isotopic composition 

of Xe and Kr in fission gas release research," 1984.

3. JAERI-M 91-010, "Dissolution studies of spent nuclear fuels,"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JAERI), 1991.

4. 양명승 외, KAERI/RR-1471/94,경∙ 수로 연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핵

연료 제조  품질 리 기술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1995).
5. 한선호 외, KAERI/MR-476/2007,방사성물질 화학시험; 원자력산업 화학 
분석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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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C.에 의한 핵분열방출기체 분석 차

1. Agilent 6890N G. C. 작동방법

-Agilent 6890N G. C. 본체의 "Start" button을 러 가동시킨다.

-컴퓨터를 켜고 로그램을 로딩 시킨다.

-헬륨 주입 밸 를 열어 헬륨을 주입시킨다.

-이 상태에서 30분 이상 열시킨다.

2. 시료 분석방법

-컴퓨터에서 핵분열기체 분석 일 "FG.M"을 불러온다.

-“Runcontrol" 메뉴에서 ”sample info"를 선택한 후 분석 날짜에 맞게 sub 

directory를 만든다.

-Sub directory를 만든 후 장 일 이름을 “1”로부터 시작하면 분석순석에 

따라 작동 장된다.

-시료 포집병을 시료 주입장치에 연결한다.

-6 port valve 스윗치를 "load" 방향으로 환 확인 한다.

-미량기체 시료 주입장치의 펌 를 작동시켜 sample loop  주입 장치 배 을 

3.0 torr 이하로 배기 시킨다.

-3.0 torr 이하의 목표 진공도에 도달하면 시료 주입장치의 needle valve를 잠

근 후 solenoid valve를 잠그고 로터리펌 의 작동을 지 시킨다.

-시료 포집병의 밸 를 열어 시료 주입장치의 sample loop로 시료를 주입 시킨

다.

- 압력계의 압력을 읽고 기록한다.

-6 port valve 스윗치를 “injection" 방향으로 하여 G. C.로 시료를 주입 시킨

다.

-6 port valve의 작동과 연계되어 Agilent 6890N G. C.가 작동되고 기체의 분

리가 시작 된다.

-기체의 분리순서는 알곤+산소, 질소, 크립톤, 제논의 순서로 분리되며 10분후 

분리 완료되고 다음 시료 분석 비단계가 된다.

-다음 시료 분석을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램  분석결과를 보여 다.

-기체크로마토그램과 표 검증곡선은 크립 보드로 복사하여 그림 에 붙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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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나의 분석 일에는 한 개 표 검증곡선 일만 사용가능하다.

-표 검증곡선 작성  표 시료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표 검증곡선 작성시 새로운 표 시료의 분석데이터를 삽입하기 해서 

"level" 추가키를 사용해야 한다.

3. G. C. 끄는 순서

- 로그램을 종료한다.

-G. C.의 오 을 끈다.

-Back inlet  back detector(thermal conductivity detector(TCD))를 끈다.

-Back detector의 온도가 100
O
C 이하로 떨어지면 G. C.의 원을 끈다.

-헬륨 공 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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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화학연구부 방사성핵종분석장비   

구 분 1. 방사성 핵종 분석장비 장비 제조사 용  도

1-1 ICP-MS
Finnigan MAT

Element
핵종 정량분석

1-2 Quadrupole-MS ESS
FG 동 원소

 정량분석

1-3 ICP-Quadrupole-MS Varian
동 원소 

미량 정량분석

1-4 ICP AES system (shielding)
T h e rm o - j a r r e l l 

ASH
핵종 정량분석

1-5
Laser ablation system for 

ICP-MS
Finnigan MAT 핵종 정량분석

1-6
Low level liquid scintillation

analyzer
Packard 방사능 측정

1-7
Gamma ray spectroscopy 

system
Nucleus 방사능 측정

1-8 TLC radioisotope scanner Bertnold 방사능 측정

1-9
Gamma & alpha ray

spectroscopy  system
EG&G ORTEC 방사능 측정

1-10
Low level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Packard 방사능 측정

1-11
Auto low background

alpha/beta system
Tennelec 방사능 측정

1-12
Sample oxidizer,

liquid scintillation
Packard 방사능 측정

1-13
Anti coincidence counting 

system
Oxford 방사능 측정

1-14
Alpha/beta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Tennelec 방사능 측정

1-15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Finnigan Mat 262 동 원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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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화학연구부 화학분 분석장비        

구 분  화학분  분석장비 장비 제조사 용  도

2-1
ICP-Atomic Emission 

spectroanalyzer
Jovin Yvon 38+ 미량원소 분석

2-2
ICP-AES 

(Polychromator)
Jovin Yvon 50P 다 원소 동시분석

2-3 ICP-AES (Duel Type)
Jovin Yvon

ULTIMA C
다 원소 동시분석

2-4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GENESYS 300D 동 원소 측정

2-5 EPMA-EDS
Oxford Energy 

Inka
물질 구조분석

2-6 uv/vis spectrometer CARY 5 upgrade 방사성물질 분석

2-7 Spectrophotometer CARY 3 방사성물질 분석

2-8
Impedance spectrum

analyzer
ZAHNER IM5d 물질 구조분석

2-9
Stopped flow spectro-

photometer system
SLM 200 방사성물질 분석

2-10 Fluoro spectrophotometer
E d i n b u r g h 

CD-900
물질 구조분석

2-11
FT-IR spectrometer

system
Nicolet 800 물질 구조분석

2-12
FT-IR spectrometer

system
  TravelIR(ATR) 물질 구조분석

2-12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PerkinElmer 3100 방사성물질 분석

2-13
Raman spectrometer

system
SPEX 1403 물질 구조분석

2-14 XPS(ESCA) VG Scientific 물질 구조분석

2-15 Emission Spectrometer Thermo 성분원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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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4.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화학연구부 일반 화학측정 장비     

구 분  일반 화학측정 장비 장비 제조사 용  도

3-1
Hydrogen determinator, 

Direct reading
Reco RH-404 수소 분석

3-2
Nitrogen/hydrogen

determinator
Reco TC 136 질소/수소 분석

3-3 Hydrogen determinator Reco RH-404 수소 분석

3-4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Jeol jxa 8600 성분원소 분석

3-5 Hydrogen determinator Reco 1En 수소 분석

3-6
핵자기공명(EPR)분 계 

시스템
Bruker P104 AA 물질 구조분석

3-7
Optical microscope 
digital image
analysis system

Leica DMLP 물질 구조분석

3-8 Ion chromatograph-4501 Dionex 4500i 성분원소 분석

3-9 Thermal analysis system
S E T A R A M 

92-16.18
물질 구조분석

3-10
X-ray diffractometer

system
SIEMENS D 5000 물질 구조분석

3-11 Ion chromatograph Dionex DX 300 성분원소 분석

3-12
Polarography 

cyclic voltametry system
PARC Instrument 미량원소 분석

3-13
Corrosion measurement 

system
PARC 273 부식 측정

3-14
Zeta potential 

measuring instrument

M A L V E R N 

Zetasizer 4
물질 특성분석

3-15
Laser light scattering

system
LEXEL 3500 물질 특성분석

3-16
Voltammeter polarograph

 system

BAS 100B, 극미량 

분석
미량원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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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번호 과제명 시료명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165220-08 제염해체기술개발부 철재시료 Ce,Co 5 ICP-AES

165230-08 제염해체기술개발부 우라늄 정 3 정

521010-07 조사재시험시설

IMEF Pool 
Water

Na 1 AAS

pH, 도도 1 pH-meter

탁도 1
UV/VIS 
Spec.

Cl 1 Ion Chro.

γ-핵종 1 Gamma. Spec

Gross-α,β 1 GPC

합 계 6

521010-08 조사재시험시설

MX-100 Cl 1 Ion Chro.

IMEF Pool 
Water

Na 1 AAS

pH, 기 도도 1 pH-meter

탁도 1
UV/VIS 
Spec.

Cl 1 Ion Chro.

γ-핵종 1 Gamma. Spec

Gross-α,β 1 GPC

합 계 7 

521030-08 조사후시험시설

P14-P17연료 
핵분열기체 Kr, Xe 분석 3 QMS

Pool Water

γ-핵종 6 Gamma. Spec

PH, 도도 5 pH-meter

Cl 5 Ion Chro.

Ca,Mg 5 ICP-AES

합 계 24

521120-08 조사재시험시설

IMEF Pool 
Water

Na 10 AAS

PH, 도도 10 pH-meter

γ-핵종 10 Gamma. Spec

Gross-α,β 10 GPC

탁도 10
UV/VIS 
Spec.

Cl 10 Ion Chro.

합 계 60

521130-08 조사후시험시설운

사용후핵연료Repl
ica시편,크러드시

편
성분분석 7 EPMA

HA03-C03,HA0
3-A14 연소도 3

 Appendix 5.  2008年  계정별 시험/분석지원 황(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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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번호 과제명

핵연료 피복 H 19 H-analyzer

시료명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521130-08 조사후시험시설운

연료핵분열기체 Kr.Xe,O2 6 QMS

Pool Water

pH, 도도 27 pH-meter

Cl 26 Ion Chro.

Ca,Mg 26 ICP-AES

γ-핵종 29 Gamma. Spec

알칼리도, 경도 1

핫셀 폐액
pH, 도도 1 pH-meter

γ-핵종 1 Gamma. Spec

합 계 146

521140-08
방사성폐기물처리시

설운

고화체 침출수
pH, 도도 1 pH-meter

γ-핵종 1 Gamma. Spec

장폐액

Gross-α 16 GPC

 γ-핵종 16 Gamma. Spec

H-3 17 LSC

pH 16 pH-meter

유기폐액산화장치
세척폐액

γ-핵종 2 Gamma. Spec

Co-60, Cs-137 2 ICP-AES

EDTA 2
UV/VIS 
Spec.

pH 2 pH-meter

합 계 75

521150-08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운

오일, 산, Mg 
powder U 16 ICP-AES

방 가공유 U 2 ICP-MS

UO2(감손) U 함량 2 U-titration

산화처리우라늄
U 함량 1 U-titration

열분석 1 TGA

실험기기냉각수
Gross-α 2 GPC

γ-핵종 1 Gamma. Spec

합 계 25

522120-08 방사선안 리

Glass Fibre 
Filter

Gross-α 3 GPC

γ-핵종 3 Gamma. Spec

합 계 6

522130-08
원자력환경

안 연구부
콘크리트용해액외 Ca, Fe 59 ICP-AES

522220-08 하나로운 부 하나로- 수 Cl 7 Ion Ch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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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번호 과제명

H-3 11 LSC

시료명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522220-08 하나로운 부

FTL스트 이 내
부이물질 성분분석 4 EPMA

하나로

(1차냉각수) 외

Gross-α,β 23 GPC

γ-핵종 23 Gamma. Spec

H-3 20 LSC

Ca,Mg 20 ICP-AES

Na 20 AAS

F,Cl,SO4 23 Ion Chro.

pH, 도도 1 pH-meter

탁도 23
UV/VIS 
Spec.

하나로(Sump)

Gross-α,β 4 GPC

γ-핵종 4 Gamma. Spec

H-3 5 LSC

하나로- 열 세
척시료

Gross-α,β 3 GPC

γ-핵종 3 Gamma. Spec

EDTA 1
UV/VIS 
Spec.

하나로-순수,하나
로-2차냉각수

(V129), 
하나로-사용후핵
연료 장조

(V111)

F, Cl 3 Ion Chro.

탁도 3
UV/VIS 
Spec.

합 계 201

522230-08 하나로운 부 하나로빗물시료 pH 1 pH-meter

522240-08

하나로 운 부 RIPF 
 방사성의약품 
시설운

하나로-08-1

(1차 냉각수)

Ca,Mg 1 ICP-AES

Na 1 AAS

F,Cl,SO4 1 Ion Chro.

Gross-α,β 1 GPC

γ-핵종 1 Gamma. Spec

H-3 1 LSC

탁도 1 탁도

방사성액체폐기물
Gross-α,β 17 GPC

γ-핵종 17 Gamma. 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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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번호
과제명

H-3 17 LSC

pH 17 pH-meter

시료명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522240-08 하나로 운 부 RIPF 
 방사성의약품 
시설운

하나로-사용후핵
연료 장조

(V111)

Gross-α,β 1 GPC

γ-핵종 1 Gamma. Spec

F,Cl 1 Ion Chro.

pH, 도도 1 pH-meter

합 계 79

522250-08 성자 과학 연구부

He gas He등 4 Gas Chro.

DyMnO3 γ-핵종 1 Gamma. Spec

합 계 5

523150-08
핵주기

공정기술개발부

용액
Co,Sr 3 ICP-AES

Cs 3 AAS

합 계 6

523170-08 원자력재료연구부
Ni-Y2O3복합분말

Ni,Y,Fe 22 ICP-AES

O 22 O-analyzer

합 계 44

527300-08 양자 학기술개발부

이터 (Yb)

추출용액
Yb 7 ICP-MS

탈륨(Tl)추출용액
Tl,Ti,Al,Si,Ag,

B등 100 ICP-AES

합 계 107

528120-08 방사선조사시설운
Co-60선원 장수

γ-핵종 6 Gamma. Spec

Ca,Co 6 ICP-AES

Na 6 AAS

F,Cl 6 Ion Chro.

pH, 도도 6 pH-meter

합 계 30

529170-08
재순환핵연료

기술개발

납

Pb,Ag,Cu,As등 4 ICP-AES

C 2 C-analyzer

H 2 H-analyzer

합 계 8

53113-07
재순환핵연료

기술개발

U-Zr 
Alloy(chip)

U,Zr 4 ICP-AES

C 4 C,S-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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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4
O, 

N-analyzer

Si 4 비색법

합 계 16

계정번호 과제명 시료명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53113-08
재순환핵연료

기술개발

U-Zr Alloy
U,Zr 15 ICP-AES

U 함량 15 U-Titration

i4Ce/i6Ce

Ni,Fe 6 ICP-AES

U 함량 6 U-Titration

C 6 C,S-analyzer

O,N 6
O, 

N-analyzer

H 6 H-analyzer

Si비색 6 비색법

합 계 66

53114-08 고속로기술개발부

Na-CO2화학반응고체생성물 5
Acid-base 
titration

SEM 5 EPMA

성분분석 5 XRD

합 계 15

53124-08 입자연료개발부

1,2,3 NO3 3 Ion Chro.

Depleted-U 성분분석 3 XRD

U용액 U 함량 1 U-Titration

합 계 7

53133-07 원자력재료연구센터 수입 316L N 1 O,N-analyzer

53177-07
핵주기

공정기술개발부
LiCl내 속 Ce,Ti 14 ICP-AES

53182-07
핵주기

공정기술개발부

LiCl-KCl 용액
Li. Sr 등 101 ICP-AES

Cs 101 AAS

제거잔류물 성분분석 1 EPMA

합 계 203

53183-07

고온 용융염 
해환원장치의산화
항성 구조재료   
개발

I-080201-16외 Ni,Cr,Fe,Si,Al등 14 ICP-AES

53214-08
열수력안 연구부/노

심용융물

UO2수용액 U,Tc 3 ICP-AES

UO2/ZrO2 debris
U, Zr, Fe, Cr, 
Mg, Si 10 ICP-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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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 10 EPMA

성분분석 10 XRD

합 계 33

계정번호 과제명 시료명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53221-08
원자력재료

기술개발부

A~H 외 도도 28 pH-meter

Alloy 600
O 38

O, 
N-analyzer

H 38 H-analyzer

열 제염액

Gross-α 1 GPC

γ-핵종 1 Gamma. Spec

pH 1 pH-meter

합 계 107

53223-08 원자력재료연구부

Fe-5Cr,9Cr,

12Cr,15Cr

Fe,Cr 4 ICP-AES

C 4 C,S-analyzer

O,N 4 O,N-analyzer

합 계 12

53262-08
원자력환경

안 연구부
액체폐기물 γ-핵종 1 Gamma. Spec

53263-08 원자력환경연구부
Ca 용액

K, Ca, Mg 43 ICP-AES

La 42 AAS

합 계 85

53311-07

고온용융염 해환원
시스템개발

ECC-080103-01
,02,03 Ni,Cr,Al,Ti등 3 ICP-AES

53311-08

Y-1-R(S),Y-2-
R(S)외

ER,Sm,Sc,,Nd등 107 ICP-AES

Fe,Cr,Ni,Mg,Li 6 AAS

성분분석 7 XRD

pH 1 pH-meter

O 4
O, 

N-analyzer

U 함량 2 U-Titration

SEM 10 EPMA

합 계 140

53312-07

H-T 해정련시스템

시료 내 양이온 
분석 외

U,Fe,Ni,Y,Ce등 24 ICP-AES

Li,K 24 AAS

53312-08 시료내양이온분석

LiCl,KCl,CeCl3
등 23 ICP-AES

Li,K 3 AAS



- 74 -

개발

과제명

Du-X합
U, Ce, Mo등 18 ICP-AES

U 함량 18 U-Titration

합 계 110

계정번호 시료명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53313-07

H-T 해정련시스템
개발

카드뮴 
증류잔류물 성분분석 3 XRD

53313-08

카드뮴 
증류잔류물

U, Ce 83 ICP-AES

Li,K 43 AAS

성분분석 5 XRD

핵주기

공정기술개발부

우라늄용융염시료 U,Gd,La,Ce등 69 ICP-AES

합 계 203

53314-07
선진핵연료주기공정

개발그룹

LiCl+KCl수용액 Y,Ce,La등 15 ICP-AES

염소가스 흡수액, 
LiCl-H3BO3-

Al2O3-SiO2의 
반응물 외

Cl 25 Ion Chro.

Al,Si,B 16 ICP-AES

Li 16 AAS

합 계 72

53314-08
염폐기물재생/고화시
스템개발,핵주기공정

기술개발부

LiCl-H3BO3-

Al2O3-SiO2의 
반응물 외

Sr,Al,Si,B 등 207 ICP-AES

Cs,Li 190 AAS

Cl 88 Ion Chro.

성분분석 22 XRD

합 계 507

53321-08

고 폐기물처분연
구부

확산시료 I 4 ICP-AES

구리시편 SEM 7 EPMA

합 계 11

53324-08 KENTEX 토 성분분석 1 EPMA

53325-08

요오드,염소
K,Mg,Fe,I 5 ICP-AES

Cl 5 Ion Chro.

Np-용액
Np-237 2 ICP-MS

106 LSC

환원생성물I 성분분석 2 XRD

합 계 120

53332-08
핵주기

개발 략연구부

텅스텐 wire 외

W 2 ICP-AES

성분분석 6 EPMA

C 2
C, 

S-analyzer

합 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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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3-07
핵주기시스템공학

기술개발부

WO3분말+Sic 
분말

SEM 4 EPMA

열분석 4 TGA

성분분석 4 XRD

합 계 12

계정번호 과제명 시료명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53344-07

악티나이드 해도
감화기술

침 여액
Re,Mo,Te 등 136 ICP-AES

Cs 136 AAS

합 계 272

53344-08

침 용액 외

Re,Te,Mo,Y 등 492 ICP-AES

Cs 235 AAS

성분분석 34 XRD

SEM 18 EPMA

열분석 1 TGA

성분분석 2 미경사진

Np-237 시료 Np-237 21 LSC

합 계 803

53351-08

재순환핵연료

기술개발

자기분리 
산화분말 Ni, Ti, Y 18 ICP-AES

핵연료원격제조기술
개발

건식재가공핵연료
분말 U, Pu 4 연소도

합 계 22

53352-07

경수로 사용후색연료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배기체 시료, Cl2 
반응물

성분분석 8 XRD

53352-08

성분분석 157 XRD

Cl2 반응물 Zr, Sn, Fe, Cr 6 ICP-AES

합 계

53361-08

제염해체기술연구개
발부

모의토양제염폐액 
외

Co,Si,Al,Fe등 8 ICP-AES

Cs,K 20 AAS

성분분석 13 XRD

pH 1 pH-meter

γ-핵종 5 Gamma. Spec

합 계 47

53363-07
고령토

SiO2,CaO,Al2O3 1 ICP-AES

성분분석 1 XRD

합 계 2

53363-08 sample1,2 열분석 2 T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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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0-08 원자로공학부 오일 UO2 2 ICP-AES

53412-08

계정번호

연구로공학부

과제명

냉각수(냉 성자
원시설계통)

시료명

Al,Fe,CA,Mg,S 1 ICP-AES

Cl,NO3,SO4,NH4 1 Ion Chro.

pH, 도도 1 pH-meter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53412-08 연구로공학부

냉각수(냉 성자
원시설계통)

HCO3, CO3 1 경도

암모니아 1 암모니아

합 계 5

53423-07

연구로공학부

FTL주냉가수계통
,시료채취계통

pH, 도도 10 pH-meter

Li 4 AAS

하이드라진 4

용존산소 10

γ-핵종 1 Gamma. Spec

Gross-α,β 1 GPC

H-3 1 LSC

Cl, F, SO4 14 Ion Chro.

합 계 45

53423-08

FTL 냉각수 Li 1 AAS

FTL-Sump

Gross-α,β 1 GPC

γ-핵종 1 Gamma. Spec

H-3 1 LSC

합 계 4

53433-08
염폐기물처리

기술개발

고화체 분말시료

Sr,Ca,B등 7 ICP-AES

Li,Cs,Na 7 AAS

Si 7 량법

Cl 7 Ion Chro.

합 계 28

53463-07 양자 학기술개발부
탈륨(Tl)추출용액

Tl,Ti,Al,Ca,Cu
등 5 ICP-AES

Tl-203,Tl-205 5 ICP-MS

합 계 10

53511-08
선진경수로연료개발

센터 UO2

Si,Mg,Mn,Ti등 1 ICP-AES

H 1 H-analyzer

C 1
C, 

S-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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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
O, 

N-analyzer

U 농축도 1 TIMS

합 계 5

53512-07
원자력융합기술개발

과제명

HANA Strip O 5
O, 

N-analyzer

Zr합 부식시험

시편
H 10 H-analyzer

계정번호 시료명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53512-08 원자력융합기술개발

Zr합 O 21
O, 

N-analyzer

수소장입피복 성분분석 8 XRD

합 계 44

53513-08
선진핵연료

기술개발부
비조사재 피복 H 20 H-analyzer

53515-08
선진핵연료

기술개발부

시험연료  He 
기체 분석 G.C 3 Gas Chro.

53532-07

방사선공업

환경연구부

PAN-0 외 8 성분분석 9 XRD

53532-08
Fe73.5Si13.5Nb3
B9Cu1 powder 

외
성분분석 13 XRD

53560-07

원자력재료기술개발

321WY,322WY 
외

C, S 37
C, 

S-analyzer

O, N 37
O, 

N-analyzer

53560-08
Y,Zr 등 32 ICP-AES

합 계 106

53583-08
원자력융합

기술개발부
Zr-based alloy H 1 H-analyzer

53613-07

원자력재료연구부

Fe-Ni 화합물 성분분석 7 XRD

Zr-4
B,Ni,Fe 1 ICP-AES

Li 1 AAS

53661-08

고체분말 성분분석 38 XRD

AOA 080716 외
Ni,Fe,Li,B 26 ICP-AES

Li 26 AAS

53663-08 속산화물 성분분석 5 XRD

53681-07
Cu, Y2O3 
powder 외

Cu,Fe,Y 43 ICP-AES

C 20
C, 

S-analyzer

54170-07
함석 빛 부식물

Fe, Cu 4 ICP-AES

성분분석 4 XRD

합 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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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0-07 방사선계측기랩
CdZnTe 
K3-1,K3-2 성분분석 2 EPMA

54320-08
원자력융합

기술개발부
K6-3,4,5 성분분석 3 EPMA

57152-08 성자 과학 연구부 He 기체분석 G.C 1 Gas Chro.

57153-08

계정번호

연구로공학부

과제명

FTL-시료채취, 
주냉각수

시료명

Al,Ca,Mg,Si등 10 ICP-AES

Li 26 AAS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57153-08 연구로공학부

Cl, F, SO4 12 Ion Chro.

pH 23 pH-meter

하이드라진 25

FTL-Sump, 
주냉각수

γ-핵종 7 Gamma. Spec

Gross-α,β 3 GPC

H-3 3 LSC

NH₄ 4 
UV/VIS 
Spec.

합 계 113

57155-08 성자 과학 연구부
건강기능성 식품

Ca,Fe,Zn,Se등 122 ICP-AES

Na,K 122 AAS

합 계 244

57161-08
원자력융합

기술개발부
K6-2, K6-7 외 성분분석 4 EPMA

663614-08 행정부 시설

소류지(물)하나로
2차냉각수용

Ca,Mg 1 ICP-AES

도도 1 pH-meter

합 계 2

71320-08
원자력융합

기술개발부
KA #1 외 성분분석 8 EPMA

71440-07 원자력재료연구부 MX-100 도도 1 pH-meter

71590-07 제염해체기술개발부 철제  슬 그 Co,Ce,Fe,Ni 25 ICP-AES

71620-08
고 폐기물처분연

구부 우라늄 KPA 56

72180-08 하나로운 부
P.E(폴리에틸 )

γ-핵종 10 Gamma. Spec

Gross-α,β 10 GPC

합 계 20

72360-08 열수력안 연구부 UO2, ZrO2 등

UO2, ZrO2 등 17 ICP-AES

SEM 17 EPMA

성분분석 10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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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N2, Ar, O2 GC 4 Gas Chro.

합 계 48

72470-06 동력로기술개발부

핵연료  
노심부품

U, Pu, Nd 등 5 ICP-AES

Cs 5 연소도

합 계 10

72560-08

계정번호

원자력재료연구부 붕산 석출물

시료명

B,S,Ni,Cr,Co,Fe 2 ICP-AES

Li

분석항목

2

건수

AAS

분석방법과제명

72560-08 원자력재료연구부

성분분석 2 XRD

S 2
C, 

S-analyzer

합 계 8

72940-07 열수력안 연구부

UO2수용액 U,Zr등 3 ICP-AES

H2, N2, Ar, O2 GC 4 Gas Chro.

합 계 7

72980-07 조사시험부 잡고체시료 UV 45
UV/VIS 
Spec.

73230-08
선진핵연료

기술개발부

U3Si
C 63

C, 
S-analyzer

O 63
O, 

N-analyzer

Al-Si합 분말,

고체 폐기물 
powder

Si, Al, Fe 2 ICP-AES

성분분석 3 XRD

1 Si 1 량법

하나로 핵연료용 
U3Si powder

Al, B 25 ICP-AES

Li 25 AAS

Si 25 량법

U-동 원소 27 TIMS

C 25
C, 

S-analyzer

H 25 H-analyzer

O,N 25
O, 

N-analyzer

U-7Mo-1Ti 
powder

U-Titration 1 U-Titration

Mo,Ti,Zr등 3 ICP-AES

C 2
C, 

S-analyzer

H 2 H-analyzer

O,N 3
O, 

N-analyzer

합 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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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70-08 연구로공학부
B Powder

B 1 ICP-AES

성분분석 1 XRD

합 계 2

76410-08
핵융합공학

기술개발부

베릴륨오염도측정
시료 Be 31 ICP-AES

76712-07 양자 학부 nano silver Ag 8 ICP-AES

77530-06 
77530-07

계정번호

첨단노심재료개발랩

과제명

Zr합

시료명

H 34 H-analyzer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77530-07 첨단노심재료개발랩
Zr합 O,N 80 O,N-analyzer

합 계 114

77810-08 행정부시설
순수

Cl, F 1 Ion Chro.

도도, pH 1 pH-meter

합 계 2

79006-08 원자력재료연구부
메탈칼슘 외

3 ICP-AES

성분분석 1 XRD

O 2
O, 

N-analyzer

합 계 6

79008-08 연구로공학부

LBE(44.5w/oPb
+55.5w/oBi) 외

Ag,Cd,Cr,Cu등 5 ICP-AES

Na 2 AAS

O 5
O, 

N-analyzer

Sb, Al, As, Pb 
등 2 ICP-MS

열분석 5 TG/DTA

합 계 19

79020-08 재염해체기술개발부
토양 U함량

U, Fe 5 ICP-AES

U 5 ICP-MS

합 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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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분석항목 분석방법 건수 % 비고

원자력 장기연
구개발과제 

(3955 건/ 
66%)

성분원소분석

ICP-AES 1744 44.1 

AAS 1003 25.4 

ICP-MS 7 0.2 

H-analyzer 76 1.9 

C,S-analyzer 74 1.9 

O,N-analyzer 121 3.1 

pH-meter 65 1.6 

UV/VIS Spec. 4 0.1 

Ion Chro. 155 3.9 

Si 량 7 0.2 

Gas Chro.  기타 73 1.8 

소계 3329 84.2 

핵종/

동 원소분석

TIMS/Qud. Ms/ICP 
MS 1 0.0 

U-Titration 42 1.1 

Gamma Spec 16 0.4 

Alph. Spec./PC 6 0.2 

LSC 132 3.3 

197 5.0 

고체분석

EPMA 71 1.8 

XPS/IR Ram. 0 0.0 

XRF 0 0.0 

XRD/열 분석 358 9.1 

EPR 0 0.0 

429 10.8 

기 고유사업

(1545 건/ 
26%)

과제구분

성분원소분석

ICP-AES 366 23.7 

AAS 71 4.6 

ICP-MS 16 1.0 

H-analyzer 82 5.3 

C, S-analyzer 94 6.1 

O, N-analyzer 200 12.9 

pH-meter 93 6.0 

UV/VIS Spec. 87 5.6 

Ion Chro. 86 5.6 

Si 량 26 1.7 

Gas Chro.  기타 31 2.0 

소계 1152 74.6 

핵종/
TIMS/Qud Ms/ICP 

MS 27 1.7 

 Appendix 6.   2008年 사업/분석방법별 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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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원소분석

분석항목

U-Titration 7 0.5 

분석방법 건수 % 비고

기 고유사업

(1545 건/ 
26%)

핵종/

동 원소분석

Gamma Spec 137 8.9 

Alph. Spec./PC 92 6.0 

LSC 71 4.6 

소계 334 21.6 

고체분석

EPMA 36 2.3 

XPS/IR Ram. 0 0.0 

XRF 0 0.0 

XRD/열 분석 23 1.5 

EPR 0 0.0 

소계 59 3.8 

외부의뢰

(501건/ 8%) 

성분원소분석

ICP-AES 98 19.6 

AAS 27 5.4 

H-analyzer 71 14.2 

C,S-analyzer 51 10.2 

O,N-analyzer 56 11.2 

pH-meter 21 4.2 

UV/VIS Spec. 4 0.8 

Ion Chro. 16 3.2 

Gas Chro.  기타 9 1.8 

소계 353 70.5 

핵종/

동 원소분석

TIMS/Qud. Ms/ICP 
MS 66 13.2 

SIMS 0 0.0 

U-Titration 23 4.6 

Gamma Spec 6 1.2 

Alph. Spec./PC 5 1.0 

LSC 5 1.0 

소계 105 21.0 

고체분석

EPMA 16 3.2 

XPS/IR Ram. 0 0.0 

XRF 0 0.0 

XRD/열 분석 27 5.4 

EPR 0 0.0 

소계 43 8.6 

총 계 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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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종류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우라늄 정 3 정

IMEF Pool Water
성분분석, pH, 기 도도, 
탁도, Cl, γ-핵종, Gross-α,β 70

AAS, pH-meter, UV/VIS 
Spec. Ion Chro. Gamma. Spec, 

GPC

Pool Water
성분분석, γ-핵종, PH, 도도, 
Cl, 알칼리도, 경도 130

Gamma. Spec, pH-meter, Ion 
Chro. ICP-AES

핫셀 폐액 pH, 도도, γ-핵종 2 Gamma. Spec, pH-meter

고화체 침출수 pH, 도도, γ-핵종 2 Gamma. Spec, pH-meter

장폐액 γ-핵종, Gross-α,β, H-3, pH 65
Gamma. Spec, pH-meter, 

GPC, LSC

유기폐액산화장치세
척폐액

성분분석, γ-핵종, EDTA, 
pH 8 

Gamma. Spec, ICP-AES, 
UV/VIS Spec. pH-meter

오일, 산, Mg 
powder U 16 ICP-AES

방 가공유 U 2 ICP-MS

UO2(감손) U 함량 2 U-titration

산화처리우라늄 U 함량, 열분석 2 U-titration, TGA

실험기기냉각수 Gross-α , γ-핵종 3 GPC, Gamma. Spec

Glass Fibre Filter Gross-α , γ-핵종 6 GPC, Gamma. Spec

하나로- 수 Cl, H-3 16 Ion Chro. LSC

FTL스트 이 내부
이물질 성분분석 4 EPMA

하나로

(1차냉각수) 외

성분분석, Gross-α,β, γ-핵종, 
H-3, F,Cl,SO4, pH, 도도, 
탁도

154 
GPC, Gamma. Spec, LSC, 
ICP-AES, AAS, Ion Chro. 
pH-meter, UV/VIS Spec.

하나로(Sump) Gross-α,β, γ-핵종, H-3 13 GPC, Gamma. Spec, LSC

하나로- 열 세척
시료 Gross-α,β, γ-핵종, EDTA 7 

GPC, Gamma. Spec, UV/VIS 
Spec.

하나로빗물시료 pH 1 pH-meter

방사성액체폐기물 Gross-α,β, γ-핵종, H-3, pH 56 
GPC, Gamma. Spec, LSC, 

pH-meter

하나로-사용후핵연
료 장조(V111)

Gross-α,β, γ-핵종, H-3, 
F,Cl, pH, 도도 4 

GPC, Gamma. Spec, LSC, Ion 
Chro. pH-meter

DyMnO3 γ-핵종 1 Gamma. Spec

Co-60선원 장수
성분분석, γ-핵종, F,Cl, pH, 
도도 30 

Gamma. Spec, ICP-AES, 
AAS, 

 Ion Chro.pH-meter

U-Zr Alloy(chip) 성분분석, C,O,N, Si, U함량 46 
ICP-AES, C,S-analyzer, O, 

N-analyzer, 비색법, 
U-Titration

i4Ce/i6Ce 성분분석, U 함량, C, O, N, 36 ICP-AES, 비색법, 

 Appendix 7-1.  시료종류별 분석지원 실 (방사성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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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
U-Titration,C,S-analyzer, 

O, N-analyzer, H-analyzer, 

시료종류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Depleted-U 성분분석 3 XRD

UO2수용액 U,Tc 3 ICP-AES

열 제염액 Gross-α, γ-핵종, pH 3 GPC, Gamma. Spec, pH-meter

액체폐기물 γ-핵종 1 Gamma. Spec

Du-X합 성분분석, U 함량 36 ICP-AES, U-Titration

우라늄용융염시료 U,Gd,La,Ce등 55 ICP-AES

Np-용액 Np-237 64 ICP-MS, LSC

모의토양제염폐액 
외 γ-핵종 5 Gamma. Spec

오일 UO2 2 ICP-AES

FTL주냉가수계통,
시료채취계통

성분분석, pH, 도도, H-3, 
하이드라진, 용존산소, γ-핵종, 
Gross-α,β, Cl,F,SO4

45 
pH-meter, AAS, Gamma. 
Spec, GPC, LSC, Ion Chro.

FTL 냉각수 Li 1 AAS

UO2 성분분석, H, C,N, U농축도 5 
H-analyzer,C,S-analyzer, 
ICP-AES, O,N-analyzer, 

TIMS

HANA Strip O 5 O, N-analyzer

FTL-시료채취, 
주냉각수

성분분석, Cl, F, SO4, pH, 
하이드라진 96

ICP-AES, AAS, Ion Chro. 
pH-meter

FTL-Sump, 
주냉각수

γ-핵종, Gross-α,β, 
H-3,NH₄ 18

Gamma.Spec, GPC, LSC, 
UV/VIS Spec.

P.e(폴리에틸 ) γ-핵종, Gross-α,β 20 Gamma.Spec, GPC

UO2, ZrO2 등 성분분석, SEM 54 ICP-AES, EPMA, XRD

핵연료  노심부품 성분분석 10 ICP-AES, 연소도

UO2수용액 U,ZR등 3 ICP-AES

잡고체시료 UV 45 UV/VIS Spec.

U3Si C, O 118 C, S-analyzer, O, N-analyzer

Al-Si합 분말,고체 
폐기물 powder 성분분석, Si 5 ICP-AES, XRD

1 Si 1 량법

하나로 핵연료용 
U3Si powder

성분분석, Si, 
U-동 원소,C,H,O,N 162 

ICP-AES,AAS, 량법,TIMS,C, 
S-analyzer,H-analyzer,O, 

N-analyzer

U-7Mo-1Ti 
powder

성분분석, 
U-Titration,C,H,O,N 11 

U-Titration, C,S-analyzer,

ICP-AES,

H-analyzer, O,N-analyzer

토양 U함량 성분분석 10  ICP-AES,  ICP-MS

우라늄 KPA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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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종류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철재시료 성분분석 5 ICP-AES

MX-100 Cl 1 Ion Chro.

P14-P17연료 
핵분열기체 Kr, Xe 분석 3 QMS

핵연료 피복 H 19 H-analyzer

연료핵분열기체 Kr.Xe,O2 6 QMS

HA03-C03,HA03-A
14 연소도 3

사용후핵연료Replica
시편,크러드시편 EDS 분석 7 EPMA

콘크리트용해액외 성분분석 43 ICP-AES

He gas He등 3 Gas Chro.

용액 성분분석 6 ICP-AES, AAS

Ni-Y2O3복합분말 성분분석, O 44 ICP-AES, O-analyzer

이터 (Yb)추출용액 Yb 7 ICP-MS

탈륨(Tl)추출용액 성분분석 100 ICP-AES

납 성분분석 4 ICP-AES

1,2,3 NO3 3 Ion Chro.

수입 316L N 1 O,N-analyzer

LiCl내 속 성분분석 14 ICP-AES

LiCl-KCl 용액 성분분석 202 ICP-AES, AAS

제거잔류물 EDS 분석 1 EPMA

I-080201-16외 성분분석 14 ICP-AES

A~H 외 도도 28 pH-meter

Alloy 600 O, H 76 O, N-analyzer, H-analyzer

Fe-5Cr,9Cr,12Cr,

15Cr
성분분석, C,O,N 12

ICP-AES, C,S-analyzer, 
O,N-analyzer

Ca 용액 성분분석 85 ICP-AES, AAS

ECC-080103-01,02,
03 성분분석 3 ICP-AES

Y-1-R(S),Y-2-R(S)
외 성분분석, SEM, 조성분석 111 ICP-AES, AAS, XRD, EPMA

시료내양이온분석 외 성분분석 74 ICP-AES, AAS

카드늄 증류잔류물 조성분석 134 XRD

LiCl+KCl수용액 성분분석 15 ICP-AES

염소가스 흡수액, 
LiCl-H3BO3-Al2O3-

SiO2의 반응물 외

성분분석 57 Ion Chro. ICP-AES, AAS

LiCl-H3BO3-Al2O3-

SiO2의 반응물 외
성분분석, Cl 507

ICP-AES, AAS, XRD, Ion 
Chro.

 Appendix 7-2.  시료종류별 분석지원 실 (일반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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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시료 I 4 ICP-AES

구리시편 SEM 7 EPMA

시료종류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KENTEX 토 EDS 분석 1 EPMA

요오드,염소 성분분석, Cl 10 ICP-AES, Ion Chro.

환원생성물I 조성분석 2 XRD

텅스텐 wire 외 성분분석, C 10
ICP-AES, EPMA, C, 

S-analyzer

WO3분말+Sic분말
SEM사진, 열분석, 

성분분석 12 EPMA, TGA, XRD

침 용액 외
SEM사진, 열분석, 

성분분석 1054
ICP-AES, AAS, XRD, EPMA, 

TGA, 미경사진

배기체 시료 성분분석 162 XRD

모의토양제염폐액 외 성분분석, pH, 조성분석 38
ICP-AES, AAS, XRD, 

pH-meter

고령토 성분분석, 조성분석 2 ICP-AES, XRD

sample1,2 열분석 2 TGA

고화체 분말시료 성분분석, Cl, Si 28
ICP-AES,AAS, 량법, Ion 

Chro.

탈륨(Tl)추출용액 성분분석 10 ICP-AES, ICP-MS

Zr합 O 21 O, N-analyzer

수소장입피복 조성분석 8 XRD

비조사재 피복 H 20 H-analyzer

시험연료  He 기체 
분석 G.C 3 Gas Chro.

PAN-0 외 8 조성분석 9 XRD

Fe73.5Si13.5Nb3B9
Cu1 powder 외 조성분석 13 XRD

321WY,322WY 외 성분분석, C, S, O, N 106
C, S-analyzer, O, N-analyzer, 

ICP-AES

Zr-based alloy H 1 H-analyzer

Fe-Ni 화합물 조성분석 7 XRD

Zr-4 성분분석 2 ICP-AES, AAS

고체분말 조성분석 38 XRD

속산화물 조성분석 5 XRD

CdZnTe K3-1,K3-2 EDS 분석 2 EPMA

K6-3,4,5 EDS 분석 3 EPMA

He 기체분석 G.C 1 Gas Chro.

AOA 080716 외 성분분석 45 ICP-AES, AAS

Cu, Y2O3 powder 외 성분분석, C 63 ICP-AES, C, S-analyzer

함석 빛 부식물 성분분석, 조성분석 8 ICP-AES, XRD

건강기능성 식품 성분분석 244 ICP-AES, 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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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2, K6-7 외 성분분석 4 EPMA

소류지(물)하나로2차
냉각수용 성분분석, 도도 2 ICP-AES, pH-meter

KA #1 외 성분분석 8 EPMA

시료종류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MX-100 도도 1 pH-meter

철제  슬 그 Co,Ce, Fe,Ni 25 ICP-AES

H2, N2, Ar, O2 GC 4 Gas Chro.

붕산석출물 성분분석, S, 조성분석 8
ICP-AES, AAS, XRD, C, 

S-analyzer

H2, N2, Ar, O2 GC 4 Gas Chro.

B Powder 성분분석, 조성분석 2 ICP-AES, XRD

베릴륨오염도측정시료 성분분석 31 ICP-AES

nano silver 성분분석 8 ICP-AES

Zr합 H, O,N 124 H-analyzer, O, N-analyzer

메탈칼슘 외 성분분석, O, 조성분석 6 ICP-AES, XRD, O, N-analyzer

LBE(44.5w/oPb+55.
5w/oBi) 외 성분분석, O, 열분석 19

ICP-AES, AAS, O, N-analyzer, 
ICP-MS, TG/DTA

Cl2반응물 조성분석 3 XRD

Na-CO2화학반응고체
생성물 조성분석, 성분분석 5

XRD, EPMA, SEM, 

Acid-base titration

자기분리 산화분말 Ni, Ti, Y 6 ICP-AES

Salt-U-2008 U, Ce 14 ICP-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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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방법 원자력 장기과제 기 고유사업 외부 합계

1 ICP-AES 1661 345 121 2127

2 AAS 992 68 34 1094

3 량법 7 24 4 35

4 TIMS 1 25 77 103

5 Quadr. Mass 0 0 0 0

6 ICP-MS 7 16 40 63

7 SIMS 0 0 0 0

8 EPMA 30 36 16 82

9 XPS 0 0 0 0

10 XRF 0 0 0 0

11 XRD 340 17 27 384

12 IR. Raman 0 0 0 0

13 EPR 0 0 0 0

14 H-Analyzer 66 78 69 213

15 C,S-Analyzer 74 166 65 305

16 O,N-Analyzer 117 114 52 283

17 TOC/TIC 0 0 2 2

18 U-Titation 39 4 28 71

19 LSC 66 64 5 135

20 UV/VIS Spec. 4 38 3 45

21 pH-meter 63 88 21 172

22 Ion Chro. 154 79 23 256

23 열 분석(TGA) 7 6 0 13

24 Gamma Spec. 15 132 6 153

25 α,β-Counting 5 87 5 97

26 Gas Chro./기타 55 94 9 158

합 계 3703 1481 607 5791

 Appendix 8.   2008年 분석방법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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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 시료명 분석항목 건수 분석방법

가도상사 HF 50% 원소분석 1 ICP-AES, ICP-MS

거산㈜ 물 원소분석 4 도도,ICP-AES,AAS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 소
슬러지 원소분석  C,S 5

ICP-AES, AAS, 

C,S-Analyzer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 소

원자로 냉각재 B-10동 원소 3 ICP-MS

슬러지
성분분석  
물질구조분석 3

ICP-AES, AAS, 

C,S-Analyzer, 

Ion Chro, EPMA

그린피아기술㈜
Source Pool 
Water, 건 γ-핵종 4 Gamma. Spec.

다익테크 나침반 H-3 5 LSC

동도바잘트

산업㈜

용융 무암

(cast-basalt)
원소분석 1 ICP-AES

비츠로테크
슬러지

원소분석  C, 
Gross-β, 

γ-핵종

2
ICP-AES, XRD, C, 
Gamma. Spec. GPC

세정폐액 γ-핵종, 원소분석 3
 ICP-AES, Gamma. 

Spec. GPC

액트㈜
이온교환수지 분진

(필터포집)
원소분석 15 ICP-AES, ICP-MS

원자력본부 

제1발 소

원자로 냉각재 B-10동 원소 4 ICP-MS

슬러지
성분분석  
물질구조분석 6

ICP-AES,AAS, 
C-Analyzer, 

S-Analyzer,  Ion 
Chro,EPMA

원자력본부

제2발 소

원자로 냉각재 B-10동 원소 2 ICP-MS

슬러지,세정폐액
성분분석  
물질구조분석 5

ICP-AES,AAS,

C, S-Analyzer, 
microscope, UV

원자력본부

제3발 소

원자로 냉각재 B-10동 원소 3 ICP-MS

슬러지 외 3건
성분분석  
물질구조분석 9

ICP-AES,AAS,C, 
S-Analyzer,  EPMA, 

XRD

FW쪽 flow cell 유분함량 2 TOC

울진원자력본부

제1발 소

원자로 냉각재 B-10동 원소 2 ICP-MS

슬러지
성분분석  
물질구조분석 3

ICP-AES,AAS,C, 
S-Analyzer, XRD

울진원자력본부

제2발 소

원자로 냉각재 B-10동 원소 1 ICP-MS

슬러지 원소분석  C,S 2
ICP-AES,AAS, C, 
S-Analyzer

 Appendix 9. 2008년 외부기  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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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자력본부

제3발 소

RCS, RWT B-10동 원소 4 ICP-MS

울진6호기증기발생
기2차측취출수 원소분석  S 2 ICP-AES,S

원자력발

기술원
붕산건조분말

성분분석  
물질구조분석 1 ICP-AES,AAS,XRD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 소

수공 기 시료
성분분석  
물질구조분석 1

ICP-AES,C-Analyzer,O
-Analyzer, XRD

LISS Gd동 원소 3 TIMS

월성원자력본부  
   제2발 소 LISS Gd동 원소 2 TIMS

㈜진 정기 METHACLEAN Cl 1 Ion Chro

㈜시온텍 지하수 U 7 ICP-MS

㈜씨에스자원

개발

암석덩어리(Mo) 외 
2건 원소분석 3 ICP-AES

㈜엔텀 ITM 시료 γ-핵종 1 Gamma. Spec.

㈜유니드 수산화칼륨 외 1건 γ-핵종 2 Gamma. Spec.

㈜유이엔지 실린더세척용액
성분분석  
물질구조분석 17 ICP-AES,pH,XRD

㈜해외검정공사
오산화바나듐 외 

3건 성분분석등,S,Si 4
ICP-AES,AAS,Si 량,S-

Analyze,XRD

충북 학교 YBa2Cu3O7 물질구조분석 2 EPMA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Al 6XXX 외 3건 H 35 H-Analyzer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1)PAC17%, 
2)PAC11% 원소분석 2 ICP-AES

한국수력원자력 4호기 RCS B-10,B-11 1 ICP-MS

한국원자력

의학원

64Cu solution 원소분석 2 ICP-AES

64Ni(농축도25%),68
Ga qenerator 원소분석 5 ICP-AES

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 국가검사시료 U함량, U동 원소 23 U-Titration, TIMS

한양 학교 용액 원소분석 1 ICP-AES

한 원자력연료
㈜

지르코늄 합 H,N,O 29
N, O-Analyzer, 
H-Analyzer

Gd Pellet 원소분석, U동 원소 30
U-Titration, TIMS, 
ICP-AES, Si비색

UO₂Pellet & 
Powder 원소분석, U동 원소 41 ICP-AES, TIMS

LG MMA 원소분석, Cl,F,SO4 8 ICP-AES, Ion Chro

Luxon global 우라늄시료 U 3 ICP-AES

합 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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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Main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maintain chemical hot cell   

facility and essential chemical analysis instruments of Nuclear  

Chemistry Research Division(NCRD) in KAERI and is to support other nuclear R & D 

groups and nuclear industries providing precise data from the samples and specimens 

with these facility and instruments. The main items of chemical analysis were the 

determination of burn-up and fission gas of PWR high burn up UO2 fuels and 

hydrogen in cladding material. Other Chemical analyses (element analysis by using 

ICP-AES, AA and EPMA; radio nuclide analysis by αβγ-spectrometer; isotope analysis 

by TI-MS, ICP-MS and Quadrupole MS; surface analysis by XRD, SEM; H,C,O 

analysis etc.) were carried out through this project from January 1st to December 31th 

of 2007 for the 7,263 casees from the nuclear R & D projects, from the facilities of 

nuclear fuel cycle examination and from the domestic nuclear industri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KEPCO), fuel producing company(KNFC).

 Experimen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hemical analysis methods,  A gas 

chromatography analysis method was established for a slightly negative pressure 

fission gas sample and thus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and reviewed with those 

obtained by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which already had been developed for the 

routine gas analysis support of the same sample. With using a packed molecular 

column and optimum temperature condition of oven, the fission gas compositions, 

nitrogen, krypton and xenon, could be separated clearly within 7 minut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same fission gas samples, gas chromatograph and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the krypton analysis results of fission gases by the 

former was 2.65 % higher than those by the later. However analysis results of xenon 

by both methods were agreed well within 1 decimal point.Simultaneous multi-sample 

treatment system was developed to promote efficiency of chemical analysis methods and the 

burnup measurement in irradiated fuel rods.

  Subject Keywords   Chemical analysis, Nuclear industry, Fission ga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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