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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파장분산분광분석기를 이용한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Xenon 정량분석 기술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조사후연료시험시설 차폐형 전자현미경에 설치되어 있는 파장분산분광분석기(WDS)를 이용

하여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Xenon 원소의 정량분석 기술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SEM-WDS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부 정량분석 장비로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연소성능의 중요 지표 중 하나인 Xenon 원소의 거동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장

비이다. 화합물을 형성하기 어려워, 표준시편 제작이 불가능한 Xenon과 핵비확산 측면에서 민

감한 물질인 Plutonium을 SEM-WDS로 정량분석하기 위해서는 표준시편을 사용하지 않고

(Standardless)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로 WDS의 크리스탈을 교

체하고 Xe 표준시료 없이 Xe Lα1 X선 라인의 검출기/크리스탈 위치 보정값을 산출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시편에서 Xe 피크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Xe Lα1 라인 인근 X선의 표

준계수율을 측정하고 Xe Lα1 라인의 표준계수율을 추정하였으며,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시편에서 반경방향을 따라 Xe Lα1 라인의 계수율을 측정하여 Xe의 k-ratio 분포를 산출하

였다. 세 번째 단계로 k-ratio 값을 정량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코드를 이용하여 

매질보정 평가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시편에서 

Xe의 국부적인 정량값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를 통해 SEM-WDS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Xe 원소를 정량분석하고자 할 때 

필요한 요소기술의 하나인 표준시편 없이 WDS의 X선 피크를 보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전자빔 몬테카를로 모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파이로지 매질보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Xe Lα1 라인의 표준계수율을 추정하기 위해 Te Lα1 라인을 이용하였으며, 이 때 적용할 

factor 값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각 요소기술를 통합하여 Xe 원소의 국부 정량분석을 위한 절



차를 수립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Xe 원소 분석 기술은 핵연료성능코드 검증용 데이터 생산과 표준시

료 취득이 어려운 원소의 국부함량 분석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 Xe이 

연료봉의 봉내압을 상승시키는 핵연료 성능의 주요 원소라는 점에서, 신형 핵연료 개발 연구는 

Xe 거동 분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SEM-WDS의 Xe 분석 기술은 이러한 연구개발에 필

요한 성능데이터를 제공하여 신형 핵연료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신형 핵연료에 대한 연

구가 확대되고 있고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 국산 고유핵연료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SEM-WDS에 대한 시험수요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SUMMARY

Ⅰ. Project Title

Quantitative Analysis Technique for Xenon in PWR Spent Fuel by Using WD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standardless quantitative method for wavelength dispersive spectrometer with 

secondary election microscope (WDS-SEM) has been developed to quantify Xenon 

composed of PWR spent fuels in this study.

  WDS-SEM is the essential equipment to study the local behavior of Xenon, a fuel 

performance indicator inside a nuclear spent fuel. Xenon is hard to form a compound 

as a noble gas, its standard material is not available. Therefore a stadardless method 

should be needed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Xen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is study includes three processes. First, a peak centering of the X-ray line was 

performed after a diffractor for Xenon La1 line was installed. Xe La1 peak was 

identified by a PWR spent fuel sample. Second, standard intensities of Xe was 

obtained by interpolation of the La1 intensities from a series of elements on each 

side of xenon. And then Xe intensities across the radial direction of a PWR spent 

fuel sample were measured by WDS-SEM. Third, the electron and X-ray depth 

distributions for a quantitative electron probe micro analysis were simulated by the 

CASINO Monte Carlo program to do matrix correction of a PWR spent fuel sample.

Finally, the method and the procedure for local quantitative analysis of Xenon was 

developed in this study.

Ⅳ. Result of Project

  The standardless method for te X-ray peak calibration was developed and the 

phi-ro-z matrix correction was carried out in order to analyze Xe quantity of the 

PWR spent fuel sample by using WDS-SEM. Pure Te standard was applied instead 

of pure Xe standard, and the factor that corrects the standard intensity of Te was 

determined. Through integrating the element techniques, the procedure for local 

quantitative analysis of Xenon was developed.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local Xe analysis technique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fuel 

performance code verification and a standardless analysis for elements, of which 

suitable standard material does not exist. Xe is a key performance indicator of the 

PWR spent fuel that cause to increase the internal rod pressure. The techniques will 

provide essential performance data for the new-developed nucle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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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조사후연료시험시설 차폐형 전자현미경에 설치되어 있는 파장분산분광분석기(WDS)를 이용

하여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Xenon 원소의 정량분석 기술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

이 있다.

  SEM-WDS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부 정량분석 장비로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연소성능의 중요 지표 중 하나인 Xenon 원소의 거동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장

비이다. 화합물을 형성하기 어려워, 표준시편 제작이 불가능한 Xenon과 핵비확산 측면에서 민

감한 물질인 Plutonium을 SEM-WDS로 정량분석하기 위해서는 표준시편을 사용하지 않고

(Standardless)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핵분열기체 방출은 온도, 소결체 조직, 국부 연소도 등이 작용한 복합적인 현상으로 핵연료

성능 코드의 핵분열기체 방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용후연료 소결체 내의 Xenon 분포 

측정결과가 필요하다. 성능 코드 개발은 핵연료 국산화의 한 축이므로, Xenon의 정량분석 기

술은 고유 핵연료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세 성분분석은 핫셀

시설의 첨단화를 상징하는 분야로, 선진 핫셀시설과 국내 핫셀시설의 기술적 차이이기도 하다. 

좀 더 국부적이고 미세한 영역에서의 정밀한 시험기술 개발은 결국 국내 핫셀시험기술이 선진

화에 다가가는 길이다.

  본 연구를 통해 SEM-WDS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Xe 원소를 정량분석하고자 할 때 

필요한 요소기술의 하나인 표준시편 없이 WDS의 X선 피크를 보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전자빔 몬테카를로 모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파이로지 매질보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Xe Lα1 라인의 표준계수율을 추정하기 위해 Te Lα1 라인을 이용하였으며, 이 때 적용할 

factor 값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각 요소기술를 통합하여 Xe 원소의 국부 정량분석을 위한 절

차를 수립하였다.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UO2 소결체가 원자로 내에서 연소되면서 핵분열로 인하여 Xe 원소가 발생되는데, 일부 Xe

은 매질내 확산을 통하여 핵분열기체의 버퍼 역할을 하는 연료봉의 플레넘으로 방출하게 되고, 

나머지는 소결체 내에 잔존하게 된다.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Xe 분석 방법은 대략적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연료봉을 천공하여 플레넘으로 방출된 핵분열기체를 포집하

고, 질량분석법으로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소결체의 일부를 샘플링한 시료를 

가열하거나 용해하고, 방출되는 핵분열기체는 측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연구

를 통해 기술개발하려고 하는 분야로, 전자빔과 사용후핵연료 시편과의 반응으로 발생하는 X

선의 에너지 및 계수율을 측정하여 Xe을 정량분석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 국내 

핫셀시설 초기부터 수행해 왔으며, 두 번째 방법은 2011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화학

연구부에서 개발하여 2012년부터 시험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WDS를 이용한 Xe 분석 연구(박순달, 2000)[1]는 국내에서 2000년에 수행된 적이 있다. 

Xe 인근 원소 계수율의 선형적인 회귀선을 얻기 위해 가속전압, 빔 전류량 등의 최적 분석조

건을 도출하고 안정된 표준시료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로,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한 Xe 분

석과 매질보정 등의 연구는 연구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국외에서는 원자력 분야와 전자빔 분석 분야로 나누어 WDS의 Xe 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원자력 분야는 주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고, 전자빔 분석 분야는 X선 세기

를 평가하는 이론적인 접근법을 사용해 왔다. 원자력 분야에서 European Institute for 

Transuranium Elements(ITU)의 연구자인 Walker[2]는 Xe Lα1 라인 인근 X선의 표준계

수율을 측정하여 내삽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Boidron[3]은 저온에서 25 GWd/tU 조사된 UO2

를 표준시편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자빔 분석 분야에서 Wernisch[4], Fournier[5] 등

의 연구자는 이론적인 X선 세기와 검출 효율을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표준시료 없이 정량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로 WDS의 크리스탈을 교체하

고 Xe 표준시료 없이 Xe Lα1 X선 라인의 검출기/크리스탈 위치 보정값을 산출하였으며, 사

용후핵연료 시편에서 Xe 피크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Xe Lα1 라인 인근 X선의 표준

계수율을 측정하고 Xe Lα1 라인의 표준계수율을 추정하였으며,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시

편에서 반경방향을 따라 Xe Lα1 라인의 계수율을 측정하여 Xe의 k-ratio 분포를 산출하였

다. 세 번째 단계로 k-ratio 값을 정량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코드를 이용하여 매

질보정 평가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시편에서 Xe

의 국부적인 정량값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검출기 / 크리스탈 위치 보정 기술

- Xe 분석용 크리스탈을 구매하고, 조사후연료시험시설 차폐형 전자현미경에 

설치되어 있는 NORAN IbeX WDS에 PET 크리스탈을 교체 설치함.

- 각 측정 X선에 대한 WDS의 검출기 및 크리스탈의 최적 위치를 평가하여, 

Bragg angle에 따른 offset값 회귀곡선을 도출.

- Xe Lα1 라인의 피크 위치 보정값을 회귀곡선에서 획득하여, 사용후연료 

시편에서 Xe 피크를 확인.

○ Xe 정량 분석 기술

- Xe 인근 원소에 대한 표준시편의 계수율을 측정하고, Bragg angle에 따른 

표준시편 계수율 회귀곡선 도출.

- Xe 표준시편 대신 Te 표준시편을 사용하여 Xe 정량분석 수행.

-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시편에서 Nd 및 Xe의 k-ratio 분포를 측정함.

○ 사용후연료 매질보정 기술

- Origen-S 코드를 이용하여 가압경수로 사용후연료의 연소도별 핵종분석을 

수행하고 연소도에 따른 원소량 데이터 확보.



제 1 절  검출기 / 크리스탈 위치 보정 기술

  전자현미경에 X선 분석장치로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파장분산분광분석기는 회절결정과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래그 회절을 통해 X선 파장을 분별하여 검출하게 된다. 부가 설

치된 파장분산분광분석기가 Rowland circle를 따라 기하학적으로 완전한 조건을 갖추기는 불

가능하므로, 일정한 보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표준시편이 없는 Xe 원소를 정량분석하기 

위해, 인근 원소 표준시편의 X선 강도 회귀곡선을 활용해야 하므로, 보다 정밀하고 일관된 보

정 기술이 요구된다.

  PET-Cs 회절격자에서 Sn 원소부터 Cs 원소까지 각 원소의 La1 라인에 해당하는 X선의 

회절격자/검출기 보정값을 평가하였다. Single Channel Analyzer (SCA)의 bias voltage 및 

window 변수를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검출기 위치 보정에 의한 피크 변화는 회절격자에 비해 

둔한 편이므로 검출기 보정값은 대부분의 원소에서 검출효율이 높은 하나의 값으로 정하고 회

절격자의 보정값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Xe La1 라

인의 보정값을 산출하였다. 이후,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통하여 Xe La1 라인의 검

출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 앞서 Xe 원소 분석을 위해 PET 회절격자를 교체 설치하였다.

원자

번호
원소 표준물질 X-ray

X-ray 

Energy 

(keV)

Bragg 

Angle 

(degree)

Offset

Diffractor Detector

50 Sn Sn La1 3.443 24.3250 -1.7619 0.156

51 Sb Sb La1 3.604 23.1731 -1.7335 0.156

52 Te Te La1 3.769 22.1037 -1.7046 0.156

53 I CsI La1 3.937 21.1141 -1.6668 0.156

55 Cs CsI La1 4.286 19.3645 -1.6079 0.156

표 1. 회절격자 / 검출기 보정값



그림 1. Bragg angle에 따른 격자회절 보정값 (PET-Cs)

그림 2. 사용후핵연료 시편에서 Xe La1 피크 확인



그림 3. PET 회절격자 교체 작업



제 2 절  Xe 정량 분석 기술

  Xe 원소 표준시편의 X선 강도를 추정하기 위해 회귀곡선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자빔의 가속

전압 25 kV, 빔전류 약 30 nA, 탈출각 35도 조건에서 표준 계수율 측정시험을 수행하였다. 

Sn 원소에서부터 Cs 원소까지 각 3회, 피크 위치에서 30초간, 표준 계수율을 측정하였다. 빔

의 안정도는 picoammeter로 지속적으로 감시하였고, 1초 간격으로 측정하여 상대표준편차가 

1 % 이내일 때만 결과를 사용하였다. 표준시편 계수율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3

차 다항식의 형태를 보이므로, 회귀곡선으로 3차 다항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Xe La1의 

계수율은 Te La1 계수율의 1.613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Xe 대신 사용할 표준시편으로 

시료의 안정도가 좋은 Te을 사용하였다.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시편에서 Nd와 Xe 원소의 k ratio를 측정하였다. 사용된 사용후핵

연료 시편은 봉하단으로부터 1250 mm 위치에서 샘플링한 시편으로 소결체 평균연소도는 약 

60 GWd/tU이며, 냉각기간은 6년이다. k ratio는 몬테카를로 모사를 통해 산출한 보정값으로 

원소의 농도값으로 변환된다.

X선
Atom 

Number
Energy

Blagg 

Angle

Beam 

Current, 

nA

Beam 

stability
Gross BKG

Peak 

count, 

cps/nA

Cs La1 55 4.286 19.3645

27.621 0.006 30931 3491 1915

27.466 0.005 30551 3397 1905

27.162 0.004 29636 3288 1870

I La1 53 3.937 21.1141

29.686 0.003 22546 1804 1433

29.457 0.005 22502 1881 1436

28.421 0.005 21049 1651 1400

Te La1 52 3.769 22.1037

30.431 0.006 33572 1985 1038

30.177 0.005 33724 2029 1050

30.087 0.006 34105 1934 1069

Sb La1 51 3.604 23.1731

25.921 0.002 23588 1952 835

24.634 0.005 22535 1886 838

23.955 0.004 21950 1810 841

Sn La1 50 3.443 24.325

28.722 0.002 22951 1874 734

26.714 0.002 21347 1826 731

26.123 0.003 21148 1871 738

표 2. 각 표준시편의 계수율 측정 결과



그림 4. 브래그 각도에 따른 표준시편의 계수율

r/r0
k ratio

Nd La1 Xe La1

0.085 2.933E-03 2.411E-03

0.431 2.494E-03 3.350E-03

0.822 2.748E-03 3.165E-03

0.946 4.988E-03 3.094E-03

0.966 5.633E-03 2.890E-03

0.977 5.697E-03 2.722E-03

0.982 6.984E-03 2.733E-03

0.990 7.828E-03 1.516E-03

0.995 7.635E-03 2.057E-03

0.997 6.638E-03 8.247E-04

0.996 7.616E-03 1.240E-03

표 3.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반경방향 위치별 k ratio



그림 5.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시편 조직사진



제 3 절  사용후연료 매질보정 기술

  사용후핵연료는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핵분열생성물로 인하여, 다수의 원소를 포함

하고 있다. 전자빔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내 특정 원소를 정량분석하려면 다수의 다른 성분으로 

인한 매질효과를 보정해야 한다. 전자빔에 의해 발생한 X선은 시료 내에서 일정한 분포를 갖

으며, 이 분포는 φ(ρz)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파이로지 보정법은 주요한 전자빔 매질보정 

방법 중 하나로, 원자번호와 흡수효과를 동시에 보정할 수 있다.

  파이로지 보정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내의 전자와 X선 분포를 CASINO 몬테카를로 프로그램

으로 모사하였다. CASINO 코드의 입력값인 핵연료 성분은 Origen-S 코드로 산출하였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PWR 사용후핵연료 소결체, Nd, Xe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Nd는 

연소도에 비례하여 분포하는 연소도 지표 원소로 참조로 Xe과 함께 분석하였다. 그림 6 ~ 7

은 사용후핵연료 시편 내의 전자 깊이 분포를 보여준다. 또한 그림 8, 9는 사용후핵연료 및 표

준시편에서 생성된 후 매질에 흡수되지 않은 X선 분포를 보여주는 φ(ρz) 그래프로 보정계수 

산출에 활용된다. 보정계수 ZA는 시료 φ(ρz) 그래프의 적분 면적에 대한 표준시편 φ(ρz) 

그래프의 적분 면적의 비율이다. 표 4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한 보정계수값을 

보여준다. 본 보정계수값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서 측정한 k ratio에 적용하면 그림 10과 

같이 Nd와 Xe의 농도를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소결체 외곽부 RIM 영역에서 self shielding 

효과로 연소도 지표 원소 중 하나인 Nd의 성분량이 급증하고, 매질 내에 Xe이 고갈되어 Xe의 

성분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전자 깊이 분포: 사용후핵연료에서의 최대 전자 침투 깊이



그림 7. 전자 침투 깊이: 사용후핵연료 시편 표면으로 방출된 전자의 최대 침투 

깊이

그림 8. 후방산란전자의 에너지 분포



그림 9. X선 깊이 분포: 사용후핵연료 및 Nd 표준시편에서의 Nd La 라인

그림 10. X선 깊이 분포: 사용후핵연료 및 Xe 표준시편에서의 Xe La 라인



Sample X-ray line
φ ρ emit Area

(g/cm2)
ZA

Spent Fuel
Nd La 1.14E-03 0.768

Xe La 1.08E-03 0.688

Nd Nd La 1.49E-03

Xe Xe La 1.56E-03

NdF3 Nd La 1.42E-03

표 4. 각 시료의 φ(ρz) 분포 및 보정계수값

그림 11. 사용후핵연료 시편에서의 Nd 및 Xe 원소의 반경방향 분포

(r/r0=0은 소결체 중심)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연구의 성과 목표는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매질보정 기술 분야는 매질보정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대신 몬테카를로 코드를 이용한 파이로지 보정법으로 대체하였다. 몬테카를로 분석 결

과 연소도별 사용후핵연료 소결체의 매질 보정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가 

없었다. 다만 매질보정 부분에서 좀 더 폭넓은 파라미터 스터디 수행이 요구된다.

  본 연구 성과를 통해 고선량 사용후연료에 대한 마이크로빔 분석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였

으며, WDS 정량분석 절차를 수립하였다. Xe 이외에도 Pu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의 주요 원

소에 대한 국부적인 정량분석이 가능해졌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Xe 원소 분석 기술

은 핵연료성능코드 검증용 데이터 생산과 표준시료 취득이 어려운 원소의 국부함량 분석이 필

요한 연구개발과제 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 Xe이 연료봉의 봉내압을 상승시키는 핵연료 성능

의 주요 원소라는 점에서, 신형 핵연료 개발 연구는 Xe 거동 분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SEM-WDS의 Xe 분석 기술은 이러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성능데이터를 제공하여 신형 핵연

료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신형 핵연료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고 한전원자력연료

(주)에서 국산 고유핵연료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SEM-WDS에 대한 시험수요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개발 성과목표
세부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평가지표

(핵심스펙)
평가기준

(검증방법)
성과

달성도
(%)

1. 검출기-크리스탈 
위치 보정 기술

1-1
Bragg Angle에 따른 
Offset값 회귀곡선 

도출

보정 offset 
값의

경향성

- 5% 이내의 
오차율

R-Square: 
0.99097

20%

1-2
Xe La1 라인의 피크 

보정
Xe피크 검출 - Xe피크 확인

Xe La1 피크 
검출

2. Xe정량분석 기술

2-1
Spectrometer 

efficiency 평가

X-ray 에너지와 
Spectrometer 
efficiency의

경향성

- 5% 이내의 
오차율

R-Square: 
0.99642

50%

2-2
사용후핵연료시편에서
반경방향 Xe함량 측정

측정 결과 분석
- 결과의 
타당성

Nd및 Xe원소 
k-ratio 측정

3. 사용후연료 
매질보정 기술

3-1 연소도별 핵종량 평가 핵종분석 - 수행 여부
Origen-S코

드 분석

20%

3-2
국부 연소도가 반영된 

매질보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 프로그램 

등록

CASINO 
몬테카를로 

분석으로 대체

합 계 90%

표 5.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활용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산업적 활용 후속연구 연계 기 타

▣사업화추진 (   )
▣기술이전 및 지도 추진(  )
▣산업적 활용 가능(○)

▣결과물(관련 DB등)제공(  )
▣후속연구추진(  )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활용(○)

▣기타 (  )
▣활용계획 없음(  )

-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 개발중인 국산 고유핵연료의 연소성능 평가에 활용 가능
- 하나로에서 연소된 큰결정립 소결체 핵연료 및 이중냉각 핵연료의 연소 특성 및 Xe 방출율에 
대한 평가에 활용 가능

가. 활용개요 사용후핵연료의 국부 연소도 측정 및 Xe 원소의 국부 방출 평가에 활용 가능

나. 활용일정
2012년 6월 이후, 하나로에서 연소된 큰결정립 소결체 핵연료의 핵분열기체 방출 
거동 평가에 활용할 예정

다. 활용방법 해당 과제의 시험의뢰 형태로 진행

라. 기대효과
봉내압 측정, 감마스캐닝, 잔류핵분열기체 분석 등과 더불어 사용후핵연료의 
핵분열기체 거동의 중요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마. 기타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본 방법에 대한 검증 절차 수반되어야 함

표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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