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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즉발감마선 성자 유도 방사화 분석과 화학통계법의 조합에 의한 

   불량포탄 별 기 연구

 

II.  연구개발 의  목   필요성

군부 에서는 포탄 등 화학무기들의 노후화에 따라 제 로 작동되어서 재사용

이 가능한지 아니면 오작동으로 폐기처분해야 하는지를 별하는 것이 국가안 뿐 아

니라 병사들의 안 과 련하여 매우 요하다. 

재 미국으로부터 군사작 권 이양, 미군 철수등에 따라 그들이 사용하던 재래

식, 노후한 포탄  탄약들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하고, 불량포탄 별  폐기처분등의 

일도 우리 측으로 넘어온 상태이다. 따라서 군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불량품 

폐기처분과 련하여 신뢰성 있는 별방법에 한 수요가 있고, 과학 이고 체계 이

며 효과 인 별기술이 실히 필요하다. 

유도  로켓탄약에 한 신뢰성 평가는 실사격에 따른 민간인 통제, 탄약의 고

비용성등의 문제로 과학  신뢰성 평가기술을 목할 필요성이 있으며 탄약 신뢰성 평

가기술 개발은 시의 국가안  보장문제와 평시의 국방비 감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재 사용되고 있는 불량포탄 별방법에, 우리가 계획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포탄 내·외부의 성분원소들을 비 괴 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도입해 상호 보완함으로

써 별능력과 그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다. 

III.  연구개발 수 행 내 용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오랜 세월 보 에 의한 소량의 수분등의 유입에 따른 포탄 성능 

하 는 상쇄의 요인들을, 성자이용 비 괴방법을 통한 성분원소분석법으로 구별

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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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폭발물로부터 10% 수분 첨가에 의한 불량폭발물들의 분류정도를 컴퓨터 

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 으며  상황에서는 PGNAA방법을 이용하여 수분의 유

입에 따른 불량품 별에는 어려움이 상되나, 포탄 내부의 폭발물 충진제 종류 확인

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노하우  기본 실험등을 이용하여, 시료의 처리가 

필요 없는 성자 이용 비 괴 분석법으로, 성분원소 분석과 상기술의 장 을 살리

면서, 분석결과 감마스펙트럼들의 복잡성과 낮은 감도를 해결하기 해서 화학통계법

을 이용한 별 로그램을 좀 더 구체 으로 수정하면 장기간의 보유에 따른 불량포

탄을 장에서 실시간 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V.  연구개발 결 과 의  활용 실   계 획     

 과제의 국방 련 국가연구개발 반 을 해, ‘ 음 공명분 /즉발감마선 

복합비  화약성능검증 기술’이라는 타이틀로 국방기술품질원이 공모한 국방 핵심기

술 소요제기서를 제출하여, 그 결과로써 국방기획서에 반 되어 핵심기술계획서에 실

려져 있는 상태이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즉발감마선 성자 유도 방사화 분석과 통계법을 이용한 

불량포탄 별 가능성 확인 결과에 바탕을 두어 다음과 같은 여러 기능들이 조합된 불

량포탄 별 소형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O 성자를 이용한 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법: 포탄 내·외부의 불순물  구성 

성분원소들을 비 괴 으로 분석

O 성자 상측정기술: 포탄내부의 성분원소들의 충진정도등을 상으로 확인

O 음  공명분  진동기술: 포탄 내·외부의 균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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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We are interested in evaluating detection capability of defective ammunition 

in store for years even decades by using prompt gamma-ra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PGNAA) method. The PGNAA method can be used for multielemental 

analysis of ammunition to check the inner elemental composition changes. At first, 

in this study, instead of the real experimental gamma spectrum data from PGNAA, 

the gamma spectrum data from MCNP transport code simulation were obtained to 

observe discriminant classes for defective ammunition by adding 10% moisture. For 

this, the collected MCNP data were applied to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for the effective pattern recognition.  

In addition to the PGNAA method and chemometric treatment of the 

obtained data, if imaging and resonant ultrasonic spectroscopy techniques were 

combined to find fine cracks and fuse or other physical deformations and changes 

of the ammunition, it could provide effective results for an in-situ and on-line 

practical screening of defective ammunition in a shor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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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과제의 개요

국가 략  차원에서 군부 에서는 포탄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나 장기간 보유에 따

른 노후화 때문에 제 로 작동되어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오작동 가능성 때문에 폐기처분

해야 하는지를 별하는 것이 국가안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안 과 련하여 매우 요하다. 

그리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쟁 비탄약 (WRSA; War Reserve Stock for Allies)들이 한국

군에 이양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이들 WRSA들 한 오래 에 제조되어서 실  사용시 성

능 발휘가 가능한지에 한 신뢰가 부족한 실정이다. 쟁 비탄약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

의하 기에 이 탄약들에 한 사용 가능성(serviceability), 안 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성능(performance)등을 과학 인 기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부분의 유도무기는 장거리 정  타격이 가능하며 목표물을 정확하고 정 하게 타격

하기 해서는 탐색장치, 조종· 성유도 장치, 화장치, 추진장치 등의 각종 구성요소들이 정

성 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한 유도무기는 값이 고가이고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신뢰성 검

증을 한 실 사격을 해서는 넓은 바다를 통제하여야 하는 이유로 실 사격을 통한 검증에는 

많은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테러 증가  불량·불발탄약에 한 폭발물 처리장 사용제한에 따른 폭발물처리

능력과 군에 보유한 재래식 탄약의 노후화로 인한 불량탄약 증가 추세는 물론, 탄약의 형화

와 고폭탄화 등으로 유도  로켓탄약에 한 처리 방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재, 육군 6만9천톤, 미군이양분까지 합해서 총 백만톤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30년이상 노

후화된것만해도 31만톤이고 이  40년이상도 9만 2천톤이나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군 력상 매우 요한 문제 의 하나인 포탄 선별업무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해서 성자를 이용한 즉발감마 측정기술 (즉발감마선 성자 유도 방사화 분석, 

PGNAA; Prompt Gamma-ray Neutron Activation analysis)을 활용함으로써 불량포탄을 식별

할 수 있는지에 한 타당성 연구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탄약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은 

시의 국가안  보장문제와 평시의 국방비 감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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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재 국외에서 즉발감마선 성자 유도 방사화 분석 (PGNAA; Prompt Gamma-ray 

Neutron Activation Analysis)을 이용한 비 괴 분석장치로, 그림 2-1에서 보여주는 PINS 

(Portable Isotopic Neutron Spectroscopy)와 그림 2-2에서 보여주는 Nigas (Neutron Induced 

Gamma Spectrometer)가 표 으로 상용화 되어 있다. 

         

그림 2-1. PINS 시스템 

 

 

그림 2-2. NIGAS 시스템

PGNAA를 이용한 비 괴 분석장치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상용화된  PINS 시스템은 방사

선을 항시 방출하며 일정한 반감기를 갖는 동 원소 Cf-252를 성자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늘 일정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고, 한 Cl, F, S, P과 같은 열 성자 cross section이 

큰 원소들의 신호만 감지하기 때문에 이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작용제의 경우는 그 감

도가 높지만, 유기폭발물류에 한 감도는 좋지 않다. 성자원을 Cf-252와 같은 동 원소가 

아닌 D-D 성자 발생기 (Deuterium-Deuterium neutron generator ; 수소- 수소 핵융합으



- 3 -

로 인한 성자와 He-3의 생성)로 체한 Bruker의 Nigas (Neutron Induced Gamma 

Spectrometer)가 역시 상용화 되어있으나, Nigas 데이터처리방법은 PINS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같기 때문에, 복잡한 감마 스펙트럼들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선진국들에서는 포탄의 성능측정, 폭발물 감지, 화학반응 탐지 기술 등 분야에서 새로

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불량포탄 별 기술  장치

를 개발하여 왔다. 재 국내외 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한 재래식 화학무기의 

불량품 별등과 같은 기술에 해서는 공개된 자료가 없으며, PINS와 NIGAS는 화학작용제

와 폭발물들을 별하는 용도로 구상되어 왔으나 불량포탄 별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시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입된 미량의 불순물들(수분등)에 의하여 포탄의 불량들을 별하려고 

하는  과제에서는 단순히 알려진 PINS와 NIGAS의 사용방법만을 이용하여 용하기에는 어

려움이 따른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내 화학방어연구소에서, PGNAA의 성분원소분석을 이용한 량

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비 괴검사의 타당성 검증을 해서 MCNP 

시뮬 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PGNAA의 성분분

석기술과 화학통계법등을 목한 첨단기술개발이나 모의시료 제조  실제 폭발물들을 

PGNAA방법을 이용하여 직 인 실험데이터를 확보하는 등의 기술수 은 보유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단된다. 국방과학연구소도 재 상용화된 EG&G ORTEC (지 은 Perkin Elmer사

에 흡수된 상태)의 PINS (Portable Isotopic Neutron Spectroscopy)를 이용한 지뢰탐사연구에 

한 타당성을 오랫동안 조사해오고 있는 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하나로 원자로내의 PGNAA 시스템을 이용한 통 도자기의 

요지별 분류에 한 연구를 수행했었고, 문화재 복원 련 연구지원도 수행 정에 있다.  그

룹들과 우리 그룹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PGNAA를 이용한 비 괴분석기술은 무한 상태이

다.

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노후포탄  불량포탄의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장탄약 

신뢰성평가 로그램 (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ASRP)에 근거하여, 불량포

탄 별을 한 게이지 (링 게이지, 약실 게이지, 신 공 게이지등), 시험기 (추진 장약통 공기

시험기, 지사항 시험기, 로켓탄 회로시험기등)를 이용한 물리  외형  별  이화학 시험 

(자외선 분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가스크로마토그래피)등을 이용한 비기능 검사 (육안 검사) 

 기능검사 (감도시험, 통시험, 폐용기/연소특성 시험)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샘 선택

을 통한 실제 발사시험과 X-ray 상을 이용한 신 의 손실이나 외부의 균열등을 검토하는 비

괴 방식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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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내용  결과

즉 발 감 마 측 정 시 스 템

불량포탄 별용 소형 즉발감마 시스템은 아래 그림 3-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가장 기

본 으로 열 성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성자 발생장치, 포탄등에서 발생하는 즉발감마선을 

측정하여 성분원소를 분석할 수 있는 감마 계측장치, 계측장비 주변 차폐장치, 생산되는 데이

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운  처리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림 3-1. 즉발감마선 성자 방사화 분석법(PGNAA) 시스템 

본 과제는 즉발감마선 성자 유도 방사화 분석(PGNAA)을 이용한 포탄의 성분원소 

분석과 화학통계법을 이용하여 비 괴 으로 불량포탄등을 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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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불량포탄의 원인분석

1.  불량포탄 별 련 정보  논문과 책자들 확보

략 아래와 같이, 다양한 심포지움들과 세미나들에 참석하고 련 기술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문가들로부터 정보들을 얻고자 노력하 다.  

   - 2008년 9월 26일 ( ), 서울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열렸던 ‘국방 장신뢰성평가 발 방안’세미나 참석 

   ; 장탄약신뢰성평가 (ASRP; 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와 련하여 장기간 장된 

탄약의 사용가능성과 안 성 그리고 신뢰성을 평가하며 탄약의 교체시기, 정비  폐기등과 련한 

로그램  국내 황 악  

   - 2008년 11월 20일 (목),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본 과제와 국방부 공동으로 탄약신뢰성평가 기술설명

회 개최

   ; 탄약 신뢰성 평가와 련하여 본 과제책임자인 임희정 외 3인이 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련기술을 소개 (국방부, 방 사업청, 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육군 탄약과, 한화, 풍산,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약 30명의 문가 참석) 

   - 2008년 12월 11일 (목), 역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본 과제와 국방부 공동으로 제 2차 탄약신뢰성

평가 기술설명회 개최 

   ; 탄약 신뢰성 평가와 련한 국내 문가가 매우 제한 이고 희소해서 제2차 모임이 제기됨. 각 기

에서 표로 련기술 설명  의견 교환 (1차 설명회 참석자와 해군 유도탄약과  공군 무장 자

과의 련 문가 추가 참석) 

   - 2009년 3월 26일 (목),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최된 ‘국방연구개발 성과발표 회’ 참석  

   ; 국방분야에서 개발된 산.학.연.군  기업들의 성과기술 발표와 시를 통하여 국방기술의 황과 앞

으로의 망을 읽을 수 있었음

   - 2009년 4월 23일 (목), 서울 공군회 에서 개최된 ‘제3회 국방 신뢰성 세미나’ 참석

   ; 국방 장비성능과 수명주기 비용결정의 핵심요소인 신뢰성 분야의 각계 문가들로부터 신뢰성 련 

기술  연구 결과에 한 발표를 들음.

   - 2009년 9월 16일 (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7회 지상무기학술 회’ 참석

   ; 산.학.연.군  기업들의 탄약분야 문가들로부터 실질 인 련 정보 습득  토의 

그리고 다음과 같은 련 논문  책자들을 확보함으로써 탄약과 련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 PGNAA, MCNP  통계와 련한 백편 이상의 논문  책자 보유

   - 탄약과 련하여, 국가 민감 사항  업체들간의 비  유지등의 이유로 그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련서 도 매우 제한 임

    ․육군종합군수학교 발행, 2008년  탄약구조학 (탄약구조, 과정) 책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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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 (Fuse)작약 (Explosive charge) 포탄 몸체 (Body)

    ․육군종합군수학교 발행, 2008년  험물 리론 (탄약검사 : 과정) 책자 확보    

    ․국방기술품질원 발행, ‘05 ASRP 결과 보고서, DTAQ-06-1213-T, 2006. 5. 확보 

    ․국방기술품질원 발행, 2007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제9권 신특수, 화생방 무기체계)확보 

    ․풍산, 한화등 포탄제조 업체들의 카다로그 확보

    ․탄약  기존 다른 곳에서 시행 인 불량포탄 별과 련된 기술의 발표 자료들 확보

2.  불량포탄 요인 조사  

탄약의 성능과 안 성은 주로 생산당시의 품질수 에 의해 확보 되며, 탄약 고유의 특성상 부

분 장고에서 장기간 보 될 수밖에 없으며, 장시간의 경과에 의해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

고 불발, 사거리 미달등의 탄약 악작용 발생 확률이 높다. 4계  변화가 뚜렷한 한반도와 같은 지역

에서 장기간 보 시, 온도  습도의 변화가 심 하여 탄체외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거나 

각종 착·연결 부분을 통하여 수분의 유입으로 추진기 내의 화약성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노후포탄의 불량원인으로는 신 의 불량뿐만 아니라, 미세한 균열이나 미 착 틈사이로

의 수분등의 유입과 부식등에 따른 성분원소 변화도 고려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분요소 변화

를 비 괴 으로 분석하기 해 성자를 이용한 즉발감마 측정기술등을 활용하면 화학물질 

성분의 변화를 화학통계법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변 가 일어난 부분의 식별이 가능하리라 여

겨진다.  

탄약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으나 략 아래 그림과 같이 표 될 수 있는데, 조사한 바에 의한 

포탄들의 주 불량요인으로는 아래와 같다.

     

     ․신   뇌 의 불량, 불완  결합  부식 - 육안으로 확인 가능    

    ․신 내 화제  지연제의 충진 도 등 결속력의 약화 - 상법등으로 확인

      가능 

    ․잔류안정제 (EC : Ethyl-Centralite, C17H20N2 사용) 함량이 0.3% 미만으로 하

      (보통 0.48 ~ 0.70% 함유는 양호한 편)

    ․장기 장에 의한 흡습 등으로 화약 펠렛이 불완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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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폭  [ 부화약, Lead Azid : Pb(N3)2]이 장기 장에 따른 화약의 력 하로 하부화

약 (RDX : hexahydro-1,3,5-trinitro-1,3,5-triazine, C3H6N6O6등)을 불완  기폭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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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MCNP를 이용한 즉발감마 스펙트럼 데이터 확보

  

그림 3-2. 탄약의 구성  재질의 

탄약의 구성은  그림 3-2와 같이 분류할 수도 있으며 향 후 PGNAA 성분원소 분석을 한 

성자원은 단지 추진체 부분에만 조사시키려고 한다. 한 탄약의 를 들어 구체 으로 각각의 사용재질

을 살펴보면 탄자로써는 Lead & Antimony Alloy, Copper, Steel Alloy, RDX, TNT이며, 추진제로써는 

Ammonium perchlorate (AP), Solvent, Nitro Glycerin, Nitro Cellouse, Lead, DPA, DNT, DBT이고, 뇌

으로써는 Lead Styphnate, Antimony Sulfide, Barium Nitrate가 사용되어진다. 

더 세부 으로, 고폭탄등의 구성  구조는 다음 페이지 그림 3-3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분리할 

수 있으며, 한 로 완성탄 장으로 량이 918 mm / 18.9 kg이며 비행체 장으로 량이 599 mm / 

16.0 kg로 충 물은 4.5 kg TNT / Comp.-B / 둔갑화약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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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고폭탄 구성  구조의 

비록 혼합조성  비율은 다양하고 복잡하나, 부분의 포탄들은 TNT (2,4,6-trinitrotoluene), RDX 

(hexahydro-1,3,5-trinitro-1,3,5-triazine), PETN (pentaerythritol tetranitrate) 과 HMX 

(1,3,5,7-tetranitro-1,3,5,7-tetrazacyclooctane)의 폭발물 성분에 가소제, 안정제, 왁스, 기름, 염료, 코

제, 섬유등 다수의 유기화합물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러한 폭발물들은 주로 PGNAA를 이용한 탄소

에 한 산소, 그리고 질소에 한 산소의 상 인 농도 측정으로 표 3-1에서 보여지 듯 정확히 측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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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omposition Weight(mg) C/H (%)* N/H (%)*

TP C6H15O4P 121.36 0.12 - 

ABA C7H7NO2 101.55 0.11 0.34 

Melamine C3H6N6 100.81 0.12 0.33 

NB C6H5NO2 107.88 0.12 0.34 

NP C6H5NO3 101.93 0.11 0.33 

A C3H6N3O6 99.79 0.13 0.35 

EGDN C2H4N2O6 100.01 0.13 0.35 

PETN C5H8N4O12 99.21 0.13 0.34 

*) Gamma energies of Carbon 1261.8 keV, nitrogen 1884.8 keV and hydrogen 2223.3 keV.

표 3-1. PGNAA를 이용한 모의폭발물들의 상 인 원소 비 측정 

앞 1 에서 기술된 불량포탄 요인에 한 설명에서 보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불량요

인은 육안이나 (X-ray, 혹은 neutron) 상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별 가능하나 나머지는 주로 

충진제, 안정제, 기폭   추진장약등을 구성하고 있는 화합물들의 변화에 의한 불량 요인이 

다수이다. 특히 충진제  추진장약등은 TNT (2,4,6-trinitrotoluenen, C7H5N3O6), RDX 

(hexahydro-1,3,5-trinitro-1,3,5-triazine, C3H6N6O6), Com B (RDX 63% + TNT 36% + Wax 

1%), Com C (RDX + plasticizer) 등 폭발물들의 조합이므로 우선 재 보유하고 있는 D-D 

(Deuteriu-Deuterium) 성자 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열 성자와 거의 같은 조건으로 그림 3-4

와 같이 입력화일을 작성하고 MCNP transport code simulation을 돌려서 표 3-2와 같이 정상 

폭발물 (시료 1-13; COMP C-4, TNT, PETN, HMX, RDX, Tetryl, Comp B, NT,

AN, NB, NG, TNB, EGDN)들의 감마 스펙트럼 데이터들을 얻었으며, 그 데이터들

을 이용해 그림 3-5와 같은 감마 스펙트럼들을 얻을 수 있었다. 



- 11 -

그림 3-4. 폭발물 Comp B의 MCNP transport code simulation을 한 input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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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MCNP를 이용한 정상 폭발물 데이터 결과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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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MCNP를 이용한 결과 감마스펙트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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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재래식 불량포탄 별용 컴퓨터 로그램 확보  불량포탄 별

가능성 확인

장시간 장에 따른 수분등 불량포탄을 야기시키는 물질의 첨가에 의한 포탄 내·외부 조성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 데이타를 화학통계에 근거하여 정상포탄의 데이타로부터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불

량품을 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장기 장에 따른 흡습 (원소 H와 O의 

동시 첨가)의 10% 첨가에 따른 폭발물들의 조성변화의 감마 스펙트럼들을 얻었다.   

그림 3-6. 폭발물 Comp B에 10% H2O 첨가에 따른 MCNP simulation을 한 input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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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그림 3-4와 비교해 보았을 때, 10% H2O의 첨가에 의해 상 으로 변화된 도 (1.75 

g/Cm
3

에서 1.675 g/Cm
3

)와 원소들인 수소, 산소, 질소, 탄소들 각각의 양 변화를 용하여 계산하 다. 

이 경우 부분의 충진물에 사용되는 폭발물 성분인 TNT, Comp B, RDX와 Comp C-4 (시료 

14-17)에 해서 표 3-3과 같은 수분의 첨가에 따른 MCNP 데이터를 얻었다. 

표 3-3. 폭발물에 10% H2O 첨가에 따른 MCNP 결과데이터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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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sives

 

보통 폭발물들은 그림 3-7과 3-8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학통계법의 일종인 주성분 분석의 패턴

인식에 의해 비폭발물들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있다. 

그림 3-7. 화학통계법의 일종인 주성분 분석의 패턴인식에 의한 폭발물 분류

그림 3-8. 폭발물 별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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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비슷하게, 10%의 수분이 포탄 충진물에 첨가되면 (시료 14, 15, 16과 17), 패턴인식에 의해 본래

의 표  포탄 충진물 (시료 1-13)의 그룹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서 표 물과 수분이 함유된 불량 충

진물과의 분리를 기 했었다.  

앞 2 에서 얻은 정상 폭발물들의 MCNP 감마스펙트럼 데이터  3 의 흡습 첨가에 

따라 얻은 MCNP 감마스펙트럼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그림 3-10와 같은 m 일을 작성하고 컴

퓨터 로그램인 Matlab을 이용해 그림 3-9과 같은 패턴분류를 해보았다. 

그림 3-9. 로그램 개발을 한 주요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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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history5.txt;

load history81.txt

%load names1.txt;

load number.txt

%name=[names1 number];

%group=history5(1,:);

%history=history5(2:end,:);

group=history81(1,:);

history=history81(2:end,:);

x=history';

%data=handles.history2;

%x=data';

%[x,mx]=mncn(x); %mean centering

[m,n]=size(x);

mx=mean(x);

x=x-repmat(mx,m,1);

%handles.mx=mx;

       if n<m

cx  = (x'*x)/(m-1);

          [u,s,v] = svd(cx);

          pcs = (1:n)';

        else

          cx  = (x*x')/(m-1);

          [u,s,v] = svd(cx);

          v   = x'*v;

          for i=1:m

            v(:,i) = v(:,i)/norm(v(:,i));

          end

          pcs = (1:m)';

        end

        s     = diag(s);

%        s     = diag(s).^2;

        cap   = s*100/(sum(s));

        ssq = [pcs s cap cumsum(cap)]; %Variance information

%        handles.x=x;

%        handles.v2=v;

tnpc=length(s);

index=[1:tn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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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lot(4,2,2),handles.axes1=plot(1:tnpc,s);

plot(1:tnpc,s);

title('SCREE Plot');

xlabel('PC number');

ylabel('eigenvalue');    

%handles.eigen_value2=ssq;

%[r,c]=size(handles.eigen_value2);

%for j=1:c

%    set(handles.activex1,'Col',j+5);

%    set(handles.activex1,'Row',0);

%   if (j==1)

%        set(handles.activex1,'Text','PC #');

%    end;

%

%    if (j==2)

%        set(handles.activex1,'Text','Eigenvalue');

%    end;

%    if (j==3)

%        set(handles.activex1,'Text','Variance(%)');

%    end;

%    if(j==4)

%        set(handles.activex1,'Text','Cumulative Var.(%)');

%    end;

%        

%    for i=1:r

%        set(handles.activex1,'Row',i);

%        set(handles.activex1,'Text',num2str(handles.eigen_value2(i,j)));

%    end;

%end;

%xp=find(handles.gr==2);

%non=find(handles.gr==1);

%chw=find(handles.gr==3);

%handles.pc=str2double(get(handles.PCnumberforPatternRecognition,'String'));

%handles.scores=handles.x*handles.v2(:,1:handles.pc);

disp('*** Press your enter key ***')

pause;

disp('======== Enter PC number =======')

nf=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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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s=x*v(:,1:nf);

scatter3(scores(:,1),scores(:,2),scores(:,3))

%text(scores(:,1),scores(:,2));

text(scores(:,1),scores(:,2),scores(:,3),num2str((1:17)'));

그림 3-10. 컴퓨터 로그램 개발을 해 작성한 history81.m 화일

그러나 그림 3-11에서 보는 것처럼 표  폭발물 (시료 1-13)로부터 10% 수분 첨가에 의한 불

량폭발물들 (시료14-17; 빨간 원으로 표시하여 구분해 보 음)의 분류는 명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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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화학통계법의 일종인 주성분 분석의 패턴인식에 의한 수분함유폭발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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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결론

여기서 소개된 성자를 이용한 방법은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탄약 신뢰성 평가에 당

장은 사용할 수 없지만 다른 추가분석방법과 약간의 기술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목이 가능한 기술이라 

여겨진다. 

 상황에서는 PGNAA방법을 이용하여 수분의 유입에 따른 불량품 별에는 어려움이 상되

나, 포탄 내부의 폭발물 충진제 종류 확인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PGNAA

에 사용되는 성자원인, Deuterium-Deuterium 성자 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조사 빔 크기를 이고 

그 세기를 증가시켜서 내부 성분원소들의 충진정도를 확인하고, 포탄 외부의 미세한 균일이나 여러 가

지 물리  결함등을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부가 으로 첨가되어질 수 있다. 즉 재 보유하

고 있는 기술, 노하우  기본 실험등을 이용하여, 시료의 처리가 필요 없는 비 괴 분석법으로 성분

원소 분석과 상기술의 장 을 살리면서, 분석결과 감마스펙트럼들의 복잡성과 낮은 감도를 해결하기 

해서 화학통계법을 이용한 별 로그램을 좀 더 구체 으로 수정하면 장기간의 보유에 다른 불량포

탄을 장에서 실시간 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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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활용계획

 

아래의 흐름도에서 보여지 듯,  과제의 향 후 국방 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반 을 해 소요

제기  련 문가들과 하고 있으며, 실질 인 후속연구  과제추진을 해 심사자와 평가자들로

부터 인텨뷰  실사 방문등을 여러번 받았고, 추가 인 검증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장시간이 요구되

는 국방과제 도출과정이라 재도 진행 에 있다.

     

2008년 5월

‘소형 즉발감마측정시스템을 이용한 불량포탄 별장치개발’이라는 타이틀로 

국방기술품질원이 공모한 국방 핵심기술 소요제기서 제출    

↓

     

2008년 6월

소요제기기술과 련, 기술품질원 담당자가 화학연구부 방문 ( 장실사)

↓

     

2008년 6월

수정ㆍ보완된 ‘첨단기술 목 포탄 성능검증 기술개발’ 

소요제기서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 

추후 ‘ 음 공명분 /즉발감마선 복합비  화약성능검증 기술’로 제목 변경

↓

     

2008년 7월

평가자 (국방과학연구소 소속)로부터 소요제기기술과 련 화 인터뷰 받음

↓

     

2008년 10월 

핵심기술로 채택되어 국방기획서에 반 됨 (2011-2015년 실시 정) 

(핵심기술 기획서에 실림) 

↓

     

2009년 4월 

2011년 사업시행을 한 기계획 요구서 작성  검토를 해 국방과학연구소 

운 리 에서 화 받음  

↓

     

2009년 5월 

기술의 타당성, 성공성  긴 성에 한 ADD 련부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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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ADD 평가부서 담당자들이 기술수요조사서에 근거를 두고 화학연구부 방문

2009년 말 재, 본인이 소요제기한 과제가 국방기술품질원에 의해 국방기획서에는 이미 태워

져 핵심기술기획서에는 실렸으나, 국방 련 과제의 시 성에서 려서 기술기획과의 기계획에는 반

되지 못했다. 국방기술품질원(방 사업청)에서 기획과 련한 최종 과제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안한 기술 소요제기서에서는 아래 그림 4-1과 4-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즉발감마선 

성자유도 방사화분석법 (Prompt Gamma-ra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PGNAA)  

음  공명분 (Resonant Ultrasound Spectroscopy, RUS)을 이용하여 포탄 내·외부의 불순물등 

성분원소들을 비 괴 으로 분석하고, 성자 상측정기술을 이용하여 포탄 내·외부의 균열 

 내부 성분원소들의 충진정도등의 결함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불량포탄 별 소형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1. 즉발감마측정시스템  음  공명분 을 이용한 불량포탄 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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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설치가능형 불량포탄 측정장치

중성자 영상 측정

불량포탄 판별

즉발감마 측정

판별 프로그램

초음파공명분광 측정

이동설치가능형 불량포탄 측정장치

중성자 영상 측정

불량포탄 판별

즉발감마 측정

판별 프로그램

초음파공명분광 측정

그림 4-2. 불량포탄 별 핵심기술



- 26 -

탄약 폐기처분에 따른 유해환경물질 배출에 한 규제는 더욱더 강화 될 것이므로 불

량포탄 별기술들을 정리·활용하여 수명주기에 한 정확한 평가기술을 개발한다면 폐기이

에 훈련탄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기술을 육해공군의 체 무기체계에 목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여 목하는 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민군겸용기술 활성화에도 기여될 분

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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