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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S/G 전열관 재료의 중성자 조사량 검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일체형 원자로 (SMART) 증기 발생기 전열관 재료 조사 캡슐에 설치된 감시

자 Fe, Ni, Ti에 대하여 무게 측정 및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분광 자료를 Gammavision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 감마선 분석 결과

자료를 기반으로 SAND-II code를 이용하여 전열관 재료의 중성자 조사량에

대하여 평가 계산을 수행하고, 중성자의 조사량을 결정한다. SAND-II를 이용

하여 계산된 중성자 조사량을 MCNP 계산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이를 이용하

여 일체형 원자로 (SMART) 증기 발생기 전열관의 중성자 조사량을 검증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조사 후 해체된 monitoring wire Fe, Ni, Ti 의 질량을 ㎍ 단위

까지 측정한 값과, Gammavision을 이용하여 분석한 조사된 시편에 대한 감마

선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SAND-II code로 unfolding한 측정 데이터 결과 값

과 MCNP 계산 결과 값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 100~200 ㎍ 범위의 Fe, Ni, Ti, Fluence Monotor (F/M)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조사전과 조사후의 시편의 질량 측정 비교 수행하여 시편의 질량 차이가 시편

질량의 0.5 ~ 10%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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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maVi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편에서 방출한 감마선에 대한 에너지 

및 efficiency calibration을 수행하였으며, 감마선 분석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25일의 시간 차이를 두어 2 번에 걸쳐 측정한 감마선을 분석하였다.

-  SAND-I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nfolding한 데이터 결과값과 MCNP 결과값

을 비교 분석 수행한 결과 1.0 MeV 이상의 중성자 에너지 영역에서 오차 범

위 35%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국내에서 fluence monitor를 통한 중성자 정밀 측정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상업

용 원자로의 경우 원전에 사용된 재료의 보다 정밀한 수명 예측이 가능하여

유지․보수를 위한 시점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나아가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됨.

-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 정밀한 중성자 측정을 통하여 중성자를 이용한 연구

및 실험에 보다 신뢰성이 높은 측정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Neutron fluence monitor를 이용한 중성자 측정 기술의 단일 원소 및 합금 등

복합적인 형태의 조사 시편 사용으로 중성자 측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

보함.

- 국내 자체적인 중성자에 대한 fluence 측정의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국내 중

성자 응용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4 -

SUMMARY

Ⅰ. Project Title

“Verification of neutron irradiation on S/G tube material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The neutron monitor samples made by Fe, Ni, Ti are fabricated with

activation metal wires for the evaluating fast neutron fluence, which are

installed in the irradiation capsule of S/G tube materials. We calculate

neutron irradiation rate on S/G tube materials with SAND-II code and

perform gamma-ray spectrum analysis using Gammavision. The comparison

analysis of the measured neutron fluence by using SAND-II calculation

value and MCNP simulation code is performed.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The fluence monitors were fabricated with metal wires around 150-200 μg

mass range. The radiation reaction rate is measured to consider count time

by γ-ray spectrometer, decay of radioactivity by cooling time and creation

of radioactivity by neutron irradiation time. It is compared the measured

radiation reaction rate by radiometric detector with spectrum that measured

by SAND-II code and calculated by MCNP code.

Ⅳ. Result of Project

- The fluence monitors were fabricated with metal wires of the purity ≥

99.9%, whose dimensions were 0.1mm diameter, about 3mm length, and

around 150-200 μg mass range.

- Three wire samples (Fe, Ni, Ti) were prepared for one irradiation

aluminum capsule. Five capsules were irradiated in the OR5 hole of the

HANARO reactor at 30 MW power for about 2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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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action rates were calculated by using the measured radiation activity

data, and then neutron fluence were obtained from the reaction rates and

the weighted neutron cross section with calculated neutron spectrum at the

fluence monitor position.

- The measured neutron fluences were compared to the calculated ones.

(Errors ≤ 35%)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In case of the commercial nuclear power reactor, based on development of

neutron precise measurement technology with the fluence monitor, we will

be able to decide the life time prediction of reactor materials which is one

of the constituent of determination for more detailed maintenance time.

- In case of the research reactor, highly reliable measurement data will be

obtained.

- Database for neutron measurement will be procured using various neutron

fluence monitor sample.

- Based on development of neutron measurement using fluence monitor can

contribute to encourage the neutron application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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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ence monitor 기법은 조사시편을 원자로의 노심에 넣은 후 방사화된 조

사시편의 방사선을 측정한 후 역산하여 중성자 선량을 계산하는 기법으로

원자로내의 중성자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 중성자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이 간접적으로 가능하며, 현존하는 중성자 기법

중에서 우수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음.

- Fluence monitor의 크기가 변화함으로 원자로 노심 내부에서 위치에 따라

각각의 시편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이 다르게 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평가

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fluence monitor 외부 capsule의 형태 및 구조에 대

한 연구도 동반되어 수행되어야 함.

- 고속중성자 스펙트럼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fluence

monitor의 선택이므로, 30 MW 하나로 조사조건에서 적합한 fluence

monitor 조건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제 1 장 서론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1 기술적 측면

l 일반적으로 중성자는 그 에너지에 따라 물질과의 상호 작용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측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1] Fluence monitor

기법은 조사시편을 원자로의 노심에 넣은 후 방사화 된 조사시편의

방사선을 측정하여, 역산으로 중성자 선량을 계산하는 기법으로 원자로내의

중성자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2] 중성자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하며, 현존하는 중성자 기법 중에서 우수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음.

그림 1. 현재 사용 중인 F/M 시편의 에너지 별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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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현재 Fluence monitor에서 사용하는 제작이 완료된 조사시료는 고속중성자

측정용으로 Fe, Ni, Ti, 열중성자 측정용으로는 Ag, Nb 가 있음. 위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핵종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세계적 수준의 정밀 측정 기술 확보가 가능함.

l 중성자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단일 원소로 구성된 fluence

monitor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하여 정밀도가 향상된 중성자 측정기법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l 단일 원소로 구성된 fluence monitor를 이용한 중성자 측정은 지속적으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더욱 정밀한 중성자 측정을 위하여 합금 등 복합적인 형태의 fluence

monitor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

l 합금 형태의 다양한 원소를 활용한 fluence monitor를 국내 고유 기술로

개발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구이며 각각의 원소가 분석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므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l Fluence monitor의 크기가 변화함으로 원자로 노심 내부에서 위치에 따라

각각의 시편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이 다르게 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fluence monitor 외부 capsule의 형태 및 구조에

대한 연구도 동반되어 수행되어야 함.

l 현재 사용되고 있는 F/M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wire 또는 작은

foil의 형태로 크기가 매우 작고 단순화 된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사시편의 크기 및 형태 변화에 따른 검출 특성 평가 연구도

필요한 상황임.

그림 2. 현재 fluence monitor로 사용되고 있는 시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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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ence monitor 방식의 기술 개발로 고밀도 중성자 감시기술을 발전시키

며, 또한 국내 자체적으로 중성자에 관한 핵자료 확보에 기반이 되며, 향후

동일한 연구 수행 시에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음.

1.1.2 경제․산업적 측면

l 학술적인 분야에서 중성자를 이용한 방사화 분석기법을 사용할 경우

극소량의 시료로도 분석이 가능하므로 고고학 분야에서는 유물의 손상

없이 연대 측정 및 성분 분석이 가능하며, 생물학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시료로 조직의 측정이 가능하여 차세대 분석기법으로 기대되고 있음.

l 고순도 재료산업 및 지질․자원 분야에서는 불순물의 함량을 최소한으로

낮추어야 하고 필요에 의해 불순물의 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순물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중성자를 이용할 경우 적은 양의 시료로도

높은 정확도와 분석 감도를 보장할 수 있어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l 핵융합 실험로인 TOKAMAK 내부의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중성자를 측정하는 기법으로 fluence monitor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기술 축적을 위해서는 중성자 측정기법의 개발과

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l 중성자가 물질에 조사되면 핵반응에 의하여 물질의 특성 또는 원소가

변하므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 분야 등에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l 중성자를 이용한 물질 분석의 경우 핵종마다 고유한 에너지의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20~30 여개의 원소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l Fluence monitor 방식의 기술 개발로 고밀도 중성자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국내 자체적으로 중성자에 관한 핵자료 제작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연구 수행 시에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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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1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 국외 연구 동향

l 고속 중성자의 측정기술은 Oak ridge 국립 연구소 및 Argonne

국립연구소에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83년 자비스(Jarvis)의

TOKAMAK plasma의 연구에서 방사화 기법을 이용한 중성자 측정기법이

가장 적절한 측정기법으로 논의 되어 활용.

l 1988~1995년 사이에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그리고 JAERI(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를 중심으로 한 연구 그룹에서는 Ag, Eu, Tb, Hf, Cu,

Fe, Nb, Ni, Ti 등의 시료를 사용하여 fluence monitor 기법으로 가속기를

이용한 고속중성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3,4]

l 원자로 노심의 고속중성자를 측정하는 방법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취화현상으로 인한 원전재료의 수명예측과 원자로 안전성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술이 고착되어 풍부한 자료를 축적하였으며

이를 다른 국가의 자료와 비교하는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l 원자로 노심의 고속중성자를 측정하는 방법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취화현상으로 인한 원전재료의 수명예측과 원자로 안전성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술이 고착되어 풍부한 자료를 축적하였으며

이를 다른 국가의 자료와 비교하는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l F/M의 조사시료로 미국에서는 Nb, Ti, Cu, Fe 등을 프랑스는 Ni, Fe, UO8

등을 독일에서는 Fe, Nb, ThO2를 사용하고 있음. 스페인은 두 종류의

시료를 사용하는데 wire 형 시료로는 Cu, Fe, Ni, Co 등을 분말 형태로는

U3O8, NpO2를 capsule에 봉입하여 사용하고 있음.[5,6,7,8,9,10]

l 미국의 경우는 ANL을 중심으로 각 대학 및 연구소에서 중성자 비행시간

측정 장치를 부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의 PTB, 네덜란드의

Notredem University, 벨기에의 Joint Nuclear Center 등에서 고속

중성자원을 개발하여 핵자료 측정에 기여하고 있음.[11]

l 일본의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에서는 144 keV, 565 keV, 2.5 MeV, 5 MeV, 14.5 MeV의

중성자원을 개발하여 검출기 제작 및 특성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PTB에서는 144 keV, 1.2 MeV, 2.5 MeV, 5 MeV, 14.8 MeV의 중성자원을

개발하여 핵물리 및 핵합성 기초 연구에 활용하고 있음. 또한 영국의

National Measurement Lab.에서는 70 keV부터 5 MeV급의 중성자원을



- 12 -

개발하여 내방사선 test에 도입을 하기 위한 연구에 있음.[12,13,14]

- 국내 연구 동향

l 국내에서 중성자 조사량 평가기술은 TRIGA 연구로를 이용하여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최근 HANARO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캡슐을 이용한 노심재료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 중성자

스펙트럼의 계산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15]

l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다색의 중성자원과 가속기를 이용한 연속 중성자원등

다양한 중성자를 이용하여, 핵반응 단면적 측정, 비파괴 검사, 물성

특성분석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지만, 이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신개념 계측기술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고속중성자

측정기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국내에서는 본 연구진이

유일하다.

2.2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l 외국에서는 가속기와 원자로를 이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어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었고 다양한 시료를 사용하여 중성자에

대한 측정연구가 정착되어 다른 나라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

중에 있음.

l 국내에서는 HANARO가 가동되면서 핵반응 등 핵자료의 데이터 분석은 충

분하게 축적이 되고 있으나 중성자 측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고속 중성자 핵반응 단면적 측정 자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함.

l 외국의 경우 Co, Fe, Cu, Ti, Nb, U, Np, Al, Ni, Zn, Zr, In 등 12개의

핵종이 주로 사용됨. 나아가 Co-Al 등을 이용한 합금 형태의 조사시편도

제작하여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국내의 경우 Ni, Ti, Fe 등 4개의

시료만을 사용. 외국과 비교하여 25~30% 수준의 핵종을 사용하고 있음.

l 외국의 경우 disk, wire, foil 등 다양한 형태로 중성자를 측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foil 형태는 기초적인 연구만이 수행되었으며 현재 wire 형태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외국과 비교하여 기술수준은 약 40%의 수준임.[16]

2.3 국내에서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l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국가와 산업체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재료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원자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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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료 개발을 위하여 고속중성자 측정 기술이 필요함.

l 국내에서 fluence monitor를 통한 중성자 정밀 측정기술이 개발되면 상업용

원자로의 경우 원전에 사용된 재료의 수명예측이 가능하여 유지․보수를

위한 시점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나아가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됨. 또한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 정밀한 중성자

측정을 통하여 중성자를 이용한 연구 및 실험에 보다 신뢰성이 높은 측정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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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3.1. 서론

본 연구 과제는 일체형 원자로(SMART) 증기 발생기 전열관의 중성자 조사량

계산을 최종 목표로 한다. SMART 전열관 재료 조사 캡슐에 설치된 감시자 Fe,

Ni, Ti에 대하여 질량 측정 및 감마선을 Gammavision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여, 계산된 조사량을 SAND-II code를 이용하여 전열관 재료의 중성자 조사량에 대

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조사량을 결정한다. 이 계산 값을 MCNP 계산 결과와 비교

함으로써 30 MW 하나로 조사 조건에서 적합한 fluence monitor 분석 결과와 조건

을 도출하였다.

3.2 연구 결과

3.2.1. Fluence monitor 시편의 제작

가. Al 캡슐

현재 제작되어 있는 Al 캡슐의 도식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과 같이 준

비된 Al 캡슐을 세척한다. 세척은 Methanol과 Acetone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비커에 Methanol을 Al 캡슐이 충분히 잠길 수 있을 만큼 부어 주고,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20분간 세척을 수행하여 준다. 이때 비커에 물이 들어가

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행한다. 세척 후에 진공오븐을 이용하여 완전히 건조

후에 다시 Acetone을 이용하여 20분간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한 후에 위와

동일하게 진공오븐에 완전 건조를 시켜준다. Al 캡슐의 경우는 제작시에 생

긴 Al 가루들이 남아 있지 않도록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하여 준다. Al

가루가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Acetone을 이용하여 최종 세척을 완료하고 진

공 오븐에 완전 건조 시켜 준다.

나. Al tube 제작

현재 사용되고 있는 Al tube의 종류는 Goodfellow사에서 제작한

AL017150/2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Aluminium/Magnesium (Al97/Mg3)

tube로 tube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Al tube는 length 10 mm ~12 mm 사이

로 cutting을 하여 사용한다. Al tube 또한 Al 캡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

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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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l tube

Outside Diameter 0.75 mm
Inside diameter 0.55 mm
Wall thickness 0.1 mm
Temper As drawn

다. Al wire의 제작

현재 사용되고 있는 Al wire의 종류는 Goodfellow사에서 제작한

AL0055160/3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Wire의 성분은 Aluminium/Silicon (Al

99/Si 1) wire로 Diameter 0.5 mm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Al wire는 length

10 mm 로 cutting을 하여 Al 캡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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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l 캡슐의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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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Fast neutron 측정용 F/M 시편의 제작

현재까지 fast neutron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된 monitor에는 각각 Fe, Ni,

Ti 의 3 가지 시편이 사용되어 왔다. Fast neutron 측정을 위하여 사용되었

던 각각의 시편에 대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Fast neutron 측정용 시편의 사양

시편의 종류 Diameter Purity

Fe (Iron wire) 0.1 mm Puratronic, 99.998 % (metals basis)

Ni (Nickel wire) 0.1 mm Puratronic, 99.994 % (metals basis)

Ti (Titanium wire) 0.127 mm 99.99 % (metals basis)

각각의 wire는 조사 후의 activation되는 정도 및 cooling time을 고려하여

100 ㎍에 가깝게 제작한다. Wire 자체가 매우 미세하고 이 질량을 맞춰주기

위하여 매번 칭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wire를 정해져 있는 size

에 맞게 cutting을 하여 사용한다. Fe wire의 경우 length를 2.5 mm 미만

으로 Ni wire는 length 2 mm 미만, Ti wire는 length 3 mm 미만으로

하여 제작한다. 제작된 시편은 마찬가지로 Methanol과 Acetone을 이용하여

세척을 하여 준다. 세척 시에는 항상 물과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Fluence 시료의 불순물 농도

① Technical data for Nickel form wire

- Typical analysis(ppm) : Ag 1, Al 1, Ca 1, Cr <1, Cu 3, Fe 15, Mg <1,

Mn <1, Si 2, Sn <1

② Technical data for Titanium form wire

- Typical analysis(ppm) : Al <3, Ca <2, Cr <6, Cu <10, Fe <10,

Mg <1, Mn <1, Nb <5, Ni <3, S <1, Si <5,

V <3, Zn <1, Zr <3.

③ Technical data for Iron form wire

- Typical analysis(ppm) : Ag 1, Al 2, Ca 3, Cr 1, Cu 2, Mg 2, Mn 1,

Ni 1, Si 3

바. ASTM 규격 만족 여부

Fast neutron 측정용으로 제작된 시편은 ASTM E844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격에 맞는 시편을 사용하였다. 또한, E844에 언급되어 있는 fast neutron

용 dosimeter elements의 reaction에 해당하는 반응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E844에서 언급하고 있는 dosimeter elements들의 reaction 중
54Fe(n,p)54Mn, 46Ti(n,p)46Sc, 60Ni(n,p)60Co 의 반응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

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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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편제작

준비된 Al tube, Al wire를 이용하여, 각각의 시편을 넣어 조립하여 제작

한다. Al tube 안에 시편을 넣고, Al wire로 양 끝단을 막아 주어 시편이 빠

지는 것을 방지한다. 제작할 시에 각각의 시편의 질량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1㎍까지 측량이 가능한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그림 4. 외장튜브, Al capsule, Al tube, Neutron monitor (왼쪽부터)

시편을 넣은 Al tube를 다시 Al capule에 넣고 최종적으로 외장 튜브에 넣

은 후 라벨링(구별 가능한 표식)을 하여 시편제작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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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Fluence monitor 시편의 질량 측정

표 3. 조사 전․후의 F/M 질량측정

시료 No.
조사전

(단위:㎎)

조사후

(단위:㎎)

질량차

(단위:㎎)
시료명

1-1 0.131 0.146 0.015 Ni

1-2 0.167 0.176 0.009 Ti

1-3 0.152 0.159 0.007 Fe

2-1 0.169 0.171 0.002 Ti

2-2 0.224 0.225 0.001 Fe

2-3 0.189 0.192 0.003 Ni

3-1 0.173 0.175 0.002 Ti

3-2 0.193 0.197 0.004 Fe

3-3 0.172 0.171 0.001 Ni

4-1 0.179 0.180 0.001 Ti

4-2 0.186 0.189 0.003 Fe

4-3 0.141 0.140 0.001 Ni

5-1 0.168 0.170 0.002 Ti

5-2 0.209 0.210 0.001 Fe

5-3 0.145 0.145 0 Ni

매회 측정시 zero-calibration을 수행하고 질량을 측정하였으며, 조사 전후 질량에

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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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감마선 spectrum 분석

본 연구에서는 GammaVision program을 사용하여 조사후 시편에서 방출하는

감마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Gamma ray 측정값은 각 동위원소의 평균

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Gamma spectra는 HPGe 검출기를 사용하여 각각의

시편을 2000~3000 초씩 일정한 시간동안 측정하였다. 각 시편들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identify를 위하여 Eckert& Ziegler Isotope Products의 복합표준선원을

이용하여 energy와 efficiency에 대한 calibration을 수행한다. 이를 이용하여 각

시편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방사화된 성분과 각각의 counts를 계산한다. 이 계산

된 값으로 각 시편이 방사화 되었을 당시의 activity를 역산하여 계산한다.

그림 5. 복합표준선원의 energy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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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복합표준선원의 efficiency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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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Fluence monitor 감마선 1차 측정 data (2010년 8월 2일)

Sample Nuclide Activity(Bq) Mean  Activity(Bq)
1-1 (Ni) Co-58 47003.99 47003.99
1-2 (Ti) Sc-46 870.90 937.451004.00

1-3 (Fe) Fe-59 12142.33 13030.2413918.14
Mn-54 2915.16 2915.16

2-1 (Ti) Sc-46 2270.25 2424.632579.00

2-2 (Fe) Fe-59 29964.57 32363.6234762.66
Mn-54 8149.07 8149.07

2-3 (Ni) Co-58 116528.36 116528.36
3-1 (Ti) Sc-46 2824.00 3044.56  3265.11 

3-2 (Fe) Fe-59 29826.07 32188.73 34551.39 
Mn-54 8226.87 8226.87  

3-3 (Ni) Co-58 101211.61  101211.61  
4-1 (Ti) Sc-46 3778.58  4049.81  4321.04 

4-2 (Fe) Fe-59 39492.48 42805.53  46118.58 
Mn-54 10985.03  10985.03  

4-3 (Ni) Co-58 118346.24  118346.24  
5-1 (Ti) Sc-46 3083.49  3290.32 　3497.14 

5-2 (Fe) Fe-59 39237.80 42484.79  45731.77 
Mn-54 10707.97  10707.97  

5-3 (Ni) Co-58 79705.19 79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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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Fluence monitor 감마선 2차 측정 data (2010년 9월 15일)

Sample Nuclide Activity(Bq)
Mean

Activity(Bq)

1-1 (Ni) Co-58 22785.30 22785.3

1-2 (Ti) Sc-46
601.86

641.06
680.26

1-3 (Fe)
Fe-59

5546.53
5615.92

5685.31

Mn-54 2669.58 2669.58

2-1 (Ti) Sc-46
1543.30

1587.52
1631.74

2-2 (Fe)
Fe-59

13901.75
14113.20

14324.64

Mn-54 7514.83 7514.83

2-3 (Ni) Co-58 75228.43 75228.43

3-1 (Ti) Sc-46
1878.44

1952.97
2027.50

3-2 (Fe)
Fe-59

13915.92
14092.26

14268.60

Mn-54 7390.54 7390.54

3-3 (Ni) Co-58 65840.12 65840.12

4-1 (Ti) Sc-46
2511.19

2626.22
2741.24

4-2 (Fe)
Fe-59

18503.00
18781.57

19060.13

Mn-54 10062.15 10062.15

4-3 (Ni) Co-58 79073.71 79073.71

5-1 (Ti) Sc-46
2087.54

2161.69
2235.83

5-2 (Fe)
Fe-59

18323.07
18363.09

18403.11

Mn-54 9526.04 9526.04

5-3 (Ni) Co-58 54079.41 540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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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SAND-II code 분석

역산하여 계산한 각 시편들의 중성자 조사 직후 activity와 MCNP 결과값을

이용하여 SAND-II code의 input data를 작성하여 코드 분석을 수행한다. 수행

되어 나온 결과값을 이용하여 total fluence값과 1 MeV 이상의 에너지 영역에서

의 fluence 값을 MCNP 결과값과 비교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표 6. Sample 별 stage matching

Sample labeling Stage

1-1, 1-2, 1-3 E stage

2-1, 2-2, 2-3 D stage

3-1, 3-2, 3-3 C stage

4-1, 4-2, 4-3 B stage

5-1, 5-2, 5-3 A stage

가. 2010년 8월 2일 1차 감마선 측정 data 분석

◎ 2 foil (54Fe, 58Fe) 분석

○ MCNPX 분석 결과

그림 7. MCNP 결과값과 SAND-II 이용 unfolding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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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그림 8.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그림 9. 1 MeV 이상 영역의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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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imated total fluence at each stage

그림 10. Total fluence 비교 그래프

그림 11. 1 MeV 이상에서의 fluence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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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Total flux
Fluence

(total)

E>1 MeV

flux

Fluence

(E>1MeV)

MCNPX

A-stage 1.61E+14 3.55E+20 1.44E+13 2.90E+19

B-stage 2.21E+14 4.86E+20 2.09E+13 3.70E+19

C-stage 2.29E+14 5.05E+20 2.17E+13 3.52E+19

D-stage 1.83E+14 4.02E+20 1.68E+13 2.33E+19

E-stage 1.19E+14 2.61E+20 1.02E+13 1.40E+19

SAND-II

A-stage 3.97E+14 8.73E+20 1.96E+13 4.30E+19

B-stage 4.63E+14 1.02E+21 2.18E+13 4.79E+19

C-stage 3.36E+14 7.39E+20 1.58E+13 3.49E+19

D-stage 2.96E+14 6.50E+20 1.37E+13 3.02E+19

E-stage 1.61E+14 3.54E+20 0.669E+13 1.47E+19

○ 평가 결과표

표 7. SAND-II 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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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oil (46Ti, 54Fe, 58Fe) 분석

○ MCNPX 분석 결과

그림 12. MCNP 결과값과 SAND-II 이용 unfolding 결과값

○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그림 13.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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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 MeV 이상 영역의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 Estimated total fluence at each stag

그림 15. Total fluence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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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 MeV 이상에서의 fluence 비교 그래프



- 31 -

위치 Total flux
Fluence

(total)

E>1 MeV

flux

Fluence

(E>1MeV)

MCNPX

A-stage 1.61E+14 3.55E+20 1.44E+13 2.90E+19

B-stage 2.21E+14 4.86E+20 2.09E+13 3.70E+19

C-stage 2.29E+14 5.05E+20 2.17E+13 3.52E+19

D-stage 1.83E+14 4.02E+20 1.68E+13 2.33E+19

E-stage 1.19E+14 2.61E+20 1.02E+13 1.40E+19

SAND-II

A-stage 3.97E+14 8.73E+20 1.96E+13 4.32E+19

B-stage 4.64E+14 1.02E+21 2.20E+13 4.83E+19

C-stage 3.35E+14 7.38E+20 1.56E+13 3.42E+19

D-stage 2.96E+14 6.50E+20 1.38E+13 3.05E+19

E-stage 1.68E+14 3.65E+20 1.02E+13 2.25E+19

○ 평가 결과표

표 8. SAND-II 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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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oil (46Ti, 54Fe, 58Fe, 58Ni) 분석

○ MCNPX 분석 결과

그림 17. MCNP 결과값과 SAND-II 이용 unfolding 결과값

○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그림 18.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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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 MeV 이상 영역의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 Estimated total fluence at each stag

그림 20. Total fluence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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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 MeV 이상에서의 fluence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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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Total flux
Fluence

(total)

E>1 MeV

flux

Fluence

(E>1MeV)

MCNPX

A-stage 1.61E+14 3.55E+20 1.44E+13 2.90E+19

B-stage 2.21E+14 4.86E+20 2.09E+13 3.70E+19

C-stage 2.29E+14 5.05E+20 2.17E+13 3.52E+19

D-stage 1.83E+14 4.02E+20 1.68E+13 2.33E+19

E-stage 1.19E+14 2.61E+20 1.02E+13 1.40E+19

SAND-II

A-stage 4.09E+14 9.00E+20 7.50E+12 1.65E+19

B-stage 4.68E+14 1.03E+21 1.05E+13 2.32E+19

C-stage 3.39E+14 7.45E+20 6.40E+12 1.41E+19

D-stage 2.95E+14 6.50E+20 8.09E+12 1.78E+19

E-stage 1.66E+14 3.66E+20 7.08E+12 1.56E+19

○ 평가 결과표

표 9. SAND-II 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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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0년 9월 15일 2차 감마선 측정 data 분석

◎ 2 foil (54Fe, 58Fe) 분석

○ MCNPX 분석 결과

그림 22. MCNP 결과값과 SAND-II 이용 unfolding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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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그림 23.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그림 24. 1 MeV 이상 영역의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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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imated total fluence at each stag

그림 25. Total fluence 비교 그래프

그림 26. 1 MeV 이상에서의 fluence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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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Total flux
Fluence

(total)

E>1 MeV

flux

Fluence

(E>1MeV)

MCNPX

A-stage 1.61E+14 3.55E+20 1.44E+13 2.90E+19

B-stage 2.21E+14 4.86E+20 2.09E+13 3.70E+19

C-stage 2.29E+14 5.05E+20 2.17E+13 3.52E+19

D-stage 1.83E+14 4.02E+20 1.68E+13 2.33E+19

E-stage 1.19E+14 2.61E+20 1.02E+13 1.40E+19

SAND-II

A-stage 3.44E+14 7.56E+20 1.92E+13 4.21E+19

B-stage 4.08E+14 8.97E+20 2.20E+13 4.83E+19

C-stage 2.94E+14 6.48E+20 1.57E+13 3.44E+19

D-stage 2.59E+14 5.69E+20 1.39E+13 3.06E+19

E-stage 1.39E+14 3.06E+20 6.74E+13 1.48E+19

○ 평가 결과표

표 10. SAND-II 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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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oil (46Ti, 54Fe, 58Fe) 분석

○ MCNPX 분석 결과

그림 27. MCNP 결과값과 SAND-II 이용 unfolding 결과값

○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그림 28.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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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 MeV 이상 영역의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 Estimated total fluence at each stag

그림 30. Total fluence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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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 MeV 이상에서의 fluence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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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Total flux
Fluence

(total)

E>1 MeV

flux

Fluence

(E>1MeV)

MCNPX

A-stage 1.61E+14 3.55E+20 1.44E+13 2.90E+19

B-stage 2.21E+14 4.86E+20 2.09E+13 3.70E+19

C-stage 2.29E+14 5.05E+20 2.17E+13 3.52E+19

D-stage 1.83E+14 4.02E+20 1.68E+13 2.33E+19

E-stage 1.19E+14 2.61E+20 1.02E+13 1.40E+19

SAND-II

A-stage 3.44E+14 7.56E+20 1.91E+13 4.21E+19

B-stage 4.08E+14 8.97E+20 2.19E+13 4.81E+19

C-stage 2.95E+14 6.48E+20 1.58E+13 3.47E+19

D-stage 2.59E+14 5.69E+20 1.39E+13 3.05E+19

E-stage 1.47E+14 3.22E+20 1.12E+13 2.45E+19

○ 평가 결과표

표 11. SAND-II 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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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oil (46Ti, 54Fe, 58Fe, 58Ni) 분석

○ MCNPX 분석 결과

그림 32. MCNP 결과값과 SAND-II 이용 unfolding 결과값

○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그림 33.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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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1 MeV 이상 영역의 Neutron spectrum 분석 결과

○ Estimated total fluence at each stag

그림 35. Total fluence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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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1 MeV 이상에서의 fluence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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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Total flux
Fluence

(total)

E>1 MeV

flux

Fluence

(E>1MeV)

MCNPX

A-stage 1.61E+14 3.55E+20 1.44E+13 2.90E+19

B-stage 2.21E+14 4.86E+20 2.09E+13 3.70E+19

C-stage 2.29E+14 5.05E+20 2.17E+13 3.52E+19

D-stage 1.83E+14 4.02E+20 1.68E+13 2.33E+19

E-stage 1.19E+14 2.61E+20 1.02E+13 1.40E+19

SAND-II

A-stage 3.50E+14 7.70E+20 8.22E+12 1.81E+19

B-stage 4.09E+14 9.01E+20 1.30E+13 2.86E+19

C-stage 2.96E+14 6.50E+20 7.50E+12 1.65E+19

D-stage 2.59E+14 5.69E+20 9.35E+12 2.06E+19

E-stage 1.39E+14 3.06E+20 5.06E+12 1.11E+19

○ 평가 결과표

표 12. SAND-II 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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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 연구원 분석 결과와 비교

◎ 원자력 연구원 F/M 분석 결과 요약

○ Ti, Fe, Ni 각각의 감시자에 대한 Reaction Rate를 측정값(SAND-II)과

계산값(MCNP)에 대해 직접 비교하고 3개 감시자의 측정치를 반영한

fast neutron flux를 MCNP 결과와 비교함 (하나로 운전이력 반영).

○ 감시자 측정 결과 비교

그림 37. Ti Reaction Rate 비교

 

그림38. Fe Reaction Rat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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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Ni Reaction Rate 비교

○ Fast Neutron Flux 비교

그림 40. Fast Neutron Flux 비교

○ 원자력 연구원 분석 결과 요약

1. MCNP 결과는 하나로의 축방향 출력분포 모양대로 부드러운 코사인 모양

을 유지함

2. Fe 감시자 중 Top, Upper, Center 3개 데이터는 측정값과 계산값이 잘 일

치함

3. 측정값이 Bottom과 Lower 위치의 모든 감시자에서 매우 큰 값을 보임.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추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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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값이 맞다면, 하나로 운전 중 축방향 출력분포는 제어봉 위치에 따라 바

뀔 수 있는데 MCNP 계산에 사용된 축방향 출력분포와 실제 출력분포와의 차

이로 인한 오차. 통상적으로 주기 전체 시간평균 축방향 출력분포로 가정하여

계산값을 구하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음. 2001년에 수행한 MCNP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아래 부분에서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그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축방향 중성자 속 분포 측정관련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원자력 연구원과 한양대학교 결과 비교 분석

- 본 과제에서 2 번에 걸쳐서 분석을 수행한 결과 Fe reaction만을 이용하

였을 경우에는 MCNP와의 결과값의 차이가 31% 이하의 결과를 보였음.

- 원자력연구원에서의 분석결과도 본과제에서 수행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

을 보이고 있었으며, Fe reaction만을 이용하였을 경우 43%이하, Fe, Ni,

Ti reaction을 모두 이용하였을 경우 36%이하의 오차를 보이는 것을 확

인하였음.

- 원자력연구원과 본 과제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한 결과 유사한 경향을 보

였지만 오차를 갖고 있는 것은 분석과정에서 감마선 측정 등에서 오차를

보이거나, MCNP 결과 분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3.3 결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S/G 전열관 재료관의 중성자 조사 연구에서 두 번에 걸

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보았을 때, B stage (Height:-9.95)에서 중성자 조사량

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방식에서는 2개의 reaction과 3개의

reaction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오차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Reaction을 더 추가하여 4개의 reaction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을 때는 일정한 경향을 깨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원

인은 thermal neutron에 대한 shielding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58
Ni(n,p)

58
Co의

반응을 이용할 경우에는 thermal neutron burnout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

다고 분석할 수 있다.

금번의 평가에서는 5개의 stage에 대하여 각각의 F/M 시편의 위치가 정확하

게 반영되지 않은 MCNP 데이터를 이용하여 SAND-II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

결과값을 F/M의 위치가 고려된 MCNP의 결과값과 비교한 것으로 이에 대한 오

차값도 존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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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4.1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목 표
달성도

(%)
내 용

∘1차 중성자 조사 시편 분석 100 ∘중성자 조사 시편 분석 결과값 제공

∘2차 중성자 조사 시편 분석 100 ∘중성자 조사 시편 분석 결과값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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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개발목표의 기여도

4.2.1 기술적 측면

- 중성자 정밀 계측 기술력 확보로 원자력 발전소, 의학, 비파괴 검사 등의 일반 산업체

에서 활용에 적합한 중성자 계측 원천 기술 확보

- 단일 원소 및 합금 등 복합적인 형태의 조사 시편 이용으로 중성자 측정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 구축.

- 중성자 Fluence Monitor 제작 기술 개발은 냉중성자 시설 구축, 양성자 가속기에 의한

핵분열 중성자원 및 다량의 고속중성자를 방출하는 핵융합로 건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

가능

- 중성자에 대한 정밀 측정 기술 개발 및 시설 구축은 재료, 원자력, 의학, 기타 산업 분

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 영역에서의 사용을 확대하고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음

나. 경제․산업적 측면

- 중성자가 물질에 조사되면 핵반응에 의하여 물질의 특성 또는 원소가 변하므

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신소재 재료 분야 등에서 활용도 확대

- 중성자를 이용한 물질 분석의 경우 핵종마다 고유한 에너지의 방사선을 방출

하므로 20~30 여개의 원소를 동시에 정밀 정량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여 시간

과 비용이 절감됨.

- 학술적인 분야에서 중성자를 이용한 방사화 분석기법을 사용할 경우 극소량의

시료로도 분석이 가능하므로 고고학 분야에서는 유물의 손상 없이 연대 측정

및 성분 분석이 가능하고, 생물학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시료로 조직 성분 측정

이 가능한 차세대 분석기법 개발 가능.

- 고 순도 재료산업 및 지질․자원 분야에서는 불순물의 함량을 최소한으로 낮

추어야 하고, 필요에 의해 불순물의 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순물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중성자를 이용할 경우 적은 양의 시료로도 높은 정확도와

분석 감도 보장.

- 중성자 이용기술은 현재 동위원소 생산 및 therapy 이용, 결정의 불순물 첨가

정도 측정, 결정 순도 결정, radiography, 물질의 성분 분석 등의 다양한 용도

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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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Neutron fluence monitor를 이용한 중성자 측정 기술의 단일 원소 및 합금 등

복합적인 형태의 조사 시편 사용으로 중성자 측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

보.

- 국내 자체적인 중성자에 대한 측정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국내 중성자 응용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국내에서 fluence monitor를 통한 중성자 정밀 측정기술을 확보하여 상업용

원자로의 경우 원전에 사용된 재료의 수명 예측이 가능하여 유지․보수를 위

한 시점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나아가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됨.

-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 정밀한 중성자 측정을 통하여 중성자를 이용한 연구

및 실험에 보다 신뢰성이 높은 측정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Fluence monitor 기술은 하나로 노심에 있는 시험공을 이용한 조사 시험에 중

성자 조사량 평가 기술로 이용가능하며, 하나로에서 수행하는 고속 중성자 재

료 조사 시험에서 재료에 누적된 중성자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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