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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주u수정 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 주21이IolI :;r 

수정보완요구사항 

하나로 이용자 전체에 대 본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성과만을질적으로 

한 성적과 본 과제의 설 포항하였음. 

적을 분리하예 정리가 펼 

요항 

향후 개발된 분석 평가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에 대과제 및 대과제 파트 

기술의 활용 극대화를 위 세부과제별로 언급펌. 활용 극대화는 지축적으 p.81-88 
해 다양한 수요층과 연계 로 노력할 부분이며 전략 또한 지속적으로 개 

확대 전략 수립이 필요함 선해 나갈 것임 . 

'-----

※ 주1) 수정·보완반영내용은 바드시 최촉보고서 깨에 흰}연하고 경우에 따라 뿔강혹쏘옳 

화보갚좌하기 바랑. 

주2) 배고란에는 수정·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의 혜당 page를 기업하 

고 별지가 았을 경우 별지의 제목을 기업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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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기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주 연구책임자 :이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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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00022

68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0.3.1~

2012.2.29
단계구분 2단계/2단계

연구 사 업명
사업 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방사선융합기술개발

연구 과 제명
과제 명 성자응용기술개발

세부과제명

연구 책 임자 이기홍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115.67명

내부:63.82명

외부:51.85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14,245,000천원

기업:천원

계 :14,245,000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225.52명

내부:129.09명

외부:96.43명

총연구비

정부:31,197,000천원

기업:천원

계 :31,197,000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성자과학연구부
참여기업명 없음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없음 상 국연구기 명 :없음

탁 연 구

연구기 명 :계명 학교

연구기 명 :순천 학교

연구기 명 :연세 학교

연구기 명 :고려 학교

연구기 명 :부산 학교

연구기 명 :서강 학교

연구기 명 :용인 학교

연구기 명 :공주 학교

연구기 명 :경북 학교

연구기 명 :인하 학교

연구기 명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기 명 :경북 학교

연구책임자 :서승

연구책임자 :최시훈

연구책임자 :류두열

연구책임자 :정재호

연구책임자 :박성균

연구책임자 :신 우

연구책임자 :이옥희

연구책임자 :김규호

연구책임자 :이형철

연구책임자 :정재경

연구책임자 :조규성

연구책임자 :김귀년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1254

○ 재료 실상황(In-situ)물성 측정 분석법 개발

-4축 방 선택 인장 시료장치(～20KN)개발 실 상황 인장 물성 측정법 개발

-충방 -온도(-30～80〫C)겸용 시료환경장치 개발 이용

-고온변형 시료환경 장치(인장(20KN)-온도(1,200K)겸용)개발

-고온시료환경장치(～1600℃)제작 이용

-충방 -온도 실 상황/실시간 물성 측정법 개발

-고온 변형 실 상황/실시간 물성 측정 연구

○ 집합조직 거시 이방성 측정 측 평가 시스템 확립

-소성 변형시 거시 변형집합조직 변화,이방성 측정 측 평가 산모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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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개발

-일축인장의 탄성-소성변형 거동 분석법 개발 물성 연구

-소성 변형 시 내부 축 변형 에 지 측정 분석법 개발

○ 잔류응력 측정,분석법 확립

-잔류응력측정기반 구축(잔류응력 측정 장치 성능 향상 이용기반 구축)

-열처리 부품 잔류응력 측정 분석 기술개발

-열처리 공정에 따른 잔류응력 측정 변형 측 평가 기술 시스템 확립

○ SANS에 의한 나노 석출물/기공 구조 분석 평가법 개발

-미량 첨가(단일,복합)원소에 따른 나노 석출 상변태 거동 분석

-탄소나노튜 구조 SANS측정 분석법 개발

-탄소나노튜 (CNT)분산성,기공성,흡착 특성 물성 연구

-PTA법에 의한 보론 분석 표 화기술개발

-SANS를 이용한 나노기공 고분자 생체 나노구조 구조 측정 분석기술개발

○ 실상황/실시간 측정법의 녹색산업 용 기술 개발

-HEV용 이차 지 열화기구 요인 분석,열화 도 기구 규명 연구

-충방 에 따른 리튬 이차 지 구조 변화 연구

-에 지 장용 YBCO고온 도체 제조 구조 물성 연구

○ 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 거시 이방성 연구

-경량 소재 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분석 해석기술개발

-벌크재료의 In-situ변형 시 internalstrain/stress 측기술 개발

○ 거 구조물 잔류응력 측정,분석법 확립 이용연구

-극후 (80mm 두께)강재의 잔류응력 측정 해석

-용 피로 특성에 따른 잔류응력 측정/분석 기술개발 이용 연구

-고온(400oC)일축 변형(20kN)실상황 물성 측정 기술 개발 이용 연구

○ SANS이용 나노구조/기공/결함 물성 평가 기반 구축 이용연구

-편극 성자 발생기 제작 편극 성자 산란 측정 기반 구축

-Focusinglens를 이용한 극소각 성자 산란 측정 기반 구축

-조사손상 결함 측정 연구

-자성 나노 구조/결함 측정 분석기술 개발 이용 연구

-기능성 나노 구조/바이오 구조 측정기술개발 이용 연구

-SANS시료환경( 온,고온,압력, 자석용 시료이송 장치 등)구 기술 개발

○ 성자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나노박막 구조 연구

- 산모사 시료 형식 결정 성자 반사율 산모사

-ICP모듈 형식 설계 ICP 로그램 제작

-PNR구 기구 성능평가 완료

-자성박막 측정 PNR기법 확립 시료의 PNR측정 데이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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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성자 PNR측정 기반 구축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제작 특성 평가

-이종 합 박막의 PNR측정,데이터 분석 자기유발 감쇠 상 평가

- 성자 반사 이용 생체계면 측정 기반 구축

-생체막 계면 특성 구조 분석 연구

-생체막 단백질과 생체막과의 복합 구조체 분석 연구

○ 성자 산란을 이용한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동역학 연구에 용

-에 지 가변형 TAS1차 분 기 설계,제작 조립 시험

-최 의 시료환경 요건 설정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제작

-표 반강자성 분말 시료 회 상 측정,해석

-엇맞는 반강자성체 스핀 구조 연구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성능시험

-열 성자 격자 스핀 동역학 측정 기반 구축

-반강자성 상 계 분말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

-Thermal-TAS용 시료환경장치 제작

-반강자성 상 게 결정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

○ 단결정회 을 이용한 수소결합 구조,상 이 protonglass 상 연구

-강유 체 단결정 상온 측정 해석

-수소/ 수소 치환 단결정 상온/온도 실험 해석

-열운동 보정과 해석기법 개발 용

-수소결합형 혼합결정 제작 물성측정

-수소결합형 혼합결정 실온 측정 구조해석

-수소결합형 혼합결정 온 측정 상 이 연구

○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단결정 성장장치 설계 제작

-단결정 제조 물성 기 연구

-단결정성장 공정 확립

-단결정 제조공정 확립 물성 연구

○ 디지털 마이크로 성자래디오그라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정량 인 분석이 가능

하게 되었으며,국내 기업체 에 지 소자 연구에 활용

○ 핀홀을 이용한 성자 페이즈 상법 미분 상 상법에 한 기술을 개발.

재,노외조사시험 장치에 미분 상 상 장치 시제품을 일차 으로 구축

○ 고해상도의 픽셀형 성자섬 체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서 성자 섬 체의 자

체 기술을 마련

○ 고 정 측정 한 콤 턴 억제 감마선 분 시스템 구축 성능평가

(측정 불확도 30% 감,검출 민감도 최 2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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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지질표 시료 실제시료(우주식품,한약제재,육류,roaddust,토기,침

물)에 한 INAA/PGAA분석 DB구축과 통합분석 로그램을 개발

○ 지발 성자 계측 방사화 분석을 이용 U분석기술 개발 실제시료 분석 용

(환경 생물시료 분석에 용,분석소요시간 5분,정량한계 20ppb)

○ 산업재료 품질 리(폴리실리콘,흑연,SiC,보론강,표 물인증),환경오염( 기분진,

토양),보건(식품 필수 미네랄 독성원소),문화재(토기 산지분석)분야에 한

응용 연구 수행

○ 구축 인 하나로 냉 성자 방사화 분석 시설의 비 성능 평가

○ 상 으로 낮은 조사량이 요구되는 조사시험을 해 하나로 OR/IP조사공용 재

료캡슐 기술을 개발,OR5공에서 조사시험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활용

○ 고온조사 장치의 개발과 성능검증을 통해 다양한 열매체의 고온 활용성을 조사하

으며,Ti/Graphite이 열매체 캡슐을 개발하여 하나로에서 500℃ 700℃ 조

사시험을 수행하 고,고온시험용 LBE액체열매체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 핵연료

고온 조사시험을 하여 이 피복 핵연료 을 설계/제작/성능평가

○ 외국에서 량 수입하여 사용하는 압력용/변형용 LVDT 국산품을 설계,제작,특

성 시험하여 조사시험용 계장 센서 제작기술을 국산화

○ 조사 핵연료의 특성,핵연료 심온도,핵연료 표면온도,핵연료 내압,핵연료

길이 변화 열 성자속 등의 특성자료에 한 분석/평가기술을 개발하고,핵연

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 개선안을 도출

○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일체형원자로(SMART)설계 인허가에 필수

인 증기발생기 재질의 조사특성 자료 생산하여 제공하 으며,차세 원자로

(VHTR,SFR)용 재료/핵연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을 개발

○ 원자력의 첨단연구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성자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의 기반을 구축

○ 국가 원자력 장기 과제 국내·외 산·학·연에서 요구되는 조사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 향상을 통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조사시험을 지

원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하나로, 성자산란, 성자소각산란,산업응용, 성자 반사

율,편극 성자,반강자성,스핀구조,삼축 성자 분 장치,

강유 체, 성자 래디오그래피,수소연료 지,토모그라피,

상검출기, 상처리,페이지 상,정량화,픽셀형 섬 체,

비 괴 방사화 분석,즉발 감마선 방사화 분석,지발 성자

측정법,콤 턴억제 감마분 시스템,미량원소분석,품질보

증 리, 성자 조사,조사 캡슐,고온 조사,조사 자료,원자

력 재료/핵연료,미래원자력 시스템

어 HANARO, Neutron scattering, Small angle neu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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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tering, Industrial application, Neutron reflectivity,

Polarizedneutron,Antiferromagnetism,Spinstructure,Triple

Axis Spectrometer,Ferroelectricity,Neutron Radiography,

Neutron Image,FuelCell,Tomography,Imaging Detector,

ImageProcessing,PhaseImage,Quantification,PixelType

Scintillator Nondestructive Activation Analysis, Prompt

Gamma Activation Analysis,Delayed Neutron Counting,

Compton Suppression Gamma-ray Spectroscopy System,

TraceElementAnalysis,QualityAssuranceControl,Neutron

irradiation,Irradiationcapsule,Hightemperatureirradiation,

Irradiation data, Nuclear Fuel/Material, Future Nuclea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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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목

성자 응용기술 개발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이용한 성자과학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기 과

학 발 에 기여하고 산업에 응용함이 본 연구개발의 주목 이다. 성자과학연구 수행을

해 요구되는 성자 산란/ 상/방사화분석 장치와 조사시험을 한 시설과 장치를 개

발하여 구축하고 지속 으로 개선하며 이를 이용하기 한 기술을 개발하여 첨단의 연구

를 수행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증진시키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한

다. 한 하나로는 국가 거 과학 이용자 시설로서 국내외 이용자들이 첨단의 연구를 수

행하여 탁월한 기 과학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자력,에 지 등 다양

한 분야의 련 산업체가 요구하는 연구결과를 공 한다.

1.기술 측면

연구로를 기반으로 하는 성자 이용 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선진수 의 연구개

발을 수행하고 NT,BT,IT,원자력,환경,에 지 등 략기술분야의 수요를 충족시켜

첨단 신기술 개발을 진한다. 한 원자력시스템 개발의 핵심이 되는 핵연료 원자력

재료 개발을 한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원자력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2.경제․산업 측면

국가 략핵심기술과 연계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산학연이 력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신소재를 개발하며 실용화를 지원하는 시 지효과를 볼 수 있다. 차

세 원자력시스템 개발 지원으로 원자력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3.사회․문화 측면

원자력의 평화 이용과 타학제와의 융합연구로 원자력에 한 인식을 고취하

고 성자이용연구 선진화와 원자력기술 고도화로 원자력 선진국과의 등한 외교 력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Ⅲ.연구개발의 내용 범

성자를 이용하여 창출할 수 있는 단기 산업응용 연구와 장기 인 기 산업

응용 연구를 다양한 성자산란/ 상/방사화분석 장치와 조사시험 시설 장치를 이용

하여 수행한다.

성자소각산란,회 기술을 이용하여 재료 벌크물성 평가,실상황/실시간 측정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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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잔류응력 측정 분석,나노 석출물/기공 구조 정 평가 산업 응용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서 국가 산업 과학기술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성자 반사율 측정을 통한 나노자성 박막구조연구, 성자 산란을 이용한 반강자성

상 계 물질의 스핀구조 동역학연구,단결정 회 을 이용한 수소결합 구조 연구

성자산란용 결정시료 제조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고 성자 삼축 분 장치를 구축한다.

정량 성자래디오그라피 기술을 개발하여 수소연료 지 성능향상에 기여하 고,실

리콘 격자를 이용한 미분 페이즈 상기술을 개발하 다.

고 정 방사화 분석을 한 콤 턴 억제 감마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 평가를

하여 지질,생물표 시료와 실제시료의 분석에 용하여 지발/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

DB를 구축 통합 분석 로그램을 개발한다. 한 지발 성자 계측 방사화 분석기술도

개발,확립하여 융합 비 괴 방사화 분석시스템을 확립하고 산업 시료들에 한 다양한

응용연구를 수행한다.

하나로 노심 외곽 조사공을 이용하는 조사기술,고온조건 조사기술 미래원자력시스

템 개발용 조사시험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을 개선한다.

Ⅳ.연구개발결과

○ 성자산란을 이용한 산업재료 응용기술개발

국내 유일의 성자원인 하나로에 설치 완료되어 운 인 성자분 장치를 활용한

성자소각산란/회 기술을 이용하여 재료 벌크재료의 실상황/실시간 측정법 개발,집합

조직 잔류응력 측정/분석법 개발,SANS에 의한 나노 석출물/기공 구조 정 평가

산업 응용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서 국가 산업 과학기술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

는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방 -온도 시료환경장치 개발과 HEV용 리튬 이차 지의 열화 기구 리튬이온

도 기구 규명

-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해석 기술 개발 internalstrain/stress 측기술 개발

- 성자 잔류응력 측정 장치의 상시 측정 모드 구축 산업용 재료의 안 성 평가기

술 개발

-극 후 (80mm 두께)강재의 잔류응력 측정 해석 기술 개발

- 성자소각산란기술을 이용한 극 미세 (< 5nm)나노 석출물의 정량 분석기술개발

용 연구

- 성자소각산란기술을 이용한 자기조립 나노 구조체 생체 재료 연구

-편극 성자 발생기 제작 focusinglens를 이용한 편극 극소각 성자 산란 측

정 기반 구축

-PTA(ParticleTrackingAuto○radiography)에 의한 보론 분포 분석 표 화 기술 개

발 산업 용 응용 연구

-산학연 이용자들과의 력/공동 연구 강화,산학연 이용자의 기술지원,웍샵,훈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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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개최(국제 심포지엄 7회 개최,이용자 웍샵,훈련과정 교육 등 총 21회)

-연구 성과 발표 :국내외 논문 게재 69편 (SCI:65편),학술 발표 187회

-연구 성과 홍보 :10회

.세계 최 투과력 성자 비 괴 잔류응력 측정 장치 개발(2011.11.17):YTN Science인터뷰,

MBC,SBS,YTN뉴스 보도 등 20개 언론 매체 보도됨

○ 응집물질 구조측정 해석연구

-편극 성자 반사(PNR)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하나로 REF-V와 자석,스핀 반

기 편극기/해석기 등의 PNR구 기구들을 제어하는 통합 ICP를 개발하 다.냉

성자를 이용한 인가 자기장에 따른 장치편극율의 평가 결과 P>95%로 선진국 수 에

근 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자체 개발한 PNR기술을 이용하여 최근 MRAM 등의

첨단자기 기억소자의 재료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인 교환바이어스 박막 자성/

비자성 이종 합 박막 등에 하여 성자 반사율을 측정하고 인가자기장 조건에 따

른 자기구조의 변화를 성공 으로 분석하 다.

- 냉 성자를 이용한 최 의 생체계면 반사율 측정 기반 구축을 하여 EPICS와

SPEC를 기반으로 하는 Bio-REF장치 구동을 실 함으로써 반사율 측정이 가능하도

록 하 으며 표 박막 시료의 반사율 측정에 성공하 다. 한 생체막 계면 특성 연

구를 하여 Langmuir장치를 이용한 성자 반사율 측정 해석으로 Tat-펩타이

드 결합에 의한 세포막 상 이와 WALP의 길이에 따른 세포막 구조 특성변화를

성공 으로 평가하 다.

-하나로 RxST4수평공 지역에 국내 최 로 원자수 의 스핀 동역학 측정,연구가 가

능한 삼축 열 성자 분 장치를 개발,설치하 다.장치 설치 후 측정한 시료 치 성

자속은 ~5×108n/cm2/s으로 세계 최고 수 이었다.기존의 PG 이외에도 구리 단색기

결정을 제작함으로써 장치 측정능력을 확 하 으며,시료 교체 정렬이 용이한

top-loading방식의 온시료환경장치를 제작하 다.

-다수의 응집물질계는 CCR(ClosedCircuitRefrigerator)온도 이하,즉 2~4K 이하

의 극 온에서 다양한 상을 가지고 있다.이에 시료 치에서의 온도를 100mK 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도 자석에 장착할 수 있는 희석 냉동기를 제작하여 고자장과

극 온을 구 할 수 있도록 해주어,보다 경쟁력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표 분말 시료는 모두 이맞는(commensurate)반강자성 스핀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반

해,많은 자성 물질은 엇맞는(incommensurate)스핀 구조를 가지고 있다.엇맞는 반강

자성 스핀 구조는 최근 많은 심을 끌고 있는 자기 기 인(magnetoelectric)다강성

(multiferroicity)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자성 물질의 엇맞는 스핀 구조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요해지고 있다.4축 회 장치를 자성 물질,특히 반강자성 물질의 스핀 구

조 분석에 본격 으로 사용하기 하여 여러 반강자성 물질의 측정 데이터를 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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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자성 상 계 특성을 갖는 MnWO4, Mn0.9Co0.1WO4 시료의 스핀 동역학을 미국

NIST의 SPINS장치를 이용해 측정하 고,Ba0.5Sr1.5Zn2(Fe1-XAlX)12O22 단결정 시료의

스핀 동역학을 열 성자 삼축분 장치 BT9과 비행시간 분 장치 ARCS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그 결과 각각 Co도핑과 Al도핑에 의해 자기 이방성이 변화함을 확인하

다.

-강유 체 단결정을 상온에서 측정을 하여 구조 인 해석을 하고 수소/ 수소가 치환된

단결정을 상온 온에서 측정하 으며,구조 인 변화를 바탕으로 상 이에 한 연

구를 수행하 다. 한 양성자 도율이 높은 수소결합형 단결정에 해 실온 온

에서 성자 분석을 하 으며,열운동 보정을 통해 결합길이 변화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LiH2PO4에 한 구조 분석으로,결정구조와 물성간의 계를 밝혔고,열진동

분석을 통해 PO4사면체의 운동에 의해 높은 도율이 야기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혼합결정 시료의 온도에 따른 비열 측정과 온도 주 수에 따른 유 율 측정 결과

온에서 혼합결정의 상 이가 존재함을 확인하 다. 성자를 이용하여 일부 원자들의

열진동이 비정상 으로 크며 이것이 물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 다. 한 Rb-Tl혼

합결정 연구를 통해 최 로 온에서 protonglass가 형성됨을 확인하 다.

- 성자 산란용 단결정 성장장치를 자체 으로 설계하고 제작하 으며 장치 온도 균일

도는 20cm 구간에서 ±3°C 이었다.동 장치는 coldseeding뿐만 아니라 hotseeding

구 이 가능하므로 동종 seeding에 의한 물성 향상이 가능하다.

-Ca이 치환된 YBa2-xCaxCu3O7-d 도 단결정을 제조하고 상,미세조직 분석과 함께

임계온도와 포획자력 등의 단결정 물성 측정을 수행하 으며, 한 Ca 는 Mo을 첨

가하여 원소 치환 이차상 생성을 통한 물성 변화를 악하 다.

○ 디지털 마이크로 성자 래디오그라피 기술

-디지털 마이크로 성자래디오그라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정량 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동차 LG화학에서 본 기술을 활용하여 연료 지 이차 지의

상분석을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 다.

-고해상도의 픽셀형 성자섬 체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서 성자 섬 체의 자체

기술을 마련하 다.그 외,가독스 섬 체와 리튬 섬 체에 한 성능 분석을 수행하

다.

-핀홀을 이용한 성자 페이즈 상법 미분 상 상법에 한 기술을 개발하 다.

재 노외조사시험 장치에 미분 상 상 장치 시제품을 일차 으로 구축하 다.

-편극 상기술을 한 편극기 기 기술 연구를 수행하 다.편극 He-3에 한 편극기술

을 도입하여 기 실험을 수행하 다.

○ 산업 응용연구를 한 융합 비 괴 방사화 분석 기술 개발

-열 성자 방사화 분석의 고정도 측정을 해 콤 턴 억제 감마선 분 시스템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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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수법과 반 동시 계수법을 용한 동시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장치성능을 평가하

으며 측정 불확도는 30% 감,검출 민감도 최 2배를 개선하 음. 한 방사화 분석을

해 주로 사용하는 표 인 생물/지질표 시료를 선택,분석하고 우주식품,한약제류,

road dust,토기,침 물과 같은 실제시료의 분석에도 용하여 INAA/PGAA 분석

DB를 구축하 으며 향후 효과 인 분석법 활용을 한 통합분석 로그램을 개발함

-시료 에 존재하는 U과 열 성자와의 핵반응에 의해 방출되는 지발 성자를 계측하

여 미량의 U을 정량하기 한 장치, 로그램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환경 생물시

료 분석에 용하여 분석소요시간 5분 이내에 20ppb의 농도수 까지 신속,정확하게

정량 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확립함

-산업 시료들에 한 방사화 분석기술의 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산업재료 품질

리(폴리실리콘,흑연,SiC,보론강,표 물인증),환경오염( 기분진,토양),보건(식품

필수 미네랄 독성원소),문화재(토기 산지분석)분야에 한 응용 연구 수행함

-2012년 3월에 구축완료 정인 하나로 냉 성자 방사화 분석 시설에 설치 인 냉 성

자 즉발감마 측정 시스템과 표면분석 시스템에 하여 TRIM EGS코드를 이용한

산모사를 통한 비 성능 평가를 수행함

○ 조사기술 고도화 미래원자력 조사기술 개발

- 성자속이 낮은 OR/IP조사기술을 개발하 고,고온 조사시험을 한 재료/핵연료 캡

슐 설계 계장 요소기술을 개발하 다. 재까지 개발된 기술들은 원자력 안 과

련된 원자로 계속운 ,이용률 경제성 향상을 한 원자로 핵연료 개발과 련된

발 소 압력용기재료,원자로 구조재인 스테인리스강,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

연료(DUPIC),신형핵연료, 속핵연료,수출형 연구로 연구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에 활

용되고 있다.산업계에서는 두산 공업(구;한국 공업(주))은 압력용기,증기발생기,미

래형 고온재료의 설계 검증자료 확보를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사시험

을 수행하 다.한 원자력연료(주)(KNF)는 국산 핵연료의 설계 검증과 련하여 2006

년부터 다양한 핵연료 집합체 부품의 조사시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하나

로’에서 수행하고 있다.

-700℃까지의 재료 고온시험용 조사장치 련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고온용 이 열

매체 기술을 개발하여 하나로에서 700℃ 이상 고온성능 평가를 완료함으로써 고온 조

사시험용 캡슐기술 개발에 한 최 의 설계/제작/계장기술을 도출하 다.

-핵연료 고온 조사시험을 한 이 피복 핵연료 과 조사장치를 설계하고,제작하 다.

이 피복 핵연료 에는 핵연료 소결체의 심온도와 내부피복 온도를 측정하는 계장

기술이 용되었고,이 피복 사이의 가스 gap에 헬륨가스를 채워 고온 조사시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 다.이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이 계장 핵연료 제작기술과

가스 gap크기와 가스 혼합비에 의한 온도 변화 특성 연구 결과 등이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온 조건에서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한 기 기술을 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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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량 수입하여 사용하는 압력용/변형용 LVDT의 국산 시제품을 설계,제작하

고 특성 시험을 수행하여 우수한 성능 품질을 확인하여 원자력 기술 선진국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조사시험용 계장 센서 개발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으며 고가의 LVDT를

국산화하여 외화를 감하게 되었다.시제품을 제작하기 하여 각 부품의 열처리,

라즈마 코 ,용 조건,조립 차, 코일 권선방법 등의 조건들을 수립하고 련 기술

을 확보하 다.

-핵연료 조사시험 측정하는 핵연료 심온도,핵연료 표면온도,핵연료 내압,핵연

료 길이 변화 열 성자속 등의 특성자료에 한 분석/평가기술을 개발하고,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 개선안을 도출하 다.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일체형원자로(SMART)설계 인허가에 필수 인

증기발생기 재질의 조사특성 자료 생산하여 제공하 으며,차세 원자로(VHTR,SFR)

용 재료/핵연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을 개발하 다.

- 성자 조사기술의 첨단 재료 개발 연구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성자를

이용한 도체, 학 자기재,반도체 등 신소재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 다.

Ⅴ.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범국가 인 기 ㆍ원천 분석 기반 연구시설로서 하나로와 산학연 연구자들 간의 소통

을 통한,즉 하나로이용자 의회, 문연구회 타 연구사업과의 유기 력체제 구

축으로 상호 공동연구/기술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효율 으로 구성과를 확산하며,

국내의 산업체 연구 그룹과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질 산업 응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술개발을 시도한다.본 사업에서 개발한 기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산업 응용

기술 개발 내용으로 확 하고,기존의 성자 산란장치 외에 냉 성자 연구 기반 시설

에서 개발된 성자 소각산란 장치들의 장치 운 최 화 이를 이용한 차세 에

지 장재료,원자력,항공우주,나노,생체 연구 분야를 더욱 확 한다.

-집합조직,잔류응력,나노 석출물,다상분율 측정 등 성자 산란의 산업 응용을 확

하고,물질내의 미시 /거시 구조물성 연구를 통해 녹색기술,친환경에 지,기

과학,원자력 재료 등의 안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 성자를 이용한 미래 녹색기술,친환경에 지 장,원천 나노/바이오 기술 개발 신

는 원자력,자동차,철강 산업 등 기간 주력 산업의 기술 고도화에 따른 국가 과학기

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활용한다.

-REF이용 PNR기법은 첨단 기억소재로 리 이용되는 스핀트로닉스 분야의 나노 자

성 박막의 구조 연구 자의 스핀을 이용하는 첨단 소재 분야에서 계면의 특성 향

상에 활용

- 성자 반사를 이용한 생체계면 측정,해석 기법은 생체 에 지 환을 한 바이오

칩 고효율 에 지 환 연구에 활용한다.

-열 성자 삼축 분 장치(TAS)는 포논,스피논과 같은 물질의 들뜸 상 측정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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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 연구에 활용한다.

-반강자성 상 계 연구는 극한 조건에서 도체 등의 스핀 구조 해석에 활용하며

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연구는 연료 지의 해질 물질로 사용가능한 수소결합형

물질과 유 체 연구에 활용한다.

-단결정 성장 장치의 제작과 성장 공정 확립을 통한 지속 인 성자 산란용 단결정

시료 성장으로 국내 성자 이용 연구 수 향상에 기여한다.

-정량 성자 상분석기술을 활용 연료 지,이차 지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할 정.

- 성자 미분 상 상법을 기강 의 자기구역 찰 등 자성재료 등에 활용할 정

으로 있음.

-국가 형 연구 시설의 효율 운

1)‘하나로’이용시설 활용 극 화와 기간투자효과 달성

2)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효과 수용도 증진

3) 성자 응용 기술의 산업기여를 통해 국가 산업의 발 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비 괴 미량 분석법으로서의 활용도 제고

1)Bulk 시료를 비 괴 분석하는 분석 기술로 화학 분석법들(ICP-OES,ICP-MS,

ID-MS)등과 상호 보완 분석법으로 활용

2)XRF,PIXE와 같은 다른 비 괴 분석법과의 비교연구

-기 응용연구를 한 융합 방사화 분석기술의 활용 방안

1)환경,산업재료 생명 공학 시료 의 유해원소,미량성분의 분석

2)CRM의 인증 개발을 한 유해원소 특정성분의 분석

3)지구과학 시료 의 U분석 모니터링

4)자연과학 문화재 분류 기법에 활용

5)다양한 산업용 시료의 품질보증 리

-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은 상 으로 낮은 성자속과 조사량이 요

구되는 조사시험에 활용되어 다양한 조건의 이용자 조사시험을 가능하게 하 다.해당

기술은 향후에도 국내원 사용재료의 안 성/건 성 평가를 한 조사시험에 활용하

며,수집된 자료는 원자력발 소 안 성 건 성 평가에 활용될 정이다.

-계장센서의 국산화 핵연료 특성자료에 한 분석/평가기술 개발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 개선안은 하나로에서의 핵연료 조사시험의 정확성 신뢰성을 향상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인 일체형원자로(SMART)설계 인허가에

필수 인 증기발생기 열 재질인 Alloy690의 조사특성 자료 생산 기술은 수출용

연구로 핵심재료의 조사취화 특성자료 생산에도 활용될 계획으로 있다. 한 성자

이용 조사기술 고도화로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험변수를 다양화하여 상용원자

로 압력용기(RPV) 정 요업재료의 조사시험뿐만 아니라 도체 신기능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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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조사시험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차세 원자로(VHTR,SFR,FusionReactor등)의 경우 가동조건이 고온/고부식 환경

이므로 이와 련된 조사시험 기술에 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고온조건 조사 기술 미래원자력시스템용 조사 요소기술 개발은 수소생산용 고온

가스로,소듐냉각고속로 핵융합로 등 차세 원자로 개발 계획과 하게 연계되어

있으며,단기 으로 수소생산용 원자로(VHTR) 소듐냉각 고속로(SFR)의 핵연료

첨단재료 개발연구와 핵융합로용 후보재료에 한 성자 조사효과 연구등에 활용하기

해 기술 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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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ProjectTitle

DevelopmentofNeutronScienceandTechnology

Ⅱ.ObjectiveandNecessityoftheProject

Themainobjectiveofthisprojectistocarryouttheneutronscienceresearch

usingtheonlyresearchreactorinKorea,HANARO andtocontributetothenational

basicsciencedevelopmentandtoapplytheoutcometotheindustry.Onthispurpose,

the neutron scattering,imaging,and activation analysis instruments forneutron

scienceresearchandirradiationfacilityandcapsulesshallbeinstalled,manufactured,

andcontinuouslyupgraded.Theutilizationtechnologyisdevelopedandtheadvanced

research iscarried outtopromotethenationalR&D capability and toraisethe

nationalcompatibilityonscienceandtechnology.Asanationalmegascienceuser

facility,thisprojecthelpstheworldwideuserstoperform theadvancedresearchand

createtheoutstanding basicscienceresearch outcomeand providestheresearch

outcometotheindustriesregardingnuclearandenergy.

1.Technicalaspects

Securing coretechnologiesin reactorbasedneutron science,wecarry outthe

leading R&D,fulfillthedemandofstrategictechnology inNT,BT,andIT,and

promotetheadvancednew technologydevelopment.Weperform theirradiationtest

forthedevelopmentofnuclearfuelandmaterialwhichisthecoreofnuclearsystem

developmentandsecurethenuclearoriginaltechnology.

2.Economicalandindustrialaspects

Regarding nationalstrategiccoretechnology,by enhancing thecompatibility of

nationalscience & technology with the co-operation ofindustry,academy and

researchinstitute,wecontributetocreate new industry,developnew material,and

helptocommercializetheoutcomeproducingsynergyeffect.Bytheprovisionofnext

generationnuclearsystem developmentservice,wecontributetoenhancethenational

compatibilityofnuclearindustry.

3.Socialandculturalaspects

By thepeacefuluseofnuclearpowerandthefusion among variousresearch

fields,thepublicacceptanceonnuclearpowerbecomepossitive.Theadvancemen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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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utilization research andnucleartechnology contributetoenableequivalent

diplomaticco-operation.

Ⅲ.ScopeandContentsoftheProject

Usingvariousneutronscattering,imaging,andactivationanalysisinstrumentsand

irradiation facility andcapsules,theshort-term industrialapplication andmidand

long-term basicsciencewithneutronsiscarriedout.

Inthisregard,weproposetheutilizationoftheneutronscatteringanddiffraction

techniques to the study ofphysical,mechanicalmaterialproperties in industrial

components:Theprogram buildsuponthefollowingkeytechnicaltasks:(i)in-situ

observationsofthephysical/mechanicalpropertiesinbulkstructuralmetalsandalloys,

(ii)Applicationtechniquedevelopmentofthein-situ/real-timemeasurementtechniques

forgreen industry,(iii)textureand macroscopicmaterialanisotropy analysisand

program developments,(iv)in-situdeformationtexturemeasurementandthestudyon

macro-anisotropy,(v)constructedthereliable,continuousautomaticsystem ofthe

residualstressinstrument,(vi)achievedtheconsistentexperimentalresultsfrom the

largescaleengineering components(thicknessmorethan50mm),(vii)small-angle

neutronscatteringmeasurementsandstructureanalysesofnano-sizestructure,pores,

precipitatesanddefectsusingworld-classfacilitiesinHANAROatKAERI.

Thenanomagneticthin film structurestudy using neutron reflectometry,spin

structure and dynamics study using neutron scattering,hydrogen combination

structurestudy using singlecrystaldiffraction were carried out.The triple-axis

spectrometerhasbeeninstalled.Also,anew growthfacilityofsinglecrystalhas

beendevelopedtosupplycrystalsfortheneutronscatteringexperiment.Wehave

contributedtotheperformanceenhancementofhydrogenfuelcellbythedevelopment

ofquantitativeneutronradiographytechnologyanddevelopedthedifferentialphase

imaging technology using silicon grating.To perform precise neutron activation

analysis,aComptonsuppressedgamma-rayspectroscopysystem isinstalled.Through

theanalysisofactualsamplesaswellasgeologicalandbiologicalreferencematerials,

performance testis carried out.Webuild up analyticaldata baseand develope

integratedanalyticalprogram forINAA/PGAA.InadditiontoINAA/PGAA,activation

analysisbydelayedneutroncountingisdevelopedandestablishedandavarietyof

applicationstudiesforindustrialsamplesareexecuted.Theanalysisandevaluation

technologyoftheirradiationcapsuletestinHANARO forthecommercialandfuture

nuclearreactorsystemsis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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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ResultsoftheProject

○ DevelopmentofIndustrialApplicationTechniquesbyNeutronScattering

Significantprogresshasbeenmadeduringtheperiodofthecurrentproject.Most

ofall,wedevelopedaneutrondiffractionmeasurementtechniquesanddataanalysis

methodology,which can be applicable to the various issues and problems in

industriousapplicationsandengineering.Themainresultsoftheprojectfollow:(i)

developmentofthecharging/dischargingandtemperatureenvironmentequipmentand

investigationofthedegradationphenomenonoftheLi-ionbatteryinHEVapplication,

(ii)developmentofin-situ texture measurement/analysis technique and internal

strain/stressprediction program,(iii)constructed thereliable,continuousautomatic

system oftheresidualstressinstrument,(iv)achievedtheconsistentexperimental

resultsfrom thelargescaleengineeringcomponents(thicknessmorethan80mm),(v)

obtained quantitativestructuralanalysis results ofthe ultra-nano scale(< 5nm)

precipitates using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vi) study on self-assemble

nano-super-structure materials and bio-materials using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vii)constructed thepolarized and ultra-smallangleneutron scattering

measurementsystem using neutronpolarizerandfocusing lens,(viii)providedthe

standard ofthedistribution oftheBoron in steelsusing PTA (particletracking

autoradiography)method.This results have been published in the peer-reviewed

papersin69timesincluding65SCIpapersandpresentedinnational/international

workshopsin187times.Besides,weprovidedvariousopportunitiestomanyindustrial

andacademicusersandresearchersbyopeningthetrainingprograms,symposiums,

workshops,andspeciallessonprogramsin21times.

○ NeutronResearchonCondensedMatter

TheintegratedICPwasdevelopedtooperatetheHanaroREF-V andtocontrol

thePNR system includingelectromagnet,spinflipper,polarizerandanalyserfor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the polarized neutron reflectivity technique. The

polarizationrateusingacoldneutronasafunctionofappliedmagneticfieldwas

obtainedtobeP>95%,whichisthebestlevelintheworld.Theneutronreflectivity

measurement was conducted for exchange bias and magnetic/non-magnetic

heterojunctionthinfilm,whichareextensivelyinvestigatedforhigh-techmagnetic

memorydevice(i.e.,MRAM)andtheirmagneticstructurechangewasanalyzedasa

functionofappliedmagneticfield.

"EPICS"and"SPEC"-basedBio-REFinstrumentalsystem enablestomeasurethe

neutronreflectivityatthebio-interfaceusingacoldneutron.Thestandard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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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characterized using this instrument. Moreover, the neutron reflectivity

measurementusing Langmuirtrough wasperformed to investigatetheinterfacial

propertiesofbio-membranes.TheTat-peptidebinding-inducedphaseseparationof

cellmembranesandtheeffectofthelengthofWALPonthestructureandproperty

changeofcellmembraneswereinvestigated.

Thethermaltriple-axisspectrometerwasdevelopedandinstalledatthehorizontal

beam portST4oftheHANAROreactorforthefirsttimeinKorea,therebyfacilitating

themeasurementofspindynamicsattheatomiclevel.Theneutronfluxmeasuredwas

~5×108n/cm2/satthesampletableonparwiththebestinstrumentsintheworld.Cu

monochromatorcrystalsweregrowntoaugmenttheexistingPG monochromatorto

enhancethemeasurementcapability.A low temperaturesampleenvironmentwitha

top-loadinginsertwasfabricatedforeaseofuseandalignment.Theseeffortwould

greatlyextendthecurrentcapacityoftheinstrument.

Cryomagnetsplayasignificantroleinneutronmagneticscattering.Usuallynew

magneticphasetransitionisobservedatextremelylow temperatures.Therefore,itis

importanttohaveaccesstothosetemperaturestostudy magnetism.Thenewly

acquired cryomagnetwasfitted with thedilution refrigeratorthatcan bring the

temperaturebelow 100mK.Thisnew sampleenvironmentwillbeusedtoexpandthe

horizonofthemagneticneutronscatteringresearchatHANARO.

New materials usually come in the form ofpowders.Hence deducing spin

structurefrom powdersampleshavelongbeenunderdevelopment.Wehavecarried

outspinstructuremeasurementandanalysisbyusingtheHighResolutionPowder

DiffractometeratHANARO.Goodquality singlecrystalsallow usmoreprecise

determinationofitsspinstructurethroughneutronmagneticscattering.TheFour

CircleDiffractometeratHANARO isusefulinthispurpose.Wehavemeasured

variousantiferromagneticallyspinsystemsforthespinstructureanalysis.

SpindynamicsofMnWO4andMn0.9Co0.1WO4 with antiferromagneticcorrelations

weremeasuredusingtheSPINSinstrumentattheNIST inUSA andspindynamics

ofBa0.5Sr1.5Zn2(Fe1-XAlX)12O22 singlecrystalsampleweremeasured on theBT9of

NIST andARCSofSNS.Asaresult,magneticanisotropywasseentochangewith

theincreasingdopingofCoandAlinthesematerialsrespectively.

AnotherferroelectricsinglecrystalKDCO3,whereD replacesH wasmeasuredat

room temperatureandatalow temperature.Weinvestigatedthehydrogen-bonded

ferroelectric'slow temperaturestructureandphasetransitionthroughthecrystalline

structureanalysis.ThestructuralmeasurementforLiH2PO4elucidatethemechanism

ofcorrelationsofthecrystalstructureandphysicalproperties.Theresultsof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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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ationanalysisshowedthattheconductivitywasdramaticallyincreaseddueto

motionofthePO4tetragonalstructure.

From theresultsofthespecificheatmeasurementofmixedcrystalsasafunction

oftemperatureandthedielectricconstantmeasurementasafunctionoftemperature

andfrequency,wefoundthatthephasetransitionofmixedcrystalsoccursatlow

temperature.Weinvestigated theeffectofabnormalthermalvibration ofspecific

atomsonthephysicalproperties.Furthermore,Rb-Tlmixedcrystalformsaproton

glassatlow temperature.

The superconductor single crystalofYBa2-xCaxCu3O7-d was prepared by Ca

substitution.We investigated the physicalproperties ofsingle crystalsuch as

nano-structuremeasurement,criticaltemperatureandcapturemagneticforceaswell

aseffectofatomicsubstitutionandthesecondphasebyaddingCaorMoontheir

physicalproperties.

○ DigitalMicroNeutronRadiographyDevelopment

- Developmentofdigitalquantitative neutron radiography make itpossible to

quantitativelyanalyzethewatermanagementinfuelcellsandlithionionmigration

in lithium ion batteries.The developed technology is now being utilized by

domesiticindustrialcomplieslikeHyudai-KiamotorsandLGchemicals.

- Pixellatedhigh reolustion neutron scintillatorshavebeen investigatedandthe

in-housetechnologyhasbeenestablished.Inaddition,severalperformancetests

onGd-basedandLi-basedneutronscintillators.

-Neutronphaseimagingtechnologybasedonpropagationmethodandsilicongratings

havebeendevelopedandtheprototypesystem hasbeeninstalledattheENF of

HANARO

-Basicstudyonthepolarizersfortheneutronimaginghasbeenperformedandkey

elementaltechnologiessuchasnuclearmagneticresonancetestandneutronbeam

polarizationtestshavebeenestablishedfortheuseofpolarizedHe-3.

○ Development of Integrated Nondestructive Activation Analysis for

IndustrialApplication

-Fortheaccuratemeasurementofgamma-raysfrom thermalneutronactivation

analysis,a Compton suppressed gamma-ray spectroscopy system is installed.

PerformanceoftheCompton system isevaluated by simultaneousmeasurement

usingnormalandanti-coincidencecounting.Measurementuncertaintywasreduced

to30% anddetectionsensitivitywasenhanceduptotwotimes.geologic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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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referencematerialsthatisfrequentlyusedforNAA,werechosenand

analyzedforperformanceevaluation.Actualsamplessuchasspacefoods,oriental

medicine,roaddust,potteriesandsedimentwereanalyzedanddatabaseofthe

resultswasaccumulated.Anintegratedanalyticalprogram forINAA/PGAA was

developedfortheeffectiveutilization.

-Delayedneutronmeasurementsystem wassuccessfullyinstalledandananalytical

techniqueforUdeterminationwasestablished.Environmentalandbiologicalsamples

were analyzed by DNAA.This fast and effective system for U analysis

demonstratedthat20ppbofUinthesamplescanbedeterminedinfiveminutes

- To affirm applicability ofneutron activation analysis for industrialsamples,

application researcheswerecarriedoutin termsofquality controlofindustrial

materials(polysilicon,graphite,Sic,boronsteel,certificationofreferencematerials),

environmentalpollution(airdust,soil),humanhealth(essentialmineralsandtoxicmetals

infoods)andculturalheritage(provenancestudyforvariouspotteries

- Cold neutron activation station willbe builtup in March,2012.Preliminary

performanceforcoldPGAA andNDPwasevaluatedbythesimulationusingTRIM

andEGScode

○ ImprovementofIrradiationTechnologyandDevelopmentofNew Material

byUsingNeutron

1.DevelopmentoftheirradiationtechnologiesintheOR/IPHolesofHANARO

1)Review fortheirradiationrequirements,demandandtestplan

2)Designofthecapsule/controldeviceforirradiationatOR/IPholes

3)Utilizationofthecapsule/controldeviceforirradiationatOR/IPholes

4)PerformancetestofthecapsuleforirradiationatOR/IPholes

2.Developmentoftheessentialtechnologiesfortheirradiationathightemperatures

1)Improvementanddesignofthestructureofmaterialirradiationcapsule

2)Feasibilityreview ofthehigh-temperaturethermalmedia

3)Developmentofthefabricationtechnologyofirradiationcapsule

4)Basicexperimentforthehigh-temperaturethermalmedia

5)Performanceverificationofthehigh-temperatureirradiationcapsule

6)Developmentofthecapsuleforthehigh-temperaturedoublecladdingfuelrod

7)Designofthehigh-temperaturecapsule

8)Performancetestandanalysisofthehigh-temperatureinstruments

9)Fabricationofthehigh-temperatureirradiationcapsule

10)Review forsafetyofthehigh-temperatureirradiation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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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Performancetestatout-pilefacilityofthehigh-temperatureirradiationcapsule

12)Irradiationtestathightemperature(max.700℃)

13)Analysisoftheirradiationdata

3.Improvementoftheinstrumentationtechnologiesformeasurementoftheirradiation

characteristics

1)Review forlocalizationoftheinstrumentsformeasurementoftheirradiation

characteristics

2)Developmentof thedomesticprototypesoftheinstrumentsformeasurementof

theirradiationcharacteristics

3)Performancetestofthedomesticprototype

4)FabricationoftheradiationresistantLVDT

5)DesignoftheinstrumentedfuelrodequippedwiththeradiationresistantLVDT

6)DesignandfabricationofthecapsulewithLVDT

7)FabricationofthecapsuleforperformancetestoftheradiationresistantLVDT

8)In-coretestoftheradiationresistantLVDT

9)AnalysisofneutronfluenceofF/M andaccuracyofnew F/M

10)Designandfabricationofthecomplexlaserweldingmachineandchamberfor

high-temperaturematerial

11)Post-irradiationsafetyevaluationofthecapsuleinstrumentsforhigh-temperature

irradiation

4.Developmentofthetechnologiesforanalysisofthefuelirradiationmeasurement

data

1)Analysisandevaluationofthemeasurementdataoffuelirradiation

5.Developmentofirradiationtechnologyforfuturenuclearreactorsystem

1)Design,fabrication and irradiation testofthecapsuleforirradiation ofthe

SMARTsteam generatortubematerial

2)Developmentoftechnologiesforirradiation ofVHTRRPVmaterial

3)Developmentoftechnologiesforirradiationofthecoatedparticlefuels

4)Developmentoftechnologiesfortheirradiationcapuleofliquidthermalmediafor

SFR

5)Conceptualdesignof technologiesformeasuringthetemperaturesofSFRfuel

6)Investigationoftheweldingconditionofthedoubletubeforirradiationtestand

inspectionofweldingperformance

7)InvestigationoftheweldingconditionofthemetalfuelcoreforSFRirradiation

testandinspectionofweldingperformance

6.Developmentoftheessentialtechnologiesofthesuperconductorsforthe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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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quipmentsusingneutronirradiation

1) Fabrication of superconductors and evaluation of the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beforeirradiation

2)Irradiationofsuperconductors

3)Review ofirradiationtechnologyoftheprototypeofbulksuperconductor

4)Fabricationoftheprototypeofbulksuperconductorandtheirradiation

5)FabricationoftheprototypeofMgB2 bulksuperconductorandinvestigationof

theirradiationeffect

7.Generationofpara-magneticdefectcenterinthesolidstatebyneutronirradiation

anditsapplicationfornew materialdevelopment

1)Generationoflatticesdefectbyneutronirradiationandanalysisofthedefect

2)Examination ofcharacteristicsofthelatticedefectby neutron irradiation of

organiccompoundsandnonmetalinorganicmaterial

3)Examinationofcharacteristicsofthelatticedefectbyneutronirradiationofmetal

oxidematerial

4)Designofthenano-latticedefectbyneutronirradiationanddevelopmentofthe

analysis

5)Examinationoftheirradiationeffectofoptical/elector-maneticmaterials

6)Review forindustrializationofneutronirradiation

8.Studyonthesuper-conductorsandthetransistormaterialsbyneutronirradiation

1)Analysisoftheelector-magneticcharacteristicsofsuperconductorsbyneutron

irradiation

2)Examinationofmechanism forpropertieschangeofsuperconductorsbyneutron

irradiation

3)Fabricationoftheoxidefilm transistormaterial

4)Examination ofproperties change by photon irradiation on the oxide TFT

material

5)StudyforZTO/ITOBi-layerTFT

6)StudyforthedopingeffectonZTOoxidesemi-conductors

9.Supportoftheirradiationworksfortheusersfrom researchinstitutes,universities,

andindustries

1)Studyonimprovementofirradiationtechnologies

2)Utilizationandsupportofirradiation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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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ApplicationsfortheResultsoftheProject

TheneutroninstrumentsandfacilitiesatHANARO,whichistheuniqueneutron

sourceinKorea,havebeenwidelyopenedtotheanyusers.Thesuccessfulresultsof

thecurrentprojectconfirmedthattheneutronscienceandfacilitiesareveryattractive

methodstoproducethefruitfulresearchresultsandcreatetheclosecollaborations

amongindustrial,academic,researchinstitutes'researcherandengineers.

Thisprojectisrelevanttothegoalofthenationalindustrialandbasicscience

purpose,as itleads to a noveluse ofneutron scattering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sofmaterialsbehaviorsuchascleanenergyandenvironments,nano/bio

science,nuclearpowerplants,andautomobile/steelmakingcompanies.Weexpectthat

theresultsofthecurrentprojectcanstrengthenthenation'spositionasaleaderin

neutron sciences and research fields of the materialscience and engineering.

Furthermore,thecurrentresultsandneutronfacilitieswillbemorebasic,benefit,and

complementary methodswhen theunique"cold"neutron sourceand facilitiesare

launched.

ThePNR techniqueusing a REF wasemployed to investigatethemagnetic

nano-thin films forthe high-tech memory device application in the spintronics

researchfieldandtoimprovetheinterfacialpropertiesofspinelectronintheareaof

cutting edge new materialdevelopment.The neutron reflectivity method forthe

bio-interfacemeasurementwasappliedtothedevelopmentofthebio-chipandthe

energyconversionbio-system withhighefficiency.

The triple-axis spectrometeris a vitaltoolin investigating the fundamental

aspectsofmaterialproperties.Sincematteristhebasisofmoderncivilization,having

accesstothisinstrumentasanationalresearchinfrastructureisasignificantboost

tothenation'sscientificcapability.Thisisexpectedtoenhancethescientificand

technologicalcompetitivenessandeventuallythequalityoflife.

Magneticmaterialsarenotonly interesting in economicsensebutalso asa

system thatshows quantum mechanicalbehavior.Spread ofquantum mechanical

world-view among publicwillleadtoafundamentalchangeinthesociety:from

instinctthatwerebasedontheclassicalview oftheworldtoreason.

Hydrogen-bondedmaterialsthatshowshighprotonconductivitymightbeusedin

fuelcells.Notethatthegovernmentplanstoinvest470billion won by 2011in

hydrogenfuelcellalone.Fossilfuelcreatesseriouspollution.Besides,itsreserveis

dwindling,makingitcostlytoproduceenergy.Hydrogen,incomparison,ispollution

freeandmightbeusedasanalternativeenergysource.Therefore,itisimportantto

understandhydrogeninhydrogen-bonded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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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ofanew singlecrystalgrowthmethodfortheneutronscattering

measurementvia the fabrication ofinstruments for single crystalgrowth and

establishmentofthegrowth method willcontributeto upgradeutilization ofthe

neutronfacilityinKorea.

Thedevelopedquantitativedigitalneutronradiographytechniquewillbeutilized

by domesticcompanieslikeHyundaiorLG fortheirresearch on fuelcellsand

lithium ion-batteries.The developed differentialphase imaging technique willbe

utilizedasameasurementoptionfortheplannedcoldneutronphaseimagingsystem

incoldneutronresearchlaboratoryofHANARO.

Effectiveoperationofnationalhugeresearchfacility

1)maximizationofHANARO facilities'applicationsandachievementofbasically

importantinvestmenteffect

2) Enhancement of advertisement effect to public with respect to peaceful

utilizationofnuclearenergyandpublicacceptance

3)Industrialdevelopmentandenhancementoflifequalitythroughthecontribution

tonationalindustryofneutronscience

Enhancementoftheapplicabilityasanondestructivetraceanalyticalmethod

1)Application ofa supplementary technique with chemicalmethods(ICP-OES,

ICP-MS,ID-MS)asaanalyticaltoolforbulksamples

2)Inter-comparisonstudywithothernondestructivemethodslikeXRF,PIXE

Applicationsofintegratedneutronactivationanalysisforbasicandappliedstudies

1)Analysisofhazardousand traceelementsin environment,industry and life

sciencesamples

2)Certificationofreferencematerials

3)MonitoringofUinthesamplesofearthscience

4)Applicationtoclassifyculturalheritagewithnaturalscientificmethod

5)Qualityassuranceandcontrolforavarietyofindustrialsamples

Theresultsofimprovementofirradiationtechnologyanddevelopmentofirradiation

technologyforfuturenuclearreactorsareexpectedtobeappliedasfollows.

Contribution to improvement of Irradiation Technology and the self-supporting

irradiationtechnology

1)Establishmentoftheproductiontechnologyfortheirradiationdataof

material/fuel

2)Establishmentoftheinstrumentationtechnologyformeasuringtheirradiation

characteristicsofmaterial/fuelandtheanalysistechnologyofmeasureddata

3)Independenceandexportoftheirradiation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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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ofsafetyofthedomesticnuclearpowerplantsandcontributiontotheir

continuousoperation

1)Developmentofvariousmaterial/fuelirradiationtechnologiesandsupportof

manyusers

2)Developmentandutilizationofthelongterm irradiationtechnologyandsupport

ofcontinuousoperationofNPP

3)Developmentandutilizationofanalysisofthein-situirradiationdata

Utilizationtodevelopmentofmaterial/fuelforthefuturenuclearsystem

1)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high-temperature material irradiation

technologyforfuturenuclearsystem

2)Utilizationofthehigh-temperaturecoatedparticlefuelirradiationtechnologyfor

developmentoffuturenuclearsystem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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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연구개발의 목

하나로를 이용한 첨단 성자 이용 기술 개발 응용 연구를 통하여 성자 과학연구

의 국가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을 목 으로 한다.

가. 성자 산란을 이용한 산업 응용 분석 기술개발 산업 용기술 개발

나. 성자 반사이용 나노박막구조 측정,해석연구

다.마이크로 성자 래디오 그래피,정량화 격자 미분 페이지 상 기술 개발

라.산업 시료 의 미세/미량 원소 정량을 한 융합 방사화 분석 시스템의 개발

마.고온조건 조사기술 계장/분석기술 개발

2.연구개발의 필요성

가.기술 측면

○ 하나로 성자분 장치를 이용한 산업 응용도가 높은 시료환경장치 In-situ측정

기술개발

○ 성자 산란 연구역량과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재료 개발 공정 신 신 재료 개발

○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와 동역학 측정,해석 기술은 스핀의 구조와 동역학을 연구

하는 강력한 도구임.

○ 국내 최 로 세계 수 성자 비탄성 산란장치(열 성자 삼축분 장치,Thermal

TAS)의 개발로, 성자를 이용한 응집물질 내의 동역학 연구의 인 라 구축과 기술개

발의 견인차가 됨.

○ PNR(편극 성자 반사)기술은 첨단 자기 기억소재 등의 표면 해석에 강력한 수단임.

○ 강유 체의 수소결합구조,동 원소 치환에 따른 구조 해석 등은 성자만이 가능한

기술임.

○ 도,자성물질의 단결정 시료에 한 성자 산란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원자와 자

의 거동에 한 이해와 기구의 규명.

○ 연료 지는 소형으로는 직 메탄올 연료 지,운송용으로는 고체연료 지,발 용으

로는 고체형 연료 지 등이 개발단계가 완료되어 2005년도 실용화 단계에 어들고

있다.따라서 연료 지 등의 특성에 맞는 실용화 기술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미국 등은 자동차회사,가 업체,에 지 정유회사 등이 국립연구소등의 거 연구시

설들과 력으로 신뢰성 확보 실용화 기술에 앞장서고 있다.미국의 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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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와 NIST은 공동으로 20MW 원자로에 성자 상장치를 설치하여 연료 지

의 연료 생성물의 거동을 가시화하여 실용화 기술에 이용되고 있다.그러므로 이러

한 국가 거 시설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이용하여 실용화 기술 개발로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세계 2~3 의 연료 지 기술보유국 진입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2000년

들어 수소연료 지의 물 리를 해서 성자 상기법은 필수 인 도구로 인식되어

졌음.기존의 2차원 분석법에서 3차원 분석법으로 확장을 하여 분석하는 분석기법

이 산업 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함.

○ 응용분야에 따른 표 팬텀제작이나 조 기법 등을 통한 상기법을 개발하여 신뢰도

높은 정량 인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요함.더불어 성자토모그래피기법의 상

화질 아티팩트를 개선하여 상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흡수계수율뿐만 아니라 산란길이를 측정하는 격자형 미분 상 상기술을 토모그래피

기법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소각산란에 한 상을 얻을 수 있는 다크필드 상기

법은 새로운 개념의 상기법으로서 앞으로 신 응용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재 성자 상기법이 가지는 해상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고해상도의 성자

상섬 체의 개발이 매우 요함.연료 지의 물 분포 로 일이라든지 기 강 의

자기도메인의 스 일은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분해능을 요구하고 있음.

○ 원자로의 성자와 핵반응을 이용한 방사화 분석 (RadiochemicalNAA,Instrumental

NAA,EpithermalNAA,Promptgamma-ray AA,DelayedNAA)기술은 1936년에

Y2O3 의 Dy측정 분석에 사용된 이후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에서 요한 역할을 수

행하 으며 재는 세계 250여 기 연구로(IAEA Rep.‘01)의 1/3에서 부분 NAA 기술

을 이용하고 있다.최근에는 고출력의 원자로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 열 냉 성

자를 이용한 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 기술(PGAA)을 개발,정립 하여 산업 활용도

를 제고하고 있음.

○ NAA기술은 범 한 용성과 선택성으로 지질 물탐사,인체보건/ 양연구,환경오

염 측,고 순도 재료 품질 리 보증,표 물 제작 시험 분야에 응용되는 극미

량 성분의 비 괴 정량 분석 기술로서 국제표 시험 차(ISO/IEC-17025)를 용한

다양한 측정분석기법과 시험검사인증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

○ NIST(미국),MissouriUniversity(미국),TheuniversityofTexasatAustin(미국),

DalhousieUniversity(캐나다),IRI(네덜란드),JAEA(일본),AtomicInstituteofthe

AustrianUniversity(오스트리아)등 선진국의 방사화 분석을 수행하는 기 에서는 기

기 성자 방사화 분석(INAA)을 하여 lossfreecountingsystem과 콤 턴 억제 측

정기술,CyclicNAA를 용하여 표 물질의 인증,환경오염,보건 분야 등의 폭넓은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있으며, 외 분석 서비스를 통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증진하

기 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국제 으로 PGAA 기술은 원자로에 성자 빔 시설이 설치된 1960년 부터 이용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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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 으며,주로 경원소(A<18)분석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며,붕소 성자 포획 암

치료를 한 붕소 분석 등의 의생물학 분야,반도체 표면 수소 오염 분석,붕소강 내

붕소 분석 콘크리트 내 염소,황 분석 등의 재료과학 분야,경원소 희토류 분석

을 통한 고 유물의 산지,연 추정 연구 문화사 연구를 한 고고학 분야에 집

으로 응용되고 있다.최근에는 국제 으로 가이드 빔을 이용한 냉 성자 PGAA

장치가 개발되어 고민감도 분석 장치로서 이용되고 있음.

○ 해외 선진연구기 인 NIST,ORNL(미국)과 FRM-II(독일)에서는 지발 성자방사화분

석(DNAA)장치를 이용하여 235U,239Pu,232Th과 같은 핵분열성 원소를 측정,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지질시료 의 U의 분석 감도는 INAA와 비교할 때 10배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지구과학 시료의 U분석에 효과 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용 미량 U 측정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며,지질

자원 개발과 련하여 우라늄 탐사에도 이용하고 있음.

○ 방사화 분석기술은 동 원소(RI)와 방사선기술(RT)을 이용하는 측정분석기술로서

Nu-clearAnalyticalTechniques(NAA,XRF,IBA,AMS,PIXE,PIGE,RBS)들 에

서 연구로의 성자를 이용하는 기술로서 비피괴,다 원소 동시 분석이 가능하여 bulk

시료의 분석능력 효율과 선택성이 좋은 최상의 분석법으로 평가되는 고유한

분석도구이다.이에 따라 환경,보건,재료산업 분야 사회 과학 분야의 다양한 시료

의 분석에 효과 으로 활용 가능하다.더 나아가 국가 핵심 연구 시설을 이용한 미량

분석 과학기술 기반의 확충을 통한 기 과학기술의 육성에 이바지하기 하여 특히

액체시료의 분석에 고감도인 ICP-MS,ID-MS,ICP-AAS등과 같은 화학분석법과 상

호보완이 가능한 비 괴 체분석기술로 자리매김하여 지속 인 분석수요를 증 시켜

야 함.

○ 분석기술의 핵심사항은 정확도와 정 도를 고객의 기 수 에 맞추는 것이며 이를

해서는 분석 감도의 향상과 측정 불확도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특히 산업체 고객의 경우에는 분석소요시간에도 매우 민감하므로 최신의 고도화

된 측정분석시스템의 도입과 유효화에 한 연구가 필수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용 시료의 미세/미량성분을 정량하기 해 INAA/PGAA/

DNAA기술을 융합한 비 괴 방사화분석 기술을 확립하고 용하는 것이 필수 임.

○ 원자력발 소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가동 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자에 노출되

어 필연 으로 조사취화 상이 상되며,원 에 사용하는 재료의 건 성 평가와 노

내 설계 자료의 확보는 국내원 의 안 성 확보에 매우 요한 분야가 된다.한편

세계 으로 가동원 의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국내에서도 2008년에 고리

1호기의 계속운 사업이 승인된바 후속 호기들에 한 계속운 도 연차 으로 계획

되고 있다.따라서 가동원 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구조재료에 한 조사특성 평가자

료 확보는 필수 인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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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제 측면

○ 하나로는 성자를 이용한 첨단 연구 장치를 보유하고 있어 기 응용연구,산업

활용,국제 공동 연구 활용 등 ‘거 과학연구시설’특유의 학문 ,기술 ,산업 으

로 방 한 효과가 상됨.

○ 국가 성자 빔 실험시설을 이용한 련연구 분야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재료산

업 분야 지원

○ 원자력 기술(RT)와 6T, 통기반주력산업 등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과학 기술 경

쟁력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 PNR기술은 자성박막, 도 박막 등의 구조 연구에 활용 가능하여 국내 련 산업

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

○ 독자 인 TAS설계 제작기술 확보와 국내업체에 의한 제작 수행으로 향후 성자

빔 이용 장치의 제작과 운 상의 소요비용과 시간의 감이 가능해짐.

○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해석 기술은 고온 도체 등과 같은 첨단 소재의 핵심

을 이루는 자성체의 구조연구에 기여함.

○ 강유 체 수소결합구조와 상 이 해석기술은 압 성 등이 우수한 재료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고,친환경 연료 지의 해질 물질로 가용이 가능함.

○ 단결정 시료에 한 성자 산란정보를 통하여 산업 으로 이 큰 물질의 설계 자

료를 확보할 수 있음.

○ 하나로 성자 상시설은 국내 유일의 연료 지의 물 리 연구도구로서 국내외 산업

체 련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연료 지 상용화에 기여.

○ 성자 미분 상 상법을 기 강 의 자기구역 찰 등 자성재료 등에 활용할

정으로 있다.타 방법으로 측 불가능한 정보를 으로서 고부가 기 강 개발에

도움을 .

○ 개발된 실리콘 격자, 성자 편극기,고해상도 성자 상계측기는 상용화의 가능성을

갖도록 함.

○ 국제화에 따른 국가 간 상호무역의 증가 개방에 따라 모든 산업 제품에 한 품질

보증과 리(QA/QC)에 한 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음.

○ 국제인증시험기 인정을 획득한 시험실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다품목의 산업용 측정

분석,시험검사 뿐 아니라 산/학/연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활용되어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 재 국내,외 산업에서 모든 제품에 한 품질 리 보증(QA/QC)에 한 요구는

필수사항이 되었으며,세계 각국이 이를 해 산업 장에서 투입하는 산(수출입

산의 2～8%)도 막 하여 국가 간 상호인증(MRA)을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WTO/

TBT)의 해소를 통해 국제 경쟁력과 경제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상호인증 제도의 참여

국도 증가추세임.

○ 세계의 모든 NAA 시험실에서는 자체연구뿐 아니라 산업체, 학 다른 연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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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도 지원하고 있으며 IAEA의 QA/QC사업에 동참하여 많은 시험실이 공인

시험실로 거듭나 자국의 산업발 에 기여하고 있음.

○ 선도 인 공인 시험실은 네덜란드의 Delft 학의 NAA 시험실로서 1993년에 인증을

획득하여 연평균 2000개의 외부의뢰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 한 비 괴 분석법이라는

최 강 을 이용하여 미국(NIST,USGS),유럽(IRMM),캐나다(NRCC),일본(NIES)

등과 같은 세계 표 기 에서 인증 표 물질(CRM)을 생산하기 한 요한 기

분석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 하나로 NAA 시험실은 1999년에 산업 활용도를 높이기 한 분석품질시스템의 구축

을 하여 국가공인 시험검사제도(KoreaLaboratoryAccreditationScheme,KOLAS)의

인증 획득을 한 작업을 시작하 다.2001년부터 국제공인시험제도 (KOLAS-ILAC,

산자부 기술표 원)를 용하여 다품목의 산업용 측정분석,시험검사 지원 기술로 활

용하고 있으며,이로써 고품질 인정서비스로 공인 시험 검사기 의 시험,검사,측정능력

의 향상과 내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 재까지 일반 산업체의 미량분석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Si, 라스틱 소재와 같

은 고 순도 재료의 성분 불순물분석과 품질 리에 한 요구가 많다.측정분석에서 최

근의 국제 인 추세가 정량화된 측정 불확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정

도에 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NAA기술의 측정 불확도 평가는 화학분석에 비해 비

교 단순하여 용성이 우수하므로 INAA/PGAA/DNAA 융합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매

질에 한 분석 차를 확립하여 향후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여야 함.

○ 연구로에서 계장 캡슐을 활용한 조사시험은 다양한 운 조건을 구 할 수 있으며 조

사시험 변수를 조 할 수 있고 성자속이 높아 시험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실제 주요 원자로 노심재료인 원자로압력용기 캡슐 조사시험의 경우,약 6

일간의 조사시험만으로 재료가 실제 원자로에서 40년 설계수명 말기까지 받을 성자

조사량에 도달하게 되므로 단기간에 련 재료 구조물의 조사성능 측 평가를

가능 하는 매우 유용한 설비임.

다.사회·문화 측면

○ RT기술과 6T간 융합기술의 산업 용 실생활 용기술 확 에 따른 삶의 질 향상

○ 국가 과학기술 개발의 요 도구로서 성자의 역할 증 에 따른 원자력의 부정 인

식 해소

○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를 통하여 원자력에 한 국민 이해도와 수

용성을 증진하고,국내 원자력 산업의 안 성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여 사회 인 국민

신뢰성을 확보함.

○ 다양한 신기술 개발 이용에 의한 지식창출과 고도 산업사회형성에 기여

○ 국가 연구기반 확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 상 재고

○ 응집물질 구조 연구는 첨단 소재의 개발을 한 핵심 인 방법으로 국내 연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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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기여

○ 국가 거 시설인 ‘하나로’이용시설에 한 활용 극 화와 기간투자효과의 달성 원

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효과 이해도와 수용성을 증진한다.

○ 방사선 RI의 생명과학,산업,보건,환경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이용은 국민복지

삶의 질 향상에 직.간 으로 기여되어 그 효과가 크므로 국민 이해 공감

형성에 결정 역할을 한다.

○ 21세기에 들어선 에 지와 환경 문제는 인류의 가장 요한 화두 의 하나이다.연료

지는 세기 가장 요한 문제인 에 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한 가장 가능성

이 높은 기술로서 세계 으로 개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국제 으로 맺은 이산화

탄소 발생량을 감하기 한 기후변화 약에 응하기 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

○ 국내 원자력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여 국제 사회 인 신뢰성을 확보한다.

○ ‘하나로’이용시설에 한 활용 극 화를 통한 기간투자효과의 달성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효과를 증진함.

○ 방사선 RI의 생명과학,환경 사회과학분야의 이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

바지함.

○ 국가 거 시설인 ‘하나로’이용시설에 한 활용 극 화와 기간투자효과의 달성 원

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효과 이해도와 수용성을 증진함.

○ 방사선 RI의 생명과학,산업,보건,환경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이용은 국민복지

삶의 질 향상에 직.간 으로 기여되어 그 효과가 크므로 국민 이해 공감

형성에 결정 역할을 함.

○ 웰빙에 한 사회,문화 집 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환경,인체보건에 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방사화 분석기술은 기오염(황사),폐기물(소각재,슬

러지),토양등과 같은 환경시료 의 유해원소분석,다양한 식품(건강보조식품, 국산)

에 한 유해원소 필수 미네랄에 한 지속 인 NAA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의 복지와 보건을 증진시켜 웰빙 사회의 건설에 기여함.

○ NAA 기술은 비 괴분석의 강 과 함께 희토류 원소에 한 분석능력이 우수하여 도

자기,고 유물 등과 같은 문화재 시료의 분석에 응용되어 왔으며 향후에는 고품질화

된 분석시스템을 고고학 분야에 용하여 자연과학 문화재 분류기법의 확립을 통한

사회문화 인 국민자 심을 고취함.

○ 최근 하나로 조사시험 이용자들의 보다 다양한 조사시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하

여 다양한 핵연료/재료 조사장치 조사기술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성자 조사

로 신소재 개발과 이를 비발 분야에 용하여 련 산업기술의 획기 향상을 해

기술개발 필요가 두되었으며,제4세 원자로개발에 필요한 핵연료/재료 조사시험을

‘하나로’에서 수행하기 해 조사장치 조사기술의 지속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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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 범

○ 성자산란을 이용한 산업재료 응용기술 개발

1.재료 실상황(In-situ)물성 측정 분석법 개발

가.4축 방 선택 인장 시료장치(～20KN)개발 이용

나.충방 -온도(-30～80〫C)겸용 시료환경장치 개발 이용

다.고온변형 시료환경 장치(인장(20KN)-온도(1,200K)겸용)개발

라.고온시료환경장치(～1600℃)제작 이용

마.충방 -온도 실 상황/실시간 물성 측정법 개발

바.4축 방 선택 실 상황 인장 물성 측정법 개발

사.고온 변형 실 상황/실시간 물성 측정 연구

2.집합조직 거시 이방성 측정 측 평가 시스템 확립

가.소성 변형시 거시 변형집합조직 변화,이방성 측정 측 평가 산모사 시스

템 개발

나.일축인장의 탄성-소성변형 거동 분석법 개발 물성 연구

다.소성 변형시 내부 축 변형 에 지 측정 분석법 개발

3.잔류응력 측정,분석법 확립

가.잔류응력측정기반 구축(잔류응력 측정 장치 성능 향상 이용기반 구축)

나.열처리 부품 잔류응력 측정 분석 기술개발

다.열처리 공정에 따른 잔류응력 측정 변형 측 평가 기술 시스템 확립

4.SANS에 의한 나노 석출물/기공 구조 분석 평가법 개발

가.미량 첨가(단일,복합)원소에 따른 나노 석출 상변태 거동 분석

나.탄소나노튜 구조 SANS측정 분석법 개발

다.탄소나노튜 (CNT)분산성,기공성,흡착 특성 물성 연구

라.PTA법에 의한 보론 분석 표 화기술개발

마.SANS를 이용한 나노기공 고분자 생체 나노구조 구조 측정 분석기술개발

5.실상황/실시간 측정법의 녹색산업 용 기술 개발

가.HEV용 이차 지 열화기구 요인 분석 열화기구 규명 연구

나.충방 에 따른 리튬 이차 지 구조 변화 연구

다.에 지 장용 YBCO고온 도체 제조 구조 물성 연구

6.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 거시 이방성 연구



- 35 -

가.경량 소재 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분석 해석기술개발

나.벌크재료의 In-situ변형시 internalstrain/stress 측기술 개발

7.거 구조물 잔류응력 측정,분석법 확립 이용연구

가.극후 (50mm 두께 이상)강재의 잔류응력 측정 해석

나.용 피로 특성에 따른 잔류응력 측정/분석 기술개발 이용 연구

다.고온(400
o
C)일축 변형(20kN)실상황 물성 측정 기술 개발 이용 연구

8.SANS이용 나노구조/기공/결함 물성 평가 기반 구축 이 용연구

가.편극 성자 발생기 제작 편극 성자 산란 측정 기반 구축

나.Focusinglens를 이용한 극소각 성자 산란 측정 기반 구축

다.조사손상 결함 측정 연구

라.자성 나노 구조/결함 측정 분석기술 개발 이용 연구

마.기능성 나노 구조/바이오 구조 측정기술개발 이용 연구

바.SANS시료환경( 온,고온,압력, 자석용 시료이송 장치 등)구 기술 개발

○ 응집 물질 구조 측정 해석 연구

1.REF이용 나노 자성박막의 교환 바이어스 상연구

가. 산모사 시료 형식 결정

(1)Fe/Cr,Co/CoO 등의 박막조건에 따른 성자 반사율 산모사 수행,기술보고서

작성

나. 성자 반사율 산모사

(1)PNR측정 해석에 한 시료형식 결정

다.ICP모듈 형식 설계

(1)국내외 문가 의견 반 REF와 PNR구 기구의 통합 형식 설계 완료

라.ICP 로그램 제작

(1)PNR측정 ICP 로그램 제작,평가 완료

마.PNR구 기구 성능 평가 완료

(1)Tmin=4K,P=95%,Bmax=0.8T,Rmin<10
-4

바.자성박막 측정 PNR기법 확립

(1)PNR측정 차 데이터 보정 차 수립,기술보고서 작성

사.자성박막시료 PNR측정 데이터 해석

(1)교환바이어스 박막 시료에 한 각기 다른 4가지 스핀상태의 PNR측정 수행

데이터 분석

(2)인공반강자성(SAF)다층박막 시료의 PNR측정 수행 계면의 자기 특성분석

2. 성자 반사 이용 나노 박막 구조 측정,해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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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냉 성자 PNR측정 기반 구축

(1)냉 성자 이용 PNR구 기구 설치,P평가완료,기술보고서 작성

(2)냉 성자 이용 가능성 확인을 한 Fe,Ni박막 등의 PNR측정

나. 성자반사 이용 생체계면 측정 기반 구축

(1)Bio-REF단색기,시료 치별 성자속 평가

(2)EPICS와 SPEC를 기반으로 하는 Bio-REF장치 구동 실

(3)Bio-REF이용 표 박막 시료 성자 반사율 측정,최소반사율 평가

다.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 PNR 산모사

(1)PNR반사율 변화 평가

(2)시료형식 결정 ;Co40Fe40B20/MgO,Co50Fe50/MgO,Co/Cu다층박막

라.생체막 계면 특성 구조 분석 연구

(1)생체 이 막 형성 구조 분석

(2)펩타이드 단분자막 형성,반사율 측정 분석

마.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의 PNR이용 자기 유발/감쇠 상 연구

(1)자성/비자성 다층박막, 기 열처리 시료 제작(크기 10x10mm
2
,4개)

(2)포화자기장 조건에서 자성/비자성 다층박막 PNR측정(8개 데이터),

(3)PNR데이터 분석으로 자기 유발 감쇠 상 평가

바.생체막 단백질과 생체막과의 복합 구조체 분석 연구

(1)Tat-펩타이드 결합에 의한 세포막 상 이 평가

(2)WALP의 길이에 따른 세포막 구조 특성변화 측정,평가

3.에 지 가변형 TAS1차분 기 제작

가.1차 분 기 설계

(1)MCNP코드를 이용한 차폐 평가모델 개발

(2)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상세설계

(3)빔 경로 부품/기기,고하 다축 시료 설계,구동 제어장치 설계 등

나.1차 분 기 제작

(1)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제작

(2)시료 빔 경로 부품/기기 제작

(3)집속형 단색기 유니트,해석기 유니트 제작

(4)해석기/검출기 시스템 차폐 유니트 제작

(5)통합 제어 장치 로그램 개발

다.장치 조립 시험

(1)제작품의 장설치 조립

(2)구동시험,차폐성능 성자속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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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반강자성 상 계 스핀구조,측정 해석연구

가.최 의 시료환경 요건 설정

(1)극한시료 환경의 하나로 이용자 수요조사 수행

(2)HRPD용 극한 시료환경 요건(10T,100mK이하)설정

나.장치 개념설계

(1)시료환경 장치의 HRPD와의 interface설계 완료

다.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제작

라.표 반강자성 분말 시료 회 상 측정,해석

(1)Cr2O3등 4가지 표 분말 시료 회 상 측정 스핀 구조 해석

마.엇맞는 반강자성체 스핀 구조 연구

(1)(Mn,Co)WO4시료 등 2종류 다강체의 스핀 구조 분석

바.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성능 시험

(1)희석식 냉동기 시료 치 온도 100mK이하 달성

사.기 반강자성 결정 시료 회 상 측정

(1)FeO등 4종의 회 상 측정

5.반강자성 상 계 스핀 동역학 측정,해석 연구

가.열 성자 격자 스핀 동역학 측정 기반 구축

(1)Th-TAS장치 성능 최 화

(2)구동제어장치 로그램 최 화

(3)검출계통 신호/배경값 최 화

(4)동역학 측정 역 확 (구리단색기 제작,시험)

(5)장치 특성자료 생산(차폐능, 성자속 등)

나.반강자성 상 계 분말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

(1)견본분말시료 측정,해석

(2)Ba0.5Sr1.5Zn2(Fe1-xAlx)12O22의 자기이방성 변화 해석

(3)MnWO4의 스핀 웨이 스펙트럼 측정,해석

(4)MnV2O4의 스핀요동을 동벡터 함수로 측정,해석

6.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상 이연구

가.강유 체 단결정 상온 측정,해석

(1)LiN(DxH1-x)SO4 단결정 상온 측정,결정 구조 해석

나.수소/ 수소 치환 단결정 상온/온도 실험 해석

(1)KDCO3단결정 상온 온 측정 결정구조 바탕으로 상 이 연구

다.열운동 보정과 해석기법 개발 용

(1)LiH2PO4단결정에 한 열진동 보정에 따른 결합길이 변화 물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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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소결합형 강유 성과 반강유 성 혼합결정 구조연구

가.수소결합형 혼합결정 제작 특성 연구

(1)혼합단결정합성,

(2) 성자 산란용 (Tl1-xRbx)H2PO4(0.2<x<0.8)단결정합성제작

:수용액 증발법 (크기 2×2×1mm
3
)

(3)단결정물성측정

(4)비열측정,300K-70K

(5)온도 주 수에 따른 유 율 측정,평가

8.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가.수직형 단결정 성장 장치 설계 제작

나.단결정 제조 물성 기 연구

(1)성장장치 온도,가스 분 기 변수

(2)단결정 시료 제작

다.단결정 성장 공정 확립

라.단결정 제조공정 확립 물성연구

(1)Ca 는 Mo첨가된 YBa2Cu3O7-d 도 단결정에 한 미세조직 분석 자

기 특성 평가

○ 디지털 마이크로 성자 래디오그라피 기술

1.2007년

가.마이크로 성자래디오그래피 기술 연구

(1)ZnS-LiF GdOS(Eu)섬 체 물성 연구 량발생 메카니즘 연구

나.정량 성자 래디오 그래피 기술 개발

(1) 성자 산란 모의 계산

다.미분페이즈 상 기술 개발

(1)미분 페이즈 상을 한 격자 설계

2.2008년

가.마이크로 성자래디오그래피 기술 연구

(1) 성자 상 계측 학의 선형모델 연구

(2)ZnS-LiF/Gd외 섬 체 재료 합성 량 특성 측정

(3)CMOS형 FlatPannelDetector와의 합연구

(4)CCDoptics설계

나.정량 성자 래디오 그래피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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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자 산란보정 알고리즘 개발 상처리,팬텀 제작 실험

다.미분페이즈 상 기술 개발

(2)격자 제작 미분 페이즈 상 실험 분석

3.2009년

가.마이크로 성자래디오그래피 기술 연구

(1)Pixel형태의 ZnS-LiF/Gd섬 체 제작 해상도 측정

나.정량 성자 래디오 그래피 기술 개발

(1)수소연료 지 물 0.1ml이하 구분하는 3차원 상 비 실험 분석 기술 개발

(2)항공기 주요 부품 미세부식결함 검 기술 개발

(3)토양속 뿌리식물 병리 진단/수분 측정 정량화/ 합성 작용 Bio시료 비 실

험

다.미분페이즈 상 기술 개발

(1)격자형 미분 페이즈 상장치 최 화

4.2010년

가.정량 성자 토모그래피 기술 기술 개발 이용 연구

(1)수소연료 지 유동 상 3차원 상화 장치 개발 연구

(2) 성자 토모그래피 표 팬텀 제작

(3) 성자 상 조 기술 장비 구축

나.미분 상 토모그래피 기술 연구

(1)미분 상 토모그래피 시스템 개발

(2) 상용 편극 성자원 조사 실험

다.마이크로 성자 토모그래피용 성자 검출기술 연구

(1) 성자 섬 체 스크린 제작 장비 구축 제작

(2) 성자 섬 체의 특성 분석 장비 구축

5.2011년

가.정량 성자 토모그래피 기술 기술 개발 이용 연구

(1)수소연료 지 유동 상 3차원 상 응용 연구

(2) 성자 상 조 기술을 활용한 응용 연구

나.미분 상 토모그래피 기술 연구

(1)미분 상 토모그래피 상 응용 연구

(2)편극 성자 상 용 실험

다.마이크로 성자 토모그래피용 성자 검출기술 연구

(1) 성자 섬 체 스크린 제작 최 화 조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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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자 섬 체의 정량 특성 분석

○ 산업 응용연구를 한 융합 비 괴 방사화 분석기술 개발

1.고 정 방사화 분석 장치 개선 통합 측정분석 체계 구축

가.단 수명핵종 유효검출을 한 고계수율 계측환경 개선

(1)계통구조 특성 비교

(2)ZeroDT손실 보정법 검증 (감마선계측정 도 20-50% 향상)

(3)표 물질(비교법) 용

나.검출한계 개선을 한 백그라운드 감 INAA 계측 시스템(Comptonsuppression

system)의 유효화

(1)장치 설계 구매

(2)Anti-coincidence측정을 한 Timingsignal최 화

(3)Comptonsuppressionsystem을 이용한 정량법의 유효화(Validation)

다.고정 정량 분석을 한 INAA/PGAA/DNAA통합 측정분석 체계 구축

(1)개선된 INAA시스템에 의한 원소별 검출한계 불확도 평가

(2)고정 PGAA측정체계 구축

(3)DNAA측정체계 신인도 구축

(4)환경시료 통합측정 차 수립

2.ko-PGAA법의 정립을 한 핵자료 생산 미량 다원소 동시분석기술 개발

가.주요 경원소(A<45)에 한 열 성자 포획단면 ,Promptko-factor핵자료 library

ko-PGAA 산코드 개발

(1)Na,Mg,Al,K,Ca등의 원소에 한 실증 핵자료 생산

(2)ko-PGAA 로그램 개발

나.Non-1/v 핵종을 포함한 원소(A>45)에 한 열 성자 포획단면 ,prompt

ko-factor핵자료 Library개발

(1)Ti,Fe,Ni,Co,Ag,Hg등 원소에 한 하나로 PGAA스펙트럼 수집 분석

(2)ko-PGAA용 핵자료 생산

(3)ko-PGAA용 Library구축 로그램 개발

다.인체 유해원소 미량성분 식별기술 개발 검증시험

(1)ko-PGAA이용 유해원소 (Hg,Cd등)최 검출환경 연구

(2)PGAA시료환경장치 개선

(3) 용량 시료의 유해원소 미량성분 분석법 확립

3.지발 성자 계측 방사화분석 (DNAA)장치 확립과 이용 기술 개발

가.시료 자동 이송장치 지발 성자 계측시스템(DNC)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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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료 자동 이송장치 시운

(2)DNC계측성능 평가

나.DNAA에 의한 U(
235
U)측정분석법 확립 지구환경시료 용시험

(1)235U정량을 한 바탕 계수율 측정 향정도 악

(2)표 물 이용한 검량선 작성 품질 리

(3)PTS#2와 DNC시스템이 연계된 제어 로그램의 개선

(4)
235
U정량법 확립

(5)실제 채집된 지구환경시료 U의 함량분석에 용

다.DNAA이용 지구환경시료 U함량분포 모니터링 기법 개발

(1)지구환경시료 수집 처리

(2)환경시료 U정량 품질 리기술 개발

(3) 단 시료의 모니터링 차 확립 데이터 해석방법 개발

라.지발 성자 계측 방사화 분석을 이용한 생물시료 의 미량(ppb수 )U 측정분석

법 확립

(1)인삼 시료 수집 처리 기술

(2)인삼 의 ppb수 U분석법 확립

(3)분석품질보증

마.지발 성자 계측 방사화 분석을 이용한 생물시료 의 극미량 (검출한계 20ng)U

측정분석법 확립

(1)식품류 시료 수집 처리

(2)정확/정 도 품질 리

(3)분석결과의 평가

4.산업용 미세/미량시료 정량을 한 융합 방사화분석 시스템의 개발

가.INAA/PGAA측정분석기술 DB구축

(1)생물 지질표 물질 분석 비교평가

(2)As,Cr 할로겐원소에 한 분석법 확립

(3)품질 리 략수립

나.PGAA이용 보론강의 성분 제어를 한 TotalB정 분석 기술개발

(1)붕소함량 시료균질도 평가

(2)매질에 따른 향 평가

(3)품질 리 차확립

다.INAA이용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원소 분석품질 리 기술 개발

(1)미네랄 건강보조식품의 수집 처리

(2)INAA/화학분석법을 이용한 미네랄원소(Mn,Se,Zn등)의 최 분석 차 확립

(3) 양평가 품질 리기술(용인 학교, 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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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PGAA이용 철강재의 주요성분 비 괴 정 분석 기술 개발

(1)철강재 시료 수집

(2)PGAA철강재 스펙트럼을 통한 재료별 특성 평가

(3)철강재 다 원소분석 조건 확립

(4)표 물질을 이용한 품질 리 분석 차확립

마.INAA/PGAA이용 고고화학 연구를 한 고 유물 성분원소 분석 기 연구

(1)INAA/PGAA이용 희토류 분석을 한 품질보증기술

(2)PGAA에 의한 고고학 시료 의 경원소 분석법 확립

(3)INAA/PGAA통합 분석체계 구축

(4)시료 수집 평가(공주 학교, 탁연구)

바.국산 인증 표 물 개발을 한 NAA검증 시험

(1)인증표 물 생산기 과 력연구(표 과학연구원)

(2)시료 균질도 평가 방법 확립

(3)측정 불확도 평가 개선

사.NAA를 이용한 산업재료(고순도 Si,미래원자력재료 등) 의 극미량 불순물 (검출

한계 30% 이상 개선)분석

(1)Si매질에서 40여종 원소의 검출 한계값 결정

(2) PTS와 동 원소 조사공을 이용한 비교평가

(3)측정시료의 기하학 보정법 확립

(4)원자력재료(그래 이트,철강,세라믹 등)수집 분석

아.국제기술 력 (IAEA,FNCA)과 공동연구

(1)IAEA/RCA( 기환경연구)

(2)FNCA(연구로이용 보건/환경시료분석)

5.지발/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 융합 측정분석 체계 구축 이용연구

가.INAA/PGAA측정분석기술 DB구축

(1)생물 지질표 물질에 용하여 원소별 검출한계에 한 DB를 구축

(2)실제 시료에 용하여 원소별 분석 DB구축

나. 용량시료 ko-PGAA법의 유효화

(1) 용량시료의 PGAA측정값 보정을 한 산모사 실험값 비교

(2) 로그램 개발

다.INAA/PGAA용 통합 산코드 개발

(1)다원소분석법을 채용한 방사화 분석 통합 분석 로그램 작성

(2) 로그램 유효성 확인 등록

6.냉 성자 빔을 이용한 방사화 분석기술 개발을 한 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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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냉 성자 PGAA검출한계 비교연구

(1)하나로 냉 성자빔 시험라인을 이용한 냉 성자 ColdPGAA기 자료 수집

(2)국/내외 연구시설을 이용한 열/냉 성자빔 사용한 비교 실험

나.CN-NDP/PGI 용을 한 최 화 모델링 연구

(1)MCNP+TRIM조합을 이용한 NDP계측 계통 구성 최 화 산모사

(2)EGS를 이용한 PGI에서의 다 감마계측계통 산모사

다.냉 성자 방사화 분석장치의 개발에 한 타당성 분석

(1)표면분석법으로서의 NDP장치의 활용성 평가

(2)즉발감마선 이미징을 통한 3차원 원소분포 평가 가능성 확인

○ 조사기술 고도화 미래원자력 조사기술 개발

1.2007년

가.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

(1)조사요건/수요 조사시험 계획 검토

(2)OR/IP조사공 이용 재료조사시험용 장치/제어장치 설계

나.고온조건 조사 요소기술 개발

(1)조사장치 구조개선 설계

(2)고온용 열매체,이 구조 타당성 검토

다.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 개선

(1)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품 국산화 기술검토

라. 성자 조사에 의한 력기기용 도체 요소기술 개발

(1) 도체 단결정 성자 조사기술 검토

(2) 도체 단결정 성자 조사 특성 분석

마. 성자 유발 나노 격자결함 측정 이용 요소기술 개발

(1) 학/ 자기 소재의 성자 조사조건 검토

(2)나노 격자결함 특성 기 자료 분석

2.2008년

가.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

(1)OR/IP조사공 이용 재료 조사시험용 장치/제어장치 제작

나.고온조건 조사 요소기술 개발

(1)조사장치 제작기술 개발

(2)고온용 열매체/이 구조 기 실험

다.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 개선

(1)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품 국산화 시제품 개발

라. 성자 조사에 의한 력기기용 도체 요소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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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ulk 도체 시제품 성자 조사기술 검토

(2)Bulk 도체 시제품 제조 성자 조사

마. 성자 유발 나노 격자결함 측정 이용 요소기술 개발

(1) 학/ 자기 소재의 성자 조사

(2) 성자 유발 나노 격자결함의 설계 해석 기술 개발

3.2009년

가.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

(1)OR/IP조사공 이용 재료 조사시험용 장치 성능 검증

나.고온조건 조사 요소기술 개발

(1)고온조건 조사장치 성능검증

다.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 개선

(1)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국산화 성능평가

라. 성자 조사에 의한 력기기용 도체 요소기술 개발

(1)Bulk 도체 시제품 성자 조사특성 분석

(2) 도체 산업화 타당성 검토

마. 성자 유발 나노 격자결함 측정 이용 요소기술 개발

(1) 성자 유발 나노 격자결함에 의한 학, ․자기 물성 평가 기술개발

(2) 학/ 자기 소재 산업화 타당성 검토

4.2010년

가.고온조건 조사기술 개발

(1)고온조사시험용(최 700℃)장치 설계/제작

(2)고온 조사시험 하나로 안 성 검토

나.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 기술 확립

(1)핵연료 조사용 LVDT(압력/변형 측정용)국산품 제작

(2)재료 고온 조사시험용 계장기술 개발

다.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기술 개발

(1)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 (온도,압력,길이변형)

라.미래 원자력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조사 시험 요소 기술 개발

(1)일체형원자로(SMART)재료 조사시험 기술개발

(2)원자력수소생산로(VHTR)재료/핵연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 개발

(3)소듐냉각고속로(SFR)재료/핵연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 개발

5.2011년

가.고온조건 조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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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온 조건 조사시험(최 700℃)

(2)고온 조건 조사시험 기술 최 화

나.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 기술 확립

(1)핵연료 조사용 LVDT(압력/변형 측정용)국산품 성능시험

(2)재료 고온 조사시험용 계장기술 검증

다.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기술 개발

(1)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평가 (온도,압력,길이 변형)

라.미래 원자력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조사 시험 요소 기술 개발

(1)일체형원자로(SMART)재료 조사시험 평가

(2)원자력수소생산로(VHTR)재료/핵연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 개발

(3)소듐냉각고속로(SFR)재료/핵연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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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선진국의 기술개발 황 수

○ 성자산란을 이용한 산업재료 응용기술 개발

� 미국 ORNL,NIST,유럽의 ILL,FRM-II,HMI,ISIS,일본 JAEA 등 선진연구소는

특히 2000년 부터 성자를 이 용한 산업 응용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거 연구

시설을 심으로 산∙학∙연 연계 로그램(partnership)들을 고안하여 실효성 제고,자

국의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한 DOE산하 ORNL의 고온물성연구센터(HTLM)에 성자 회 잔류응력 이용

자 지원센터를 두어 산ㆍ학ㆍ연 이용자를 지원하고 있으며,미국 표 연구소(NIST)

에는 NSF(NationalScienceFoundation)의 지원을 받는 NCNR(NationalCenterfor

NeutronResearch)에서 성자 산란장치 운 과 산ㆍ학ㆍ연 이용자의 실험,분석을

지원하고 있음.특히 학의 기 /응용연구와 산업체의 실용화 연구에서의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일본은 2009년부터 세계 최고 수 의 쇄 성자원인 J-PARC을 가동하고 있으면,모

두 23기의 성자빔 이용시설을 운 이거나 건설 에 있다.특히 J-PARC 성자

빔 이용시설의 빔타임 25%를 산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서 다양한 방법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한 로,이바라키 지자체가 성자빔 용장치를 건설하여

빔 타임의 약 80%를 오로지 산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응집 물질 구조 측정 해석 연구

� 성자 산란을 이용한 응집물질 연구는 선진국에서 가장 인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로 랑스 ILL(InstitutLaue-Langevin),미국의 NIST(NationalInstitute of

StandardsandTechnology)를 필두로 국 ISIS,스 스 PSI(PaulScherrerInstitut),

일본의 JAEA(JapanAtomicEnergyAgency)등에서는 연구용 원자로와 양성자 가속

기에 설치한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다.

� 미국 NIST는 세계최고 성능의 REF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도의 PNR기술을 확보하고

MBE& UHV 챔버를 구비하고 있어 스핀트로닉스 분야의 나노자성박막의 구조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한 랑스 ILL,스 스 PSI, 국 ISIS등은 극 온,고자장 등의

시료 환경이 가능한 고도의 PNR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REF를 이용한 스핀트로닉스

분야의 다양한 나노자성박막의 구조연구가 활발하다.

� 미국 NIST, 랑스 ILL등에서는 10x10mm
2
크기의 나노 자성 박막에 해 온도 가

변(10～300K)에 따른 상 이 특성 연구가 가능하며 ILL강자성/반강자성 박막 경계면

에서 스트라이 형상을 갖는 이 층 내의 교환 바이어스의 불안정성

[Co2MnGe/V]n다층막에서의 반강자성 극자의 규칙화에 한 연구 등을 성공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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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으로써 그 연구 범 를 확 하고 있다.

� TAS는 창기의 강자성체 연구에서부터 CuO 계열의 고온 도체 연구,최근 핫

이슈인 다강체(Multiferroic)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연구 역 개척에 리 이용되고 있

다.

� NIST,ORNL등의 국립 연구소에서 보유한 강력한 연구용 원자로와 최근 가동을 시

작한 형 양성자가속기를 통해 유럽에 뒤쳐진 스핀 동역학 측정 분야에서의 선도

지 를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랑스 소재 ILL, 국 소재 ISIS와 같은 시설에서는

다수의 삼축 분 장치와 비행시간분 장치 등의 동역학 측정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유럽에서 공동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응집물질계의 스핀 동역학 측정분야를 선도

하고 있다. 한 일본은 통 으로 연구용원자로 JRR-3M에 설치된 다수의 삼축 분

장치를 통해 세계 수 의 스핀 동역학 측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신규 원자로 OPAL에 삼축 분 장치 등의 인 라 구축을 완성한 상태이다.

� 선진국에서는 이미 15T이상의 고자장,수 mK의 극 온,압력셀 등의 다양한 시료환

경장치를 구비하여 고온 도체,자성체 등의 상 이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반강자성 상 계의 스핀 동역학 측정,해석 연구는 20세기 후반부터 북미,유럽,일본

을 심으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스핀 동역학을 측정하기 해 필요한 장치인 삼

축 분 장치나 비행시간 분 장치는 새로운 연구용원자로나 쇄 성자원과 더불어

차 개량되었고,21세기 들어서는 ILL의 랫콘이나 NIST에서와 같이 다축 해석기

를 갖춘 장치가 개발되어 설치되고 있다.이와 같은 장치는 미량의 시료로도 스핀 동

역학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스핀 동역학의 고속 측정에 이 맞춰져 있

다.이와 더불어 고분해능의 스핀 동역학 측정을 해 스핀 에코 기술이 발 하고 있

으며,크라이오패드와 같은 특수한 시료환경장치와 함께 사용하여 스핀 동역학 측정의

신기원을 열고 있다.

� 반강자성 상 계에 한 연구에 있어 TAS와 TOF장치들이 이용되어 ILL,NIST

ISIS등에서는 고온 도체 f- 자계의 반강자성 상호작용과 차원(1/2차원)자

성 구조/동역학 연구를 활발하게 연구 이다.

� 랑스 ILL,독일 FRM-II 국 ISIS에서 수소결합물질 단결정을 이용한 기 /응

용 연구가 활발함.특히 결정 구조 인 에서 물성이해를 시도하고 있으며 최 로

강유 성과 반강유 성 혼합결정 연구를 시작하 음. 한 국 ISIS에서 수소결합내

수소의 에 지 우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수소결합형 강유 체 재료합성,

특성 평가 등 성자와 방사 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미주지역에서는 NASA등에서 단결정성장과 력과의 계 규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

며 도,자성체 단결정성장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 유럽지역에서는 종자결정성장법과 일반 인 결정성자법에 한 연구를 확립하고 성

자산란용 단결정의 실험실 제조를 수행하고 있음. 한 아시아/오세아니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종자성장법, 럭스법 등 성자 산란용 면 단결정기술을 확보하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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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정성장법으로 수 cm 크기의 단결정의 성장이 가능 함.

○ 디지털 마이크로 성자 래디오그라피 기술

� 미국 NIST에서는 GeneralMotor등과 공동으로 성자 래디오그라피 기술을 2차원엔서

3차원으로 확장한 연료 지 가시화 기술을 개발하여 연료 지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

다.

� 스 스 PaulScherrerInstitut에서는 실리콘 격자를 이용한 성자 간섭계를 세계 최

로 개발하여 자기 도메인 가시화에 용하 으며,추가 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독일 HelmholtzZentrum inBerlin에서는 편극 성자 상 기법을 세계 최 로 개발

하여 편극 성자를 상에 용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일본의 JAEA에서는 고해상도 상에 용하기 하여 성자 섬 체와 합 CCD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유럽의 EuropeanSpallationSource,일본 J-PARC 등에서 펄스형 성자를 이용한

성자 상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산업 응용연구를 한 융합 비 괴 방사화 분석기술 개발

� 미국 NIST에서는 INAA,PGAA,DNAA 기술을 개발,정립하여 산업재료,환경시료,

식품 생체시료 등과 련된 다양한 표 물질의 인증과 개발을 통하여

intercomparability의 증진과 측정 소 성을 제공하기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TheuniversityofTexasatAustin에서는 콤 턴 억제 INAA,boron차폐체를 이용

한 열외 성 자 방사화분석법을 용하여 심원소에 한 검출감도를 향상시켜 주

로 기먼지,폐기물,침 물 등과 같은 환경 시료의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 캐나다의 DalhousieUniversity에서는 SLOWPOKE-2소형 원자로를 이용한 INAA,

RNAA,CyclicNAA기술을 용하여 표 물질의 인증,인체보건 분야 등의 연구개발

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해원소의 speciation기술에 을 맞춘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 일본의 JAEA에서는 ko-NAA표 화 방법을 구축한 이용자 지원체계를 확립하 으며

열 냉 성자를 이용한 PGAA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로 붕소 수소의 분석에 유

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 원소 분석법을 확립하여 용범 를 확 해가고

있다.

� 네덜란드의 InterfacultyReactorInstitute에서는 NAA기술을 사용한 세계최 의 공인

시험실로서 연구 개발된 분석법을 바탕으로 확립된 분석품질 리체계를 활용한 외

분석 서비스를 통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 미국 ORNL에서는 DNAA방법을 사용하여 연간 수백 개의 smear시료를 분석하고 있

으며 독일의 FRM-II에서는 NAA와 DNAA와 결합된 장치를 제작,설치하여 지질 시

료 에 235U,239Pu,232Th과 같은 핵분열성 원소와 함께 단 반감기 핵종을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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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석하는 측정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 조사기술 고도화 미래원자력 조사기술 개발

� 미국은 ATR HFIR등 고성능의 연구로를 다수 확보하고 다양한 조사시험을 수행

하고 있으며,최근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 핵연료 graphite와 같은

고온재료,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장수명 핵종 핵무기 Pu소멸처리,원 수명

연장,연구로용 핵연료개발 등을 한 연구를 한 핵연료 재료의 조사시험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최근 재설비를 통해 재가동 정인 JMTR을 포함하여 원자로사고검증용

NSRR,고온가스냉각로인 HTTR,고속로연구로인 Joyo등의 첨단연구용 원자로를 활

용하여 상용로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안 성 기술개발 련 다양한 핵연료/재료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나,최근 발생한 동북부 지진과 후쿠시마 원 사고로 인

해 일본의 연구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련 연구 뿐 만아니라 타 연구분야에 많은 변화

가 있을 것으로 상되고 있다.

� 노르웨이는 국제공동연구 로그램(HRP)을 조직하여 정상조건에서의 조사시험,과도

상태의 조사시험,피복 재료조사시험 발 소 수명연장을 한 조사시험 등 다양

한 핵연료/재료 Loop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벨기에의 BR2 원자로에서는

CALLISTO 루 를 활용하여 신형 핵연료에 한 정상상태 조사시험과 이미 조사된

핵연료에 한 재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InternationalThermonuclearExperimentalReactor)에 참여

하는 6개국(한국,미국,러시아,EU,일본, 국)은 2005년 6월 28일에 ITER를 랑스

Cadarache에 건설하기로 결정하 다.ITERProject는 2005년에 장치 건설에 착수하여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의 열출력은 500MW,에 지 증폭율(Q)는 10

이상이다.그리고 2016년부터는 장치운 실험을 수행할 정이다.여기에 한국은

총건설비 50억$의 10%를 분담할 정이다.

� 이에 따라 핵융합로 재료들의 성자 조사에 의한 특성평가를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핵융합로에서 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 손상은 atomicdisplacement에 따라 생

성되는 He양에 의해 결정된다.핵분열로와 핵융합로에서의 displacement비율은 매

우 다르다.핵융합로 재료에서의 He생성비는 핵융합로의 성자 에 지가 크기 때문

에 매우 크다.이러한 조건에서 재료 조사손상 연구는 재 는 수년 안에는 매우 제

한 인 시설( ;연구로,가속기)에서만 가능하다.하지만 재 핵융합로 재료의 조사

손상에 한 자료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네덜란드

HFR,일본 JMTR,미국 HFIR등의 연구로에서는 핵융합로 재료의 조사손상을 모사

하기 한 조사시설을 개발하여 핵융합로용 재료의 조사시험을 일부 수행하 다.조사

재료로는 austeniticstainlesssteel,vanadium 합 ,blanket/breeder재료,1stwall보

호 재료인 ceramic재료, 도 재료 등이 있다.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재료들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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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향을 평가하기 해 EuropeanFusionTechnologyProgram을 구성하여 HFR에서

오랫동안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이를 한 조사장치는 조사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

다.그리고 일본 JMTR에서도 ITER운 모드를 모사한 조건에서 재료의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한 조사장치를 개발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하기도 하 다.이들 조사조건으

로 최 고속 성자 조사량은 1x1022n/cm2(>0.1MeV),조사온도는 85～1600℃로 다양

하다.조사온도에 따라 온 조사조건인 경우에는 일부 시편이 연구로 냉각수에 노출

되기도 하고,고온 조사온도인 경우에는 He/Ne혼합기체를 활용하기도 하 다.이와

같이 다양한 조사조건에 따른 조사장치는 연구로의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계/

제작되었다.

� 선진국에서는 성자를 이용한 고부가가치,고효율 도체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

어 왔고,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자 조사를 이용한 도체 개발 연구

는 미국,일본 등 연구로를 보유한 나라에서 집 으로 연구되었다.물질조사 방법은

조사되는 물질에 따라서 proton,electron,chargedion과 neutron조사 등이 있으며,

성자 조사를 제외한 다른 조사방법은 조사선원의 침투깊이가 크지 않아서 재료내부

까지 균일한 미소결함을 생성하지 못하고 재료내부에 불균일한 결함을 형성한다. 성

자 연구와 동시에 이온입자나 다른 방사선 조사실험도 수행되었으나 성자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성자가 도체 물성향상에 효과 인 이유는 결정내부에

나노 크기의 결함을 만들어 주며 결함의 분포도 균일하기 때문이다.결함이 없는 경우

성자 조사로 결함을 생성시킬 경우 8x10
21
/m
2
의 조사량에서 100배 정도의 물성향상

이 있었으며,일반 벌크 도체의 경우는 10배 정도의 물성향상이 보고되었다.아직

성자 기술을 이용하는 도체의 산업화는 미진한 상태이다.이는 성자 기술이

완 히 확립되지 않았고 산업화하기에 충분한 재료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연구

로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의 나라에서는 성자 선원을 이용한 도체 개발 연구

를 수행 이다.미국 도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휴스톤 학과 라질,이탈리아,쿠

바 등이 공동연구로 성자 조사연구를 수행하 다.연구는 주로 도의 이온도와

임계 류 도의 변화에 한 것이었다.일본의 도연구소 (ISTEC)는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JAEA)와 공동으로 도체의 물질향상을 목 으로 성자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일부 도체에서 성능향상의 결과를 얻었다.기타 터키,오스트리아,호주,

국 등 원자로 보유국에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성자 조사를 이용한 비원자력 분야의 다양한 응용 소재개발을 한 핵심원천기술

연구가 미국,일본,유럽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그 핵심은 다양한 유기/무

기 재료에 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나노격자결함을 규명하고,이를 조 ․응용하

는 원천기술 확보에 있다.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신기능성 재료를 창출,시장을 선

하려는 노력이 국가주도 기업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우선,실용화 가능성

이 높고 시장이 큰 학소재, 자기재료에 해 활발한 응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심을 끄는 분야로는, 성자 조사를 통해 조 가능한 나노 스핀연구를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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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기존의 이 속을 심으로 했던 연구를 뛰어 넘어, 성자 조사효과를 반도체

물질에 용할 때 한 차원 높은 성과가 기 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반도체 내부에

서의 스핀 연구 자성체로부터의 스핀주입(SpinInjection),강자성을 띠는 반도체

(자성반도체)개발 등에 최근 많은 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분야를 통칭

반도체 스핀트로닉스(SemiconductorSpintronics,SpinsinSemiconductors)라고 하는

데 향후 형성될 거 한 시장을 두고 기술선 을 한 연구개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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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 기술개발 황 수

○ 성자산란을 이용한 산업재료 응용기술 개발

� 1995년 하나로가 완공되면서 각종 성자 산란장치가 순차 으로 개발되었으나 이들

을 이용한 연구 결과는 선진국 수 에 격히 못 미치는 상황으로 극히 제한된 분야

의 연구만 이루어 짐.

� 2000년 반부터 국내에서는 국가 략산업에 한 정부의 연구 지원, 기업체의 산업

연구 기반의 선진화에 따라서 성자를 이용하는 산업체( 속/친환경 에 지/나노 바

이오 소재/녹색성장/원자력 소재 개발 등)의 잠재 이용 수요가 증하고 있으나,

성자 산란을 이용한 산업 재료 응용 첨단 분석 기술 개발 기술 지원 인력의 부족

으로 산업체 이용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도 2010년 반부터 세계 5 권의 냉 성자 연구기반 시설(SANS장

치 등) 성자 비 괴 잔류응력 측정 장치들이 운 되면서 나노,바이오,연료 지,

원자력 소재 산업 구조재의 재료 개선,신 재료 개발 수명 측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이들 장치는 기능면에서 세계 5 권의 첨단 연구 시설이며,

향후 련 연구 분야에서 세계 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의 력 정부의 실

질 인 산업체 지원에 요구 되고 있음.

○ 응집 물질 구조 측정 해석 연구

� 최근 국내에서도 냉 성자 REF-V를 이용한 자성박막의 PNR측정 차를 수립하

으며 각기 다른 스핀 상태를 갖는 측정 데이터에 하여 편극효율,스핀 반 비 등의

보정 차를 수립하 다. 한 PNR측정데이터를 이용한 반사율 계산 오차 평가를

한 데이터 처리 로그램을 독자 으로 개발하 다. 한 교환바이어스 박막

NiFe/NiO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 CoFeB/MgO 등의 다층 박막 시료를 DC

sputtering방법으로 제작하고 자기이력곡선의 포화자기장 조건에서 각기 다른 4가지

스핀상태의 성자에 하여 PNR측정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성공 으로 분석하 다.

이와 같이 REF-V를 이용한 PNR측정 해석 기법을 확립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보

다 고도의 측정 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스핀자성 박막구조의 측정 해석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세포를 구성하는 구조와 표 세포를 감지하게 하는 세포구조는 인지질 이 막이라고

불리는 세포막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으로 체내에서 생체막은 세포 외막으

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조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성자 반사를 이용한 인지

질 이 막 각 성분의 산란길이 도와 두께 등의 련 구조를 성공 으로 평가하 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성자 반사를 이용한 복합생체막,생체막 계면 특성 등의 연구

가 가능하게 되었다.

� 개발 완료한 열 성자 삼축 분 장치(ThermalTAS)를 필두로 하여 냉 성자 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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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장치(ColdTAS) 성자 비행시간 분 장치(TOF)의 비탄성 산란 장치들이 순

차 으로 개발되어,응집 물질 내의 동력학 연구에 활용되는 성자 비탄성 산란 연구

기반이 확보될 정이다.

� 국내에서는 그간 한 장치의 부재로 스핀 동역학 측정이 시도된 바 없다.따라서

국내 수 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동역학 측정을 한 열 성자 삼

축분 장치가 국내 기술로 개발 완료되었으며 냉 성자 삼축 분 장치,디스크 쵸퍼

비행시간 분 장치 등이 재 제작 에 있다.열 성자 삼축분 장치의 경우 이 집

속형 단색기를 이용함으로써 시료 치에서 고 성자속이 가능하며,보다 고도의 연구

수행을 하여 ∼2K 도달이 가능한 온시료환경장치를 개발,시험하 다. 재 열

성자 삼축분 장치를 이용한 비탄성 산란 실험을 수행 에 있어 국내에서도 본격

인 성자 비탄선 산란을 이용한 스핀 동역학 연구가 가능할 망이다.

� 반강자성 상 계 연구는 탄성 비탄성 성자 산란을 통해 구조와 동력학을 연구할

수 있는 표 인 분야이다.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도 양자 간섭 장치(SQUID),

방사 가속기 등을 이용한 기 특성 측정으로 다강체(Multiferroic)물질들의 벌크

/ 기/자기/분 학 특성들이 집 으로 연구되고 있으며,HRPD,FCD를 이용한 자

기구조/스핀구조 연구도 가능한 상태이다.

� 다수의 응집물질계는 CCR(ClosedCircuitRefrigerator)온도 이하,즉 2∼ 4K 이하

의 극 온에서 다양한 상을 가지고 있다.이를 연구하기 해서는 수십 mK 까지 온

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 희석(식)냉동기(DilutionRefrigerator)와 같은 장비가 필수

이다.하나로의 성자 산란 시설은 CCR만 보유하고 있어서,극 온에서의 새로운

물리 상을 연구할 수 없었다.이에 시료 치에서의 온도를 100mK 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도 자석에 장착할 수 있는 희석 냉동기를 제작하 다.희석 냉동기를

도 자석에 장착하는 것은 동시에 고자장과 극 온을 구 할 수 있도록 해주어,보

다 경쟁력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표 분말 시료는 모두 이맞는(commensurate)반강자성 스핀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반

해,많은 자성 물질은 엇맞는(incommensurate)스핀 구조를 가지고 있다.엇맞는 반강

자성 스핀 구조는 최근 많은 심을 끌고 있는 자기 기 인(magnetoelectric)다강성

(multiferroicity)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자성 물질의 엇맞는 스핀 구조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요해지고 있다.하나로에 설치된 사축 회 장치를 자성 물질,특히 반강

자성 물질의 스핀 구조 분석에 본격 으로 사용하기 하여 여러 반강자성 물질의 측

정 데이터를 축 하 으며,이는 다른 시료 측정과 스핀 구조 분석의 기 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강유 체 단결정을 상온에서 측정을 하여 구조 인 해석을 하고 수소/ 수소가 치환

된 단결정을 상온 온에서 측정하 으며,구조 인 변화를 바탕으로 상 이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한 양성자 도율이 높은 수소결합형 단결정에 해 실온

온에서 성자 분석을 하 으며,열운동 보정을 통해 결합길이 변화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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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 다.이를 통해 구조 인 에서 물성 분석을 시도 하 다.

� 양성자 유리 상을 보이는 물질에 한 구조 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성자를 이용

하여 최 로 시도 하 으며,동 시스템은 양성자 도물질과 구조 상 이 련

상이 유사하지만 물성에 한 정보 온에서의 상 이 유무에 한 연구는 무한

상태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양성자 도 메카니즘에 수소 에 지 우물이 어떤 식으

로 기여를 하며, 한 수소 결합 물질 내의 상 이 상이 수소의 정렬-비정렬 상

과 어떤 계가 있는지 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성자산란연구에 필요한 응집물질재료의 단결정시료를 타 연구기 으로부터 제공받

거나 력연구로 제조하고 있으나,연구의 연속성과 체계를 확보하려면 단결정 제조장

치 구축을 통해 자체 으로 시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이를 하여 수직형 단결정

시료제작 장치를 자체 개발하고 결정 성장에 필요한 장치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 다.

한 다양한 성장조건에 따른 YBCO,Ca치환된 YBCO Mo첨가된 YBCO단결정

체 등을 성장하고 이들의 물성 평가 등을 수행한 상태로 보다 고도화된 성자 산란

에 필요한 단결정시료 연구의 기반을 확립하 다.

○ 디지털 마이크로 성자 래디오그라피 기술

� 하나로 성자 상장치(NRF)에 수소연료 지 실증장치 구축하여 국내 산업체와 함께

수소연료 지 2차원 분석법 활용 이며 3차원 분석법으로 확장하는 연구를 수행

하 다.

� 기 인 상평가를 한 팬텀 제작하여 이산 (Iterativereconstructionalgorithm)

용하여 비교평가를 하 음.연료 지내의 물의 양을 정량 으로 측정하기 해서 산

란보정 웨지 팬텀등을 사용하 다.

� NIST와 공동으로 실리콘 격자 성자간섭계기술을 연구.하나로 노외조사시험시설

(ENF)장치에서 베릴륨필터를 사용하여 냉 성자를 추출해내는 방법으로 실험하 음.

기강 자기구역 가시화연구를 시도하 다.

� 성자 상에 편극 성자를 사용한 은 없으나 산란장치 등에서는 편극기를 용한

경험이 있음.포항 성자 시설에서 편극 He-3에 한 기 연구가 경북 학교 에

의해서 수행된 이 있음.편극 He-3를 성자 스핀 필터로 사용하기 한 기 연구를

본 과제를 통해서 수행하 다.

� KAIST 과 공동으로 pixel형 성자섬 체에 한 연구를 수행 .나노공정을 이용

하여 패턴을 만들고 그 에 섬 체를 증착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 산업 응용연구를 한 융합 비 괴 방사화 분석기술 개발

� 1962년 TRIGA Mk-II연구로가 처음 건설된 후 이용하기 시작하 으며,계측장비의

성능이 낮아 주로 방사화학 인 방법을 병행한 분석기술의 개발 이용이 있었다.

1972년의 TRIGA Mk-III연구로,1995년의 HANARO로 이어져 기반구축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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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 응용연구에 활용하 다.

� 1970년 에는 즉발감마선 계측법에 의한 붕소 분석법 고찰,지발 성자 계측에 의한

U,Th분석법 고찰,생물시료의 분석법 개발 응용연구,연 추정 연구 등이 있었

으나 기 수 이었다.하나로에는 2006년 말에 PTS개선과 함께 DNC장치가 설

치되어 2007년부터 기 연구와 이용기술 개발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특히 한국원

자력통제기술원에서 DNAA기술을 이용하여 IAEA핵사찰에 사용하고자 시설 구축 사

업을 지원하 다.

� 1980년 에는 우라늄 군 분리에 의한 희토류 원소 분석 기술 개발,Zircalloy 불

순 성분원소의 분석법 개발(W 차폐체를 이용한 계측),모발분석에 의한 개인 식별 연

구,ThermalColumn을 이용한 고 순도 알루미늄 분석법 개발 등이 있었다.

� 1990년 에는 원자력병원과의 공동연구로서 체내 NAA 연구와 INAA에 의한 인체장

기조직의 미량원소 분석연구를 수행하 고,열외 성자를 이용한 지질시료의 분석법

개발 조사장치 설치,계측 자료 수집 해석의 산화,핵종분석 방사능 계측

기술 개발,고 순도 해동의 성자 방사화 분석 연구,환경 무기시료(Coalflyash,

기분진,토양,Sediment)의 분석법 개발,환경 생물시료(PineNeedle,Rice,Human

Milk, Human Hair, Algae)의 분석법 개발, 기분진시료를 이용한 기오염

Monitoring연구(국제 력연구 포함),표 식물시료의 제작에서 방사화 분석에 의한

속 미량원소의 정량,‘하나로’내 방사화 분석 시설(PTS)설치 성능/조사특성

시험,환경표 시료의 DataIntercopmparisonStudy등을 수행하 다.

� 2000년 에는 무인 자동시료 측정 장치의 개발,PGAA 분석법 도입 시설개선,

k0-NAA 정량법의 구축,표 물 인증을 한 공동연구,DNAA 시스템 설치,PTS시

설의 개선 재설치, 라스틱 시료의 분석법 개발, 기 미세먼지 분석을 통한

방출 오염원 규명연구,KOLAS인증 품질 리 체계 구축,인체장기 의 성분원소

분석,Duplicatediet를 이용한 식이습 무기 양 성분 분석,방사화 분석의 불확

도 인자들에 한 표 불확도 합성 불확도 추정,PGAA 이용 붕소분석법의 확립,

CRM이용한 내부 품질 리 기술과 숙련도 시험 참가를 통한 외부 품질 리,고 순도

알 알루미나 소재의 불순불 분석법 개발 등에 한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 열 성자를 이용한 반 인 방사화 분석 기반기술은 선진국 수 으로 구축하 으나

열외 성자 방사 화학 분리기법을 병용한 기술은 조사시설 연구 인력의 제한

으로 인하여 기 인 기술 개발 수 에 머물러 있다. 한 분석 시스템의 자동화

산화 측면에서도 선진국의 85% 수 의 기술개발을 달성하 으나 조사 측정 시

스템의 자동화(DNAA, 단수명 핵종분석)와 련된 일부분의 개발이 미진한 상태 이

다.

� 열 성자를 이용한 PGAA 장치는 이미 구축되어 경원소 분석을 해 활용되고 있으

나 동시 다 원소 분석을 해서는 정확한 핵자료를 바탕으로 한 ko-PGAA의 정립이

필요한 시 이다. 재 선진연구기 에서도 ko-PGAA 방법의 구축을 하여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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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분 야 국내 기술수준 국  기술수준

NAA

기 기반기

술

∙시료 처리 기술 개발

∙ 성자 조사 기술 개선

∙단일 측정분석장치 개발

∙조사특성 시험 기술 확립

∙감마선 계측 기술 확립

∙검출효율 측정기법

∙분석감도 검출한계 개선

∙측정불확도 평가기술 용

∙감마선 분 분석 기술 확립

∙정량평가 자료해석 기술 개발

∙분석법 표 화 기술 용

∙데이터 검증,인증 기술 용

∙비교 숙련도 시험 용

∙통계분석 기술 개발

70

80

60

90

90

90

70

90

80

90

80

70

90

90

∙시료 처리 기술 활용

∙ 성자 조사 기술 개선

∙다 측정분석장치 개발

∙조사특성 시험기술 확립 활용

∙감마선 계측 기술 활용

∙검출효율 측정기법 활용

∙분석감도 검출한계 개선

∙측정불확도 평가기술 확립

∙감마선 분 분석 기술 활용

∙정량평가 자료해석 기술 확립

∙분석법 표 화 기술 확립

∙데이터 검증,인증 기술 확립

∙비교 숙련도 시험 용

∙통계분석 기술 확립

95

90

100

100

100

100

90

90

100

95

100

90

100

100

NAA

산업응 기술

∙CRM 제작 인증기술 개발

∙고순도 무기소재 분석기술 개발

∙원료물질 분석기술 개발

∙고순도 유기소재 분석기술 개발

∙지구환경연구 응용기술 개발

∙황사 기분진 측정기술 용

∙환경소재 정량분석기술 개발

∙생물학 시료 분석기술 용

∙생물학 시료 평가 활용 기술

∙생명공학 응용기술 개발

∙인체보건 건강식품 기술 개발

∙고고학 연구 응용기술 개발

∙사회문화 응용기술 연구

60

70

80

60

60

80

80

70

70

50

60

70

70

∙CRM 제작 인증기술 확립

∙고순도 무기소재 분석기술 개발

∙원료물질 분석기술 개발

∙고순도 유기소재 분석기술 개발

∙지구환경연구 응용기술 개발

∙황사 기분진 측정기술 용

∙환경소재 정량분석기술 개발

∙생물학 시료 분석기술 개발

∙생물학 시료 평가기술 활용

∙생명공학 응용기술 개발

∙인체보건 건강식품 기술 개발

∙고고학 연구 응용기술 개발

∙사회문화 응용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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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PGAA이용기술의 활용성 증 를 하여 요한 과제이다.

� 선진연구기 에서는 감마선 검출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분석 감도의 향상과 검출한

계의 개선을 통하여 방사화 분석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구비의

문제로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일반 검출 시스템을 최 한 활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

� 산업응용분야 확 를 한 연구 인력이나 연구비가 응용가능성에 비해 상 으로

어 수월성 있는 연구개발 응용기술 개발에 주력하지 못하고 기 인 산업응용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창의 인 특정 연구개발을 해 공동/ 탁연구

의 활성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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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A기술은 분석과 비 괴 분석이라는 독특한 강 과 차별성이 있어 실리콘,알

루미늄 등의 용해과정이 까다로운 고순도 소재의 분석은 물론 생체 고분자와 같은

표 물질의 선택이 어려운 다양한 소재 원료물질의 분석이 가능하여 유기,무기 혹

은 복합소재분야에 한 활용도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로를 이용한 INAA 기술의 분석 감도는 다른 종류의 방사화 분석 기술보다 월등

히 앞서고 있지만 분석 상 원소가 부분 으로 제한된다. 를 들면,질소 이하의 경

원소 Pb,Be,Bi등의 검출이 어렵고 일부 원소들은 감도가 낮다.PGAA는 B,Cd,

Sm,Gd와 같은 성자 흡수 단면 이 아주 큰 동 원소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

의 미량분석(～㎍/g)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농도가 좀 더 높은 다른 원소들(C,

N,P,Al,S,K,Ca,Na,Ti,Fe)의 정량도 가능하다. 한 시료의 모양,크기 는 화

학조성에 비교 제한을 받지 않으며,방사선에 의한 시료의 손상과 열 도가 거의

없고,무시할 정도의 잔여 방사능을 남기므로 필요한 경우에 재분석이 가능한 비 괴

분석법이라는 것이 큰 장 이기도하다.향후 두 기술을 보완 으로 조합하여 이용할

경우에 핵 분석 기술의 장 을 최 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높은 성자속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로(30MW) 자동화 PTS시설을 기반으로 한

DNAA 시스템의 운 차와 U 분석법이 확립되면 난용성,불용성의 고체시료 에

서 U을 빠르고 손쉽게 정량할 수 있게 되어 방사화 분석기술의 활용성이 증 될 것

이다.

� NAA 기술이 가장 표 으로 활용되는 분야는 표 물질 인증이다. 한 분석시료의

매질과 일치하는 표 물질이 없거나 공정시험법이 없는 경우에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다.즉 신소재( : 라스틱 반도체,탄소나노튜 )의 개발에 극 인 활용이 필요

하다.

� 최근에는 산업 이용을 목 으로 한 응용기술의 개발이 범 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석품질시스템의 구축과 분석 측정의 불확도를 제거시

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분석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산업,환경 분야

의 로그램 개발을 한 기술 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 조사기술 고도화 미래원자력 조사기술 개발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1995년 ‘하나로’가동과 함께 조사시험과 련하여 원자력

장기연구기획사업으로 재료조사시험용 캡슐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1997년부터 원 재

료의 조사시험을 지원하고 있다.그리고 핵연료 조사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핵연료 조

사시험용 계장캡슐을 개발하 다.2000년부터 조사 재료의 크립특성을 측정하기

한 크립캡슐을 개발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이 외에도 재조사 재계장을

한 요소기술을,2007년부터 OR/IP조사공 이용 조사시험기술을 개발하 다.2010년부

터 고온 조사시험기술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조사시험 요소기술을 개발

하 다. 재까지 개발된 기술들은 원자력 안 과 련된 원자로 수명연장,이용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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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 향상을 한 원자로 핵연료 개발,원자로 구조재인 스테인리스강,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DUPIC),신형핵연료, 속핵연료,연구로 재료,미래원자력시

스템용 첨단 재료/핵연료 연구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에 활용되고 있다. 한 두산 공

업의 압력용기,S/G재료의 설계 검증자료 확보 조사시험,한 원자력연료(주)(KNF)의

국산 핵연료의 설계 검증 련 조사시험,고리1호기를 포함한 국내 경수로 계속운

련 조사시험,제4세 국제공동연구 I-NERIProject,원자력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한 소형원자로(SMART)기술개발 사업,수출용 연구로 설계개선 사업 등에 활용

되고 있다.

� 조사시험을 한 정 계측기들은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내방사선용으로 국내에

서는 내방사선용 계측기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재까지 량 외국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LVDT 등에 한 국산화 연구를 통하여 련기술을 확보

해 나가고 있다.

� 성자를 이용하여 도체나 학재료 등과 같은 신소재 설계분야에 한 연구는

아주 미약한 상태이다.이미 확보된 ‘하나로’ 성자 시설과 국내의 NT 소재기술을

목시킬 경우,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의 입장이지만 단기간에 기술격차를 이고 독

자 인 도체, 학/ 자기 재료기술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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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 성자산란을 이용한 산업재료 응용기술개발

∙1960년 부터 연구로 2기(TRIGAMk-II와 Mk-III)가 가동되어 왔으나 낮은 성자 속

과 연구 여건 미비로 연구소 내부 요구를 제외하고는 리 이용되지 못하 다.오랜 기간

동안 기 인 성자 분 기술과 성자 래디오그라피 기술개발,특히 성자 속과 낮

은 분해능 장치에서도 성자 회 에 의한 재료의 집합조직 연구를 수행하 다.그 후

1985년부터 세계 인 수 의 연구로인 “하나로”설계 건조 사업이 착수되어 1995년 첫 임

계에 도달하 으며,1996년 성자투과 비 괴장치를 시작으로 세계 수 의 고 분해능

성자 회 장치(HRPD)등 열 성자 산란장치들이 개발되어 운 되어 왔다.특히 2003년

부터는 21세기 과학기술을 주도할 냉 성자 연구기반 시설 성자산란장치들이 국내

기술 주도로 하나로에 개발 으로,이 시설이 완공되는 2010년 후반부터는 산학연 이용자

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어 BT,NT,ET,녹색기술 등의 국가 핵심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나로에서는 분 장치,장치 주요부품 분 기술 개발을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으

며,국가 략기술개발사업인 NT,BT,IT 분야와 연계한 성자 빔 이용 연구 활성

화를 해서 노력하고 있다.앞으로 기 확보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분 기술 선진화

와 2010년 냉 성자 연구시설(CNRF)을 갖추게 되면 하나로는 명실상부한 국제 인

성자 과학연구 시설로서의 상을 정립하고 있다.

∙2007부터는 원자력기술의 국민 삶의 장에 좀 더 다가가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방사선 기술개발 사업에 의한 방사선 융합 기술 사업이 진행 에 있다.기설치 운

인 성자산란장치들을 이용하여 국가과학기술 선진화 산업 기술 신에 기여할

성자를 이용한 다양한 첨단 산업응용 기술 개발을 산학연과 공동으로 수행 에 있

다.2007~2011년까지 수행한 주요 연구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세계 최 투과력 비 괴 3D 성자 잔류응력 측정 기술 개발

-하나로의 잔류응력 장치는 세계 최고 수 으로 Fe시료 두께 약 80mm,Al시료 두

께 150mm까지 비 괴로 3차원 잔류응력 측정 기술 개발

-보이지 않는 구조 재료의 내면의 유해한 인장 잔류응력은 작스런 균열,피로 괴

의 주요인으로 이에 한 정확한 측정 분석이 요구됨

-두산 공업은 본 기술을 용한 신 용 공정 개발로 고리 1호기의 노화 보수 작업에

용 이며,2-4호기에도 활용할 정으로,약 500억원의 해외 유출방지 효과 있음.

-포스코와 공동으로 16,000TEU 형 컨테이 선 용 구조 신뢰성 평가기술 개

발로 선주발주 증 가능

-SCI논문 5편 (Journalofappliedcrystallography외 4건)발표 YTNScience인

터뷰,MBC,SBS,YTN뉴스보도 등 20회 언론매체 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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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노 구조 분석용 극소각 성자 산란 측정 기술 개발

-하나로에는 2010년 냉 성자 연구 기반 시설이 완공되고,세계 수 인 40M SANS,

18M SANS장치가 완공되어,산학연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공개하고 있음.

-SANS장치는 일반 으로 재료내에 크기가 1~150nm인 불균일성(구조,기공,결함

등)을 측정 할 수 있는 나노 구조 분석 장치로 원자력,나노-바이오,생명공학,친환경

에 지 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음.

-40M SANS장치에 기존의 측정 능력을 배가하기 하여,MgF2Focusing 즈

Multi-Conversing Beam 방법을 이용한 극소각 산란 측정 기술을 개발하여,40M

SANS장치 측정 능력을 1-200nm에서 1-500nm 크기의 나노 구조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향상 함(GlobalTop5성능을 보유함).

-이와 같은 측정 능력은 원자력,생명공학,에 지 장재료, 매,기공 재료 등 련

소재 산학연 공동 연구 산업 응용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3)충방 -온도 시료환경장치 개발 HEV용 이차 지 열화 요인 분석 기술 개발

-하이 리드자동차(HEV)용 리튬이차 지는 고출력,고안 성,고수명화 요구됨.

.최근(2009.1.)이차 지 폭발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충방 -온도 겸용 (-30-100℃)시료환경장치를 개발하여 충방 -온도 이 환경 조

건에 따른 성자 회 상 In-situ측정 기술 개발 상용 지의 충방 온도변화에

따른 극소재 구조 변화 평가 : 지 성능 하 시 새로운 LiF상이 생성됨을 규명함.

-Maximum EntropyMethod(MEM)를 이용한 성자회 의 리튬이온 이차 지 도

path(리튬이온 분포)의 규명 기술 개발

-충방 -온도 In-situ측정 기술을 이용한 상용 지의 열화요인 분석에 따라 재 사

용 인 리튬 이차 지의 해액(LiPF6)개질 필요성 최 제기 :삼성 SDI,고려 ,

서울 등에서 성자 이용 공동 연구 제안.

- 성자를 이용한 산학연 력/공동 연구로 차세 지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경

제발 녹색 환경 구 에 기여.

4) 성자 잔류응력 측정 장치의 성능향상 산업용 재료의 안 성 평가기술 개발

- 성자 잔류응력 측정 장비 (NeutronResidualStressMappingDiffractometer)는 자

동차,항공우주,철강 선박 등의 산업 반의 소재 부품에서 발생되는 응력,크

랙,피로 괴 메커니즘 그 안 성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설비

임

-잔류응력 측정 장비의 hardware software성능향상

.회 된 성자 검출용 고성능 검출기 (PSD)개발

.장치 공간 분해능(△d/d):기존 40“에서 18”으로 향상

.시료크기:기존 최 약10cm에서 약70cm까지 측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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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소성가공 부품의 잔류응력 측정

. 표 원자로의 구조재인 SUS 이 의 소성변형에 의한 잔류응력 측정기술개발

.열처리된 자동차용 래이크의 잔류응력 평가

. 형 (50x10x2cm 크기)구조물의 측정기술 습득

-다수의 산업계 학계의 측정 요청에 의한 지원 :공군항공기술연구소,두산 공업,

포스코기술연구소,RIST등 잔류 응력 측정 공동 연구 수행 지원

5) 성자소각산란기술을 이용한 극미세 (<5nm)나노 석출물의 정량 분석기술개발

-철강 재료에서 극미세 석출물은 재료의 물리 ,기계 성질 향상시키는데 매우 요

한 인자임.

-목표하는 첨단 소재개발을 해서는 제조 공정상에서 극미세 석출물의 정량 제어

기술이 요구됨.

- 성자는 속에 한 투과력이 크므로 성자소각산란(SANS)기술은 벌크 재료의 나

노 석출 거동을 정량 으로 분석하는데 유일한 기술임.SANS에 의한 철강재료 석출

물 정량 평가 기술은 세계 최고 수 이며,포스코 등 산업체에서 이용수요가 증하고

있음.SANS장치의 우수성 입증.

-하나로 냉 성자 연구시설이 가동되면 세계최고 수 의 분석기술 제공 국제 수

월성 연구 선도기여.

6)PTA에 의한 보론 분포 분석 표 화 기술 개발

-철강 재료에서 극미량 첨가로 고강도를 구 할 수 있는 보론 원소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체에서는 보론 거동의 정 제어를 한 정 한 분석법을 요구하고 있음.

- 성자를 이용한 PTA(particletrackingautoradiography)법은 벌크 시료의 보론 분

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석 기술임.

- 성자 조사량/조사시간,에칭 온도/시간을 고려하여 보론 첨가량에 따른 표 분석기

술을 개발함.

-보론강 장제작(포스코,연주 공정시)에 발생하는 크랙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연구

에 활용함으로서 본 기술의 우수성 입증.

-친환경 경량소재 자동차 개발에 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산업 기술 국제 경

쟁력 강화에 기여함.

○ 응집 물질 구조 측정 해석 연구

∙하나로 REF-V를 이용한 자성박막의 PNR 측정 차를 수립하 으며, 자석,스핀

반 기 편극기/해석기 등의 PNR구 기구들의 구동 시험을 마치고 각기 다른 스

핀 상태를 갖는 측정 데이터에 하여 편극효율,스핀 반 비 등의 보정 차를 수립하

다. 자석의 수직방향으로 인가되는 자기장은 체 인가 자기장(최 0.2T)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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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치편극율은 >95%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한 편극 성자 반사 측정

실험에서 계수율의 보정 오차를 계산하고 성자 반사율을 평가하기 하여 련

로그램 HanaREF와 HanaPNR을 개발,시험하 다.

∙교환바이어스 효과를 보이는 시료,NiFe/NiO를 제작하고 자기이력곡선의 포화자기장

에서 각기 다른 4가지 스핀상태의 성자에 하여 PNR 측정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포화자기장에 따른 자기모멘트의 변화를 악하 다. 한 자성/비자성

이종 합 다층박막 MgO/[Co40Fe40B20(3nm)/MgO(2nm)]10,MgO/[Co50Fe50(3nm)/MgO

(2nm)]10를 제작하 다.CN REF-V를 이용하여 얻은 PNR 측정 결과 인가 자기장에

따른 성자산란길이 도 차이에 의한 반사 임계각의 변화와 함께 다층막의 반복 형성에

의한 라그 피크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PNR측정 데이터의 분석 결과 CoFeB시료에

서 열처리 후 각 층의 두께는 CoFeB의 경우 증가하 으나 MgO는 감소하 으며,다

층으로 층한 CoFeB과 MgO가 서로 해있는 상,하 두 계면에서 자기모멘트가 서

로 다름을 확인하 다.이와 같이 PNR측정 실험을 통하여 자성층 CoFeB 는 CoFe

과 비자성층 MgO사이의 계면에서 자기모멘트의 유발 혹은 감쇠 결과를 확인하 다.

∙최 의 생체계면 반사율 측정 기반 구축을 하여 EPICS와 SPEC를 기반으로 하는

Bio-REF장치 구동을 실 함으로써 반사율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표 박막의

반사율을 측정하 다.세포막 단백질이 인지질 막에 삽입되는 방식을 확인하기 하여

서로 다른 hydrophobic한 여러 WALP시료를 합성하고 멤 인 특성을 성자 반사

율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1%의 서로 다른 WALP를 삽입하 을 때 체

으로 인지질 이 막의 두께는 두꺼워 졌으며 이는 생체막과 alphahelix단백질체의

결합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

∙단색기 차폐 유니트를 비롯한 TAS1차 분 기의 주요부 제작을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 으며 부분품별로 제작 후에 차폐능 평가 장치 구동시험을 수행

하 다.이 집속형 단색기 유니트는 양면형으로 설계하여,한 면은 PG결정을 다른

한 면은 제 2단색기 결정(Cu)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 지 역에서부터

간과 고에 지 역의 입사에 지를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 다.이 집속

형 해석기에 63개의 PG결정을 부착하고,해석기와 검출기 주변의 차폐능이 극 화된

해석기/검출기 차폐 유니트의 설계/제작으로 높은 신호/배경값을 구 하 다.시료

치에서의 성자속은 Ei=13.7meV(2θM=42.7도로 단색화된 성자를 부분 으로 집속

한 상태에서 2.3×10
8
n/cm

2
/s로 측정되어 당 목표치(10

7
n/cm

2
/s)를 월등히 상회하

다.TAS를 이용한 스핀 동역학 측정에 필수 인 온 시료환경장치를 설계,제작하

으며 시료의 교체가 쉽고,단결정 시료들의 정렬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해

top-loading방식을 용하 다.

∙다수의 응집물질계는 CCR(ClosedCircuitRefrigerator)온도 이하,즉 2~4K 이

하의 극 온에서 다양한 상을 가지고 있다.이를 연구하기 해서는 수십 mK 까지

온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 희석(식)냉동기와 같은 장비가 필수 이다.하나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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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산란 시설은 CCR만 보유하고 있어서,극 온에서의 새로운 물리 상을 연구

할 수 없었다.이에 시료 치에서의 온도를 100mK 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도 자석에 장착할 수 있는 희석 냉동기를 제작하 다.희석 냉동기를 도 자석에

장착하는 것은 동시에 고자장과 극 온을 구 할 수 있도록 해주어,보다 경쟁력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통 새로운 물질은 분말 시료부터 만들어지므로,분말 시료를 통해 스핀 구조를 측

정하고 해석하는 기술은 오랫동안 발 하여 왔다.우선 하나로 HRPD로 CoO,MnO,

FeO,Cr2O3와 같은 여러 표 물질을 측정하 으며 최근 심을 끌고 있는 엇맞는 반

강자성 상 계인 Mn1-XCoXWO4와 Ba0.5Sr1.5Zn2Fe12(1-x)Al12xO22의 분말 시료를 제조하여

스핀 구조를 측정하고 그 물리 상을 연구하 다. 한 질 좋은 단결정 시료를 보

유하면, 성자 자기 산란을 통해 스핀 구조를 더 정 하게 해석할 수 있다.데이터

축 을 해 FeO,CsMnCl3̇2(H2O)2,Cr2O3. MnSi2S4,MnGe2S4,Mn1-XCoXWO4와

같이 최근 많은 심을 받고 있는 단결정을 제조하여 자기 상 이와 스핀 구조를 측

정하여 새로운 물리 상에 한 이해를 넓혔다. 한 반강자성 상 계인

Mn1-XCoXWO4와 Ba0.5Sr1.5Zn2Fe12(1-x)Al12xO22등의 스핀 동역학 측정으로 이들 물질이

스핀 갭을 가진 것을 확인하 고,도핑에 의해 스핀 갭이 어드는 상을 확인하

다.

∙강유 체 단결정을 상온에서 측정을 하여 구조 인 해석을 하고 수소/ 수소가 치환

된 단결정을 상온 온에서 측정하 으며,구조 인 변화를 바탕으로 상 이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한 양성자 도율이 높은 수소결합형 단결정에 해 실온

온에서 성자 분석을 하 으며,열운동 보정을 통해 결합길이 변화에 한 연구

를 하 다.이를 통해 구조 인 에서 물성 분석을 시도 하 다.

∙수소결합 물질 LiH2PO4(LDP)단결정에 해 상온과 100K에서 측정데이터를 수집하

다.이 물질은 고온에서 높은 양성자 도율을 보여 연료 지의 해질 물질로 응용

이 가능하다.결정구조 해석에 있어 결합길이는 매우 요한 정보를 제공하며,분자

원자들의 열진동에 의해 결합길이가 달라진다.TLS (Translation,Libraionand

Screw)분석을 사용하여 LDP데이터를 보정하고 분석하 다.이를 통해 실온에서 높

은 기 도율을 보이는 LDP는 가벼운 Li이온에 의해 도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

라,PO4사면체의 운동에 의한 것임을 밝 냈다.사면체의 운동은 략 4.95도 정도이

다.

∙ 성자 산란용 산화물 단결정 열처리로를 제작하 다.열처리로 제작의 기본 개념은

고온에서 결정성장의 종자가 되는 결정을 로의 상부에서 공 하는 방식이다.제작된

열처리로로 산화물 고온 도 단결정을 제조하여 열처리로의 성능을 확인하 다.

도 온도가 90K인 YBaCuO의 분말을 성형하여 펠렛을 만들고,그 에 단결정 종

자를 심은 후,열처리하여 단결장 성장을 유도하 다.최고 가열온도와 냉각속도를 변

화시키면서 단결정 성장의 변화를 찰하여 최 의 열처리 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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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으로 수 mm 크기의 도 단결정을 제작할 수 있었다.

∙ 도체의 자기 특성을 변화시키는 물질로 Ca과 Mo을 선택해서 도 단결정의

특성에 한 도핑효과를 조사하 다.두 도핑 물질의 첨가량을 조 하여 단결정을 성

공 으로 제조할 수 있었으며 두 첨가 물질 모두 첨가량의 한계량이 존재하며 수 %

의 과도한 첨가시에는 단결정이 성장되지 않았다. 한 Mo도핑의 경우 0.1%이하의

미량도핑시 도 결정 내부에 치환된 Mo원자에 의한 외부자장을 속박하는 럭스

피닝 (fluxpinning) 상이 찰되었다.

○ 디지털 마이크로 성자래디오그라피 기술 개발

∙ 자동차 포항공 와 공동으로 수소연료 지에 한 실증장치를 설치하여 2차원 인

성자 상분석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재 연료 지스택이나 가스확산층의 물

분포 측정 등에 해서 3차원분석기술이 시도되었다.

∙ 성자섬 체에 한 연구를 픽셀형으로 시도를 하 고 상실험을 하고 있으며 픽셀형

의 장단 을 재 분석 이다. 성자에 한 섬 을 얻는 메카니즘에 해서는 여러실험

을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며 추후 해상도와 량의 최 화 구조화에 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

∙핀홀을 이용한 성자 페이즈 상법을 개발하 으며,미분 상 상도 개발하여 하나

로 노외 성자조사시험시설에 설치되었다.

∙경북 학교,일본 KEK,러시아 JINR의 연구자들과 력하여 He-3편극 성자를 이용

한 성자기 실험을 수행하 으며 성자 상 활용을 해서 기 인 특성분석을 하

다.

○ 산업 응용연구를 한 융합 비 괴 방사화 분석기술 개발

∙1980년 에는 우라늄 군 분리에 의한 희토류 원소 분석 기술 개발,Zircalloy 불순

성분원소의 분석법 개발(W 차폐체를 이용한 계측),모발분석에 의한 개인 식별 연구,

ThermalColumn을 이용한 고 순도 알루미늄 분석법 개발 등이 있었다.

∙1990년 에는 원자력병원과의 공동연구로서 체내 NAA 연구와 INAA에 의한 인체장기

조직의 미량원소 분석연구를 수행하 고,열외 성자를 이용한 지질시료의 분석법 개발

조사장치 설치,계측 자료 수집 해석의 산화,핵종분석 방사능 계측기술 개발,

고 순도 해동의 성자 방사화 분석 연구,환경 무기시료(Coalflyash, 기분진,토양,

Sediment)의 분석법 개발,환경 생물시료(PineNeedle,Rice,HumanMilk,HumanHair,

Algae)의 분석법 개발, 기분진시료를 이용한 기오염 Monitoring연구(국제 력연구

포함),표 식물시료의 제작에서 방사화 분석에 의한 속 미량원소의 정량,‘하나

로’내 방사화 분석 시설(PTS)설치 성능/조사특성시험, 환경표 시료의 Data

IntercopmparisonStudy등을 수행하 다.

∙2000년 에는 무인 자동시료 측정 장치의 개발,PGAA 분석법 도입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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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NAA정량법의 구축,표 물 인증을 한 공동연구,DNAA시스템 설치,PTS시설의

개선 재설치, 라스틱 시료의 분석법 개발, 기 미세먼지 분석을 통한 방출 오염

원 규명연구,KOLAS 인증 품질 리 체계 구축,인체장기 의 성분원소분석,

Duplicatediet를 이용한 식이습 무기 양 성분 분석,방사화 분석의 불확도 인자들

에 한 표 불확도 합성 불확도 추정,PGAA이용 붕소분석법의 확립,CRM이용한

내부 품질 리 기술과 숙련도 시험 참가를 통한 외부 품질 리,고 순도 알 알루미나

소재의 불순불 분석법 개발 등에 한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제 3차 원자력 장기계획사업의 단계에서는 열 성자 방사화 분석의 고정도 측정을

해 콤 턴 억제 감마선 분 시스템 구축하여 일반계수법과 반 동시 계수법을 용

한 동시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장치성능을 평가하 으며 측정 불확도는 30% 감,검출

민감도 최 2배를 개선하 음. 한 방사화 분석을 해 주로 사용하는 표 인 생물

/지질표 시료를 선택,분석하고 우주식품,한약제류,roaddust,토기,침 물과 같은

실제시료의 분석에도 용하여 INAA/PGAA 분석 DB를 구축하 으며 향후 효과 인

분석법 활용을 한 통합분석 로그램을 개발하고 등록함.시료 에 존재하는 U과

열 성자와의 핵반응에 의해 방출되는 지발 성자를 계측하여 미량의 U을 정량하기

한 장치, 로그램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환경 생물시료 분석에 용하여 분

석소요시간 5분 이내에 20ppb의 농도수 까지 신속,정확하게 정량 할 수 있는 분석기

법을 확립함.산업 시료들에 한 방사화 분석기술의 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산

업재료 품질 리(폴리실리콘,흑연,SiC,보론강,표 물인증),환경오염( 기분진,토양),

보건(식품 필수 미네랄 독성원소),문화재(토기 산지분석)분야에 한 응용 연구

수행함.마지막으로 2012년 3월에 구축완료 정인 하나로 냉 성자 방사화 분석 시설

에 설치 인 냉 성자 즉발감마 측정 시스템과 표면분석 시스템에 하여 TRIM

EGS코드를 이용한 산모사를 통한 비 성능 평가를 수행함

○ 성자 이용 조사기술 고도화 신소재 개발

∙국내 유일한 련분야 연구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1995년 ‘하나로’가동과 함

께 원자력 장기연구기획사업으로 재료조사시험용 캡슐 기술을 개발하여 1997년부터 원

재료의 조사시험을 지원하고 있다.그리고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과 조사시험

핵연료의 조사특성(온도,핵연료 내압,핵연료 변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을 개발하 다. 한 조사 재료의 크립특성을 측정하기 한 크

립캡슐을 개발하 고,피로특성 측정을 한 피로시험용 캡슐도 개발하 다.이 외에도

재조사 재계장을 한 요소기술을 개발하 다. 한 2007년부터는 성자속이 낮은

OR/IP조사기술을 개발하 고,고온 조사시험을 한 재료/핵연료 캡슐 설계 계장

요소기술을 개발하 다. 재까지 개발된 기술들은 원자력 안 과 련된 원자로 계속운

,이용률 경제성 향상을 한 원자로 핵연료 개발과 련된 발 소 압력용기재

료,원자로 구조재인 스테인리스강,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DUPIC),신형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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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속핵연료 연구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에 활용되고 있다.산업계에서는 두산 공

업(구;한국 공업(주))은 압력용기,증기발생기,미래형 고온재료의 설계 검증자료 확보

를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한 원자력연료

(주)(KNF)는 국산 핵연료의 설계 검증과 련하여 2006년부터 다양한 핵연료 집합체 부

품의 조사시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하나로’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500℃까지의 재료 고온시험용 조사장치 련기술을 개발하

기 하여 고온용 열매체 선정 노외 성능평가를 완료하 다.Al열매체를 이용한 표

형캡슐로 400℃까지의 조사시험을 수행하 고,후보 고온열매체를 사용하여 600℃ 까

지의 노외특성을 평가하 으며,이 열매체 기술을 개발하여 고온성능 평가를 완료함으

로써 2단계 700℃까지의 고온 조사시험용 캡슐기술 개발에 한 최 의 설계/제작/계장

기술을 도출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핵연료 고온 조사시험을 한 이 피복 핵연료 과 조사장치

를 설계하고,제작하 다.이 피복 핵연료 에는 핵연료 소결체의 심온도와 내부피복

온도를 측정하는 계장기술이 용되었고,이 피복 사이의 가스 gap에 헬륨가스를

채워 고온 조사시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 다.이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이 계장

핵연료 제작기술과 가스 gap크기와 가스 혼합비에 의한 온도 변화 특성 연구 결과

등이 활용되었으며,이를 통해 고온 조건에서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한 기 기

술을 확립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외국에서 량 수입하여 사용하는 압력용/변형용 LVDT의 국

산 시제품을 설계,제작하고 특성 시험을 수행하여 우수한 성능 품질을 확인하여 원

자력 기술 선진국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조사시험용 계장 센서 개발에 한발 다가서게 되

었으며 고가의 LVDT를 국산화하여 외화를 감하게 되었다.

∙핵연료 조사시험 측정하는 핵연료 심온도,핵연료 표면온도,핵연료 내압,핵연료

길이 변화 열 성자속 등의 핵연료 조사 특성자료에 한 분석기술 핵연료 조사

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 개선안은 하나로에서의 핵연료 조사시험의 정확성 신뢰성을 향

상시키는데 활용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국가 원자력 장기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추진 인 상용원 의

계속운 ,핵연료 성능개선 연구 등의 차질 없는 수행을 한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기술

의 고도화 연구와 국가 장기 에 지 안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한 일체형원자로

(SMART)개발,미래 원자력시스템(VHTR,SFR등)개발 핵융합로 개발 등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미래원자력 조사시험 요소기술을 개발하

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원자로인 일체형원자로 SMART는 기존 원자로에 비해 안

성이 획기 으로 개선되고,소규모 력 생산과 함께 해수 담수화가 가능하는 등 경제성

이 매우 뛰어나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국내 인허가 기 으로부터

종합 으로 원자로의 안 성을 평가받아 2011년까지 SMART개발완료를 하여 증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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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 재질 등 주요 핵심 구조재에 한 하나로를 이용한 노내특성 자료 생산하여 제공

하 다.

∙최근 정부 주도로 확정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에서 제4세 원자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각 을 받고 있는 소듐냉각고속로와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을 확정하 다.높은 연료 효율성과 고 폐기물을 폭 감축시킬 수 있는 소듐냉

각고속로 고유가와 국제 기후변화 약에 응할 수 있는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을 2017년까지 차질없이 표 설계 검증하기 하여 하나로를 이용한 특수 핵연료/재

료들에 한 조사시험 기술개발 특성 자료생산이 필수 으로 요구되어 이용자 요구

에 따른 VHTR SFR용 재료 핵연료 조사시험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개발하 다.

∙ 성자 조사기술의 첨단 재료 개발 연구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성자를

이용한 도체, 학 자기재,반도체 등 신소재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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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부 연 구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1

-실상황/실시간 측정,분석법의

개발 녹색산업 용 기술

개발

∙충방 -온도(-30~80〫C)겸용 시료환경장치 개발

∙고온시료환경장치(～1,600℃)제작

∙4축 방 선택 인장 시료장치(~20KN)개발

∙고온변형 시료 환경 장치 [인장(20kN)-온도

(1,000K)]제작

∙충방 -온도(-30~80도)환경제어 기술개발 구

조 물성 연구

∙HEV용 이차 지 열화기구 요인 분석

∙HEV용 이차 지 열화기구규명 개질연구

∙에 지 장용 YBCO고온 도체 시료의 제조

구조 물성 평가

∙에 지 장용 YBCO고온 도체 산소 함량분

석기술개발

○국내외 논문 게재:12편

○국내외 논문 발표:39편

100

2 -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

거시 이방성 연구

∙소성 변형시 거시 변형집합조직 변화/이방성

측정 측 평가 산모사 시스템 개발

∙일축인장(~20kN)의 탄성-소성 거동 분석법 개발

∙소성 변형시 내부 축 변형에 지 측정 분석

법 개발

∙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분석기술개발 변

형 집합조직-거시 이방성 연구

∙경량재료 성형성 측/평가 기술 개발

○국내외 논문 게재:11편

○국내외 논문 발표:21편

100

3

-거 구조물 성자 잔류응력

측정,분석법 확립 이용

연구

∙잔류응력 상시 측정 기반 구축

∙열처리 부품 잔류응력 측정 분석 기술개발

∙용 에 따른 잔류응력 측정,분석 기술개발

-선박용 80mm 두께 후 용 특성에 따른 잔

류응력 측정 거동 분석

-원 노즐부 다상 합 용 구조물의 잔류응

력 측정/분석 평가

∙상온/고온 인장 물성 연구

○국내외 논문 게재:16편

100

제 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 성자산란을 이용한 산업재료 응용기술 개발

1.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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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논문 발표:52편

4

-SANS이용 나노구조/기공/결함

물성 평가 기반 구축

이용연구

∙단일 는 복합 첨가 미량원소(Ti,Nb,V)에 따

른 석출 상변태 거동 분석

∙고온 일축 변형 실상황 물성 측정 기술

∙탄소나노튜 구조 SANS측정 분석법 개발

∙탄소나노튜 분산성,기공성 흡착 특성 연구

∙편극 극 소각 성자 산란 측정 기반 구축

∙자성 나노구조/결함 측정 분석기술 개발

∙기능성 나노구조/바이오 구조 측정기술개발

∙편극 성자 이용 자기구조 분석 기술개발

∙나노구조/결함-기계 성질 향 기 기술 개발

∙기능성 나노/바이오 구조 -물성 상 계 연구

∙SANS시료환경 구 기술 개발

-40M/18M SANS용 CirculationBath(-20~

90℃)제작 이용

-40M/18M SANS용 HeatingBlock(30~25

0℃)제작 이용

- 자석용 수직형 시료이송장치 제작

-고압-온도 겸용 시료환경장치용 셀제작

-연성 나노 바이오 물질의 SANS실험을

한 시료 비실 구축 (FumeHood,항온수조,

울, 음 세척기,동결 건조기 등 구비)

○국내외 논문 게재:30편

○국내외 논문 발표:75편

100

○ 논문 게재 :총 69편 (국내 11편,국외 58편 ),SCI65편

○ 논문 발표 :총 187편 (국내 109편,국외 78편 )

○ 기술보고서 :총 0건

○ 특허 출원 :총 4건 (국내 4건,국외 0건 )

○ 기술이 실 (수탁과제 수주) :총 3건 (국내 3건,국외 0건 ):

포스코기술연구소 2,두산 공업(지경부) 탁 1

○ 학술 회/교육훈련 :총 21회

-국내외 학술 회 개최 :11회 (국제 7회,국내 4회)

- 성자 산란 이용자 교육 훈련,원자력 학원생 교육 :10회

○ 기타

-국외 문가 유치 12건

-연구 결과 홍보 :10건

.세계 최 투과력 성자 비 괴 잔류응력 측정 장치 개발(2011.11.17):YTNScience인터뷰,MBC,SBS,

YTN뉴스 보도 등 20개 언론매체 보도됨

<<정량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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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분야의 기여도

가.국내 유일의 성자원인 하나로에 설치 완료되어 운 인 성자분 장치를 활

용한 재료 벌크물성 평가,실 상황/실시간 측정법 개발,집합조직/잔류응력 측정 분

석법 개발, 성자소각산란(SANS)에 의한 나노 석출물/기공 구조 정 평가 산업

응용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서 국가 산업 과학기술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 다.특히 성자 산란/회 기술의 유일성으로 인해 첨단 산업응용기술을 개발하

고,국내 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성자 기술을 지원하기 한 기반을 구축하

는 것이다. 한 성자산란기술을 이용한 선도 산업응용기술 개발,다 시료환경장

치 개발,고도의 냉 성자빔 응용기술 개발을 통하여 산학연 이용자들과의 력/공동

연구 강화,산학연 이용자의 기술지원,웍샵,훈련 과정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 성

과/기술을 확산하여 “국가 거 연구기반시설”로서 하나로의 산업 활용을 극 화하는

것이다.

나.이러한 노력으로 세계 최고 투과력(80mm 두께)비 괴 잔류응력 측정 기술을 세

계 최 로 개발하고,포스코와 공동 연구로 16,000TEU 형 컨테이 선 건조용

80mm 두께의 후 용 부 잔류응력 측정,분석에 용함으로써 세계 최고수 의 국내

선박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두산 공업과 공동 연구로 원자력

발 소의 노즐부 overlay신 용 공정을 개발하여 고리 1호기의 노화보수 작업에 활

용하 다.(2011.11.17MBC,SBS,YTN등 20개 언론 매체 홍보)

다.아울러 냉 성자기반 연구 사업으로 개발된 40M SANS장치의 측정 능력 확

를 해서 극소각 편극 성자 소각산란 기술을 개발하여,CNT,ODSsteel시료

측정에 용함으로써 세계 Top5내의 성자 소각산란 측정,분석 기술 능력을 확보

하 고,이러한 기술은 향후 연성 나노 물질과 자성나노 구조체를 활용한 나노표 약

물 달 물질 개발에 활용할 정이다.

라. 한 차세 에 지 장 소재인 리튬이차 지의 충방 동안의 Li거동을 규명

하기 한 성자 In-situ측정 MEM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향후 산업체와 공동으

로 미래 에 지 장 소재의 열화 도 기구 규명에 용하고 있다.

마. 성자 산란을 이용한 원자 단 에서 마이크로 단 의 구조를 분석,연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특히 철강재료 연구에서 꼭 필요한 다상분석,1~400nm의 석출/

결함/게재물의 분석,보론 분석,고온/인장하의 In-situ측정/분석 기술,잔류응력 평가

기술을 확립하여,onesite 성자 산란 물성 측정 분석 연구 기반을 확보되었다.이러

한 기술들은 세계 최고 수 의 잔류응력 장치 SANS장치의 가동과 더불어,포스코,

두산 공업, 자동차,삼성 SDI,LG화학 등 국내외 련 산업체의 기술지원 공

동연구 요구가 증하고,실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이에 한 선도 용 기

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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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 성
도
(%)

비고

REF이용

나노

자성박막의

교환

바이어스

상연구

- 산모사 시료 형식 결정

․Fe/Cr,Co/CoO등의 박막조건에 따른 성자

반사율 산모사 수행,기술 보고서

작성

- 성자 반사율 산모사

․PNR측정 해석에 한 시료형식 결정

-ICP모듈 형식 설계

․국내외 문가 의견 반 REF와 PNR

구 기구의 통합 형식 설계 완료

-ICP 로그램 제작

․PNR측정 ICP 로그램 제작,평가 완료

30 100

○ 산모사

○논문발표 7편

○국내논문기고 2편

○기술보고서 1편

에 지

가변형

TAS

1차분 기

제작

-1차 분 기 설계

․MCNP코드를 이용한 차폐 평가모델 개발

․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상세설계

․빔 경로 부품/기기,고하 다축 시료 설계,

구동 제어장치 설계 등
30 100

○설계도 4건,

○제작시방서 1건

○설계용역보고서

1건

○특허 출원 3건

○논문발표 1편

○SCI논문게재 2건

반강자성

상 계

스핀구조,

측정

해석연구

-최 의 시료환경 요건 설정

․극한시료 환경의 하나로 이용자 수요조사

수행

․HRPD용 극한 시료환경 요건(10T,100mK

이하)설정

-장치 개념설계

․시료환경 장치의 HRPD와의 interface 설계

완료

20 100

○시료환경장치 황

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개념설계 수행

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상 이연구

-강유 체 단결정 상온 측정,해석

․LiN(DxH1-x)SO4 단결정 상온 측정,결정구조

해석 20 100

○측정데이터 5건

○논문발표 1건

○국내논문게재 1편

○SCI논문게재 1건

총계 100 100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 성
도
(%)

비고

REF이용

나노

-PNR구 기구 성능 평가 완료

․Tmin=4K,P=95%,Bmax=0.8T,Rmin<10
-4 20 100

○성능정도(4K,P=95

%,0.8T)

○ 응집 물질 구조 측정 해석 연구

1.연도별 단계목표 달성도

가.1차년도

나.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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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박막의

교환

바이어스

상연구

-자성박막 측정 PNR기법 확립

․PNR측정 차 데이터 보정 차 수립,

기술보고서 작성

○논문발표 10편

○SCI논문게재 1편

○국내논문게재 2편

○국내논문기고 2편

○기술보고서 1편

에 지

가변형

TAS

1차분 기

제작

-1차 분 기 제작

․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제작

․시료 빔 경로 부품/기기 제작

․집속형 단색기 유니트,해석기 유니트 제작

․해석기/검출기 시스템 차폐 유니트 제작

․통합 제어 장치 로그램 개발

50 100

○설계도 3건,

○제작시방서 2건

○단색기 차폐

유니트 제작품

○논문발표 2편

○SCI논문게재 1편

반강자성

상 계

스핀구조,

측정

해석연구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제작

-표 반강자성 분말 시료 회 상 측정,해석

․Cr2O3등 4가지 표 분말 시료 회 상

측정 스핀 구조 해석

-엇맞는 반강자성체 스핀 구조 연구

․(Mn,Co)WO4 시료 등 2종류 다강체의 스핀

구조 분석

20 100

○측정데이터 6건

○SCI논문게재 5편

○논문발표 2편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제작품

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상 이연구

- 수소/ 수소 치환 단결정 상온/온도 실험

해석

․KDCO3단결정 상온 온 측정 결정

구조 바탕으로 상 이 연구

10 100
○측정데이터 4건

○국내논문투고 1편

총계 100 100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 성
도
(%)

비고

REF이용

나노

자성박막의

교환

바이어스

상연구

-자성박막시료 PNR측정 데이터 해석

․교환바이어스 박막 시료에 한 각기 다른 4가

지 스핀상태의 PNR측정 수행 데이터 분석

․인공반강자성(SAF)다층박막 시료의 PNR 측

정 수행 계면의 자기 특성 분석

20 100

○논문발표 2편

○SCI논문게재 2편

○국내논문게재 1편

○국내논문기고 2편

에 지

가변형 TAS

1차분 기

제작

-장치 조립 시험

․제작품의 장설치 조립

․구동시험,차폐성능 성자속 측정 50 100

○설계도 5건

○제작시방서 3건

○논문발표 1편

반강자성

상 계

스핀구조,

측정

해석연구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성능 시험

․희석식 냉동기 시료 치 온도 100mK 이하

달성

-기 반강자성 결정 시료 회 상 측정

․FeO등 4종의 회 상 측정

20 100

○논문발표 4편

○SCI논문게재 5편

다.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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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상 이연구

-열운동 보정과 해석기법 개발 용

․LiH2PO4 단결정에 한 열진동 보정에 따른

결합길이 변화 물성 해석 10 100

○측정데이터 2건

○국내논문게재 1편

총계 100 100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 성
도
(%)

비고

성자 반사

이용 나노

박막 구조

측정,해석

연구

-냉 성자 PNR측정 기반 구축

․PNR기구 설치,성능평가

․PNR구 기구의 최 구동조건 설정

․장치편극율 평가 (P>93%)

․Fe,Ni의 자성박막 PNR측정

20 100

○논문게재 1편

○논문기고 2편

○논문발표 5편

○기술보고서 1편

반강자성

상 계

스핀동역학

측정,

해석연구

-열 성자 격자 스핀 동역학 측정 기반 구

축

․Th-TAS장치 성능 최 화

-반강자성 상 계 분말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

․견본 분말 시료 측정,해석

20 100

○ TAS장치 성능

최 화 내부 메모

1건

○구리 단색기 특성

평가 데이터 3건

○TAS장치 특성

자료,측정

2건( 성자속,

장치차폐능 등)

○견본물질 비탄성

산란 측정 데이터

3건

○SCI논문게재 2편

○국외논문게재 1편

○국내논문발표 2편

수소결합형

강유 성과

반강유 성

혼합결정

구조연구

-혼합단결정 합성

․ 성자 산란용 Rb0.49Tl0.51H2PO4단결정 합성

-단결정 물성 측정

․비열측정,300K-70K

․온도 주 수에 따른 유 율 측정

10 100

○측정데이터 4건

○SCI논문게재 1편

○SCI논문기고 2편

○국외논문발표1편

○국내논문발표2편

성자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개발

-수직형 단결정 성장 장치 설계 제작

-단결정 제조 물성 기 연구

․성장장치 온도,가스 분 기 변수

․단결정 시료 제작
20 100

○SCI논문게재 3편

○SCI논문기고 2편

○논문발표 2편

○제작시방서 1건

○온도균일도 (±2°C

in20cm)

총계 100 100

라.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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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 성
도
(%)

비고

성자 반사

이용 나노

박막 구조

측정,해석

연구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의 PNR이용 자기

유발/감쇠 상 연구

․자성/비자성 이종 합 다층 박막의 PNR 측

정 데이터 해석,자기유발/감쇠 평가

-생체막 단백질과 생체막과의 복합 구조체 분석

연구

․반사율 해석에 의한 세포막 상 이 평가

․WALP에 따른 세포막 구조 변화 특성 평가

35 100

○PNR데이터 8건

○반사율데이터 4건

○SCI논문게재 3편

○SCI논문기고 1편

○국내논문발표 4편

○국제논문발표 3편

○ 로그램 2건

반강자성

상 계 스핀

동역학 측정,

해석연구

-Thermal-TAS용 시료환경장치 제작

․ 온 시료환경장치 제작 시험

-반강자성 상 계 단결정 시료 동역학 측정,해

석

․견본 단결정 시료 측정,해석

30 100

○기술보고서 1건

○ 온시료환경장치

특성시험데이터

○견본물질 측정

데이터 4건

○SCI논문게재 2편

○국외논문게재 1편

○국내논문발표 2편

수소결합형

강유 성과

반강유 성

혼합결정

구조연구

-혼합결정의 온도에 따른 비정렬 수소 거동연

구

․상온 측정

․온도에 따른 상 이 (5K-300K)측정

15 100

○측정데이터 2건

○SCI논문게재 2편

○SCI논문기고 2편

○국외논문발표1편

○국내논문발표1편

성자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개발

-단결정 성장 공정 확립

-단결정 제조공정 확립 물성연구

․Ca 는 Mo첨가된 YBa2Cu3O7-d 도 단

결정에 한 미세조직 분석 자기 특성

평가

20 100

○SCI논문게재 3편

○논문발표 8편

○국외 문가활용

2건

○ 도 산화물

단결정

총계 100 100

마.5차년도

2. 련분야 기술발 에의 기여도

가.PNR기법은 두께 수십～수백 nm의 스핀트로닉스 분야 자성 박막 재료의 자기기록

도 향상( :1Gb/in2～100Gb/in2)을 한 구조 특성 연구에 활용되어 IT 련산업의

근간인 자기기억 소재산업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나.에 지 가변형 TAS1차 분 기는 물질 내의 원자수 의 동역학 연구에 활용되며,

신물질의 개발 활용을 한 기 연구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특히 도체,자

성체 등의 기본 메커니즘의 이해에 필수 인 스핀 동역학 연구,수소 장물질 내 수

소의 양자역학 거동(동역학)연구 등의 수행에 활용됨으로써 NT,BT,IT등을 사용

하는 새로운 산업 뿐 아니라 에 지 소재와 같은 통 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신물질의 설계와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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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핀 동역학 측정은 성자가 다른 도구에 비해 강력한 비교우 를 하고 있는 분

야로,국외 성자 연구 시설의 경우 막 한 산을 투입하여 측정 능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자성 물질의 스핀 동역학 측정을 시도하고 있다.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에 많

이 뒤쳐져 있으나 개발 완료한 열 성자 삼축 분 장치 개발 인 냉 성자 삼축

분 장치,디스크 쵸퍼 비행시간 분 장치 등이 가동하기 시작하면 국제 경쟁력을 갖

춘 스핀 동역학 측정,해석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라.수소결합 에 지 우물의 변화에 한 이해는 재료분야 생명공학 분약에 있어

서 무척이나 요하다.앞으로 나노구조를 효과 으로 제어하고 생명 상을 응용한 미

래 기술을 창출하기 해서는 매우 다양한 환경 하에 존재하는 수소결합에 한 이해

가 핵심 이다.이러한 연구는 결과 으로 연료 지의 해질 물질로 사용가능한 수소

결합형 물질과 유 체 개발 기술 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마.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가동에 맞추어 HRPD,FCD,REF등의 분

장치가 순차 으로 개발되어 성자를 이용한 다양한 응집물질 연구의 기반이 확충되

고 있으며,6T,100mK 의 도달이 가능한 강력한 성능의 시료환경장치 온시료환

경장치(CCR)를 비함으로써 향후 HRPD TAS등을 이용한 이용한 고자장,극

온 등의 조건에서 상 이 상 연구가 가능하여 련 분야의 연구 수 도 비약 으로

향상할 것으로 상된다.

바. 성자산란연구를 효과 으로 수행하려면 성자 산란실험에 필요한 시료확보가 필

수 이다.다양한 시료 에서 기 정보를 가장 분명하게 제공해 주는 단결정시료의

확보가 요하다.단결정 성장장치의 구축으로 성자산란연구에 필요한 단결정시료의

한 공 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수 높은 성자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

다.

○ 디지털 마이크로 성자 래디오그라피 기술

1.목표달성도

성자 래디오그라피 연구 분야의 특성상 기 기반 연구를 통한 시스템 개선 구축

과 이를 이용한 산업 시료에 한 응용연구를 병행하기 하여 3가지 단계 세부연구

목표를 설정하 으며 산삭감에도 불구하고 효과 인 추진계획을 통하여 설정된 연구

목표의 100% 달성하 음

2. 련분야에의 기여도

하나로 성자래디오그라피 기술개발과제를 통해서 하나로의 성자래디오그라피기술

을 아날로그 시 에서 디지털화에 걸맞는 상기술로 끌어올린데 큰 의의가 있다.지난

5년간은 하나로 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성자시설에서 성자 상기술개발에 한

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특히,수소경제시 라는 큰 흐름속에서 수소연료 지나 수

소 장체에 한 요성이 부곽되었고 성자 상기술은 그에 필수 인 도구로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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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으로 사용되고 있다.본 ‘디지털 성자래디오그라피기술개발’이라는 5년간의 과제수

행을 통해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디지털래디오그라피 기술,고해상도 성자 상기

술 등을 개발하여 여러 요한 응용과 국내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던 은 매

우 의의가 있었던 연구로 단이 된다.더불어서 성자 상기술이 기존의 흡수,산란의

상기법에서 상 상기술로 한단계 더 발 하는 데에도 본과제를 통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개발된 기술은 앞으로 하나로 냉 성자를 이용한 신개념의 상기

술을 구 하고 이를 활용하여 더욱 요한 산업체와 학계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산업 응용연구를 한 융합 비 괴 방사화 분석기술 개발

1.방사화 분석 연구 분야의 특성상 기 기반 연구를 통한 시스템 개선 구축과 이를

이용한 산업 시료에 한 응용연구를 병행하기 하여 6가지 단계 세부연구목표를 설

정하 으며 효과 인 추진계획을 통하여 설정된 연구목표의 100% 달성하 음.

2.고 정 방사화 분석 장치 개선 통합 측정분석 체계 구축과 련하여 성자 방사

화 분석 기술에 한 측정의 비효율과 제한 인 분석조건을 개선하기 하여 고계수율

에서 계측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Digitalγ-rayspectroscopysystem을 구축하 음.

한 검출한계를 개선하기 한 컴 턴 억제 검출장치를 구성/설치 완료하고 방법의 유

효성을 입증하 으며 개선된 방사화 분석 장치를 사용하여 환경표 시료를 INAA와

PGAA를 용,분석하여 원소별 검출한계의 개선정도를 비교/평가하기 한 시험을 수

행하 으며 미지의 환경시료에 한 INAA/PGAA/DNAA를 활용한 통합분석 차를 확

립하 음.

3.ko-PGAA 법의 정립을 한 핵자료 생산 미량 다원소 동시분석 기술 개발과 련

하여 PGAA 다원소 분석법 정립을 한 핵자료인 즉발 감마선 에 지에 따른 k0factor

와 partialgamma-rayproductioncrosssection자료를 생산하 음. 한 k0-PGAA법을

용한 동시,다원소 분석법을 확립하기 하여 산코드를 개발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분석법(absolutemethod),상 분석법(relativemethod) k0표 화법 선

택하여 분석을 수행이 가능하게 하 다.확립된 k0-PGAA법을 사용하여 수은,카드뮴과

같은 유해원소를 동시분석하고 량의 시료를 정 하게 무인측정하기 한 자동시료교

환 장치를 고안,설치를 완료 하 음.

4.지발 성자 계측 방사화분석 (DNAA)장치 확립과 이용기술개발과 련하여 신규로

설치된 공압이송장치 #2와 연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서 IAEA 핵사찰

장비로 사용하고자 시설 구축 사업에 동참하여 18개의 He-3검출기를 사용한 자동/반자

동의 DNC 장치를 설치하 으며 NIST SRM 1632C-Coal(U 함량 :0.513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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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Sediment(U 함량 :3.13ppm)등을 사용하여 U 함량과 지발 성자의 계수값에

한 검량선을 작성하고 상 식을 알아보았음. 한 수집된 환경시료인 토양,슬러지,석탄

재,하천 침 물 등에 한 U의 함량을 DNAA을 용하여 분석하 으며 DNAA를 이용

한 단 시료의 분석기술과 데이터 해석 품질 리 차를 확립하기 한 연구를 수

행하 음.분석법의 최 측정능력을 달성하기 하여 생물시료들에 한 U 분석을 통하

여 분석소요시간 5분이내,검출한계 20ppb를 달성하 음.

5.산업용 미세/미량시료 정량을 한 융합 방사화분석 시스템의 개발과 련하여 산업

시료로서 석탄재와 보론강 Stainlesssteel(AISI348,316,321)을 각각 INAA와

PGAA를 이용한 분석법을 확립하 으며 표 물질의 분석을 통하여 품질 리 기법을 확

립하 음. 한 홍삼,인삼,클로 라, 루코사민,알로에 등과 같은 건강기능성 식품을

수집하여 Al,Ca,Cl,Mg,Mn,Cr,Na,K,Se,Fe,Zn과 같은 11종의 원소를 정량하 으

며 이들 ,10개 원소에 하여 ICP와 INAA의 분석결과를 비교/평가하 음. 한 방사

화 분석으로 고 유물 의 희토류를 포함한 성분원소 분석법을 확립하고 정확도 범 를

검증하 으며 자연과학 분류기법에 방사화분석법의 용성을 입증하 으며 국산 인증

표 물질의 개발을 한 NAA 기술의 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균질도 평가방법을 확

립하고 불확도 평가 개선 연구를 수행하 으며 국내 산업 발 에 기여하기 하여

고순도 폴리실리콘,흑연,SiC와 같은 요한 미래 산업재료 의 극미량 분석기술을 확

립하 음.

6.지발/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 융합 측정 분석 체계 구축 이용연구와 련하여 생

물 지질표 물질에 용하여 원소별 검출한계에 한 DB를 구축하 으며 우주식품,

한약제재,육류,토기,침 물과 같은 실제 시료에 용하여 원소별 분석 민감

도를 30% 이상 개선하고 용량시료 ko-PGAA 법의 유효화를 해 용량 시료에

한 유효각 보정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측정환경에서의 실험 결과값과 비교/평가하

여 분석법을 유효화하 음. 한 지발/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용 통합 정량분석용 로

그램을 개발하여 로그램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지재권으로 등록함.

7.냉 성자 빔을 이용한 방사화 분석기술 개발을 한 기 연구와 련하여 하나로 기

의 열/냉 성자 PGAA의 검출한계를 주요 목 원소에 해 평가하여 하나로 냉 성자

PGAA의 경우 일본의 JAEA의 시설과 유사한 성능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며

CN-NDP/PGI 용을 한 최 화 모델링 연구를 해 TRIM과 EGS를 용한 산모

사를 통해 장치의 최 화 연구를 수행하고 표면분석법으로서의 NDP장치의 활용성 과

즉발감마선 이미징을 통한 3차원 원소분포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여 냉 성자 방사화

분석 장치의 개발에 한 타당성을 분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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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술 고도화 미래원자력 조사기술 개발

1.목표달성도

연구목표 달성도는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당 계획했던 연구목표는 100% 달성하

다.1,2단계를 거친 연구개발은 결과의 우수성 개발기술의 국가 주요 장기 연구

개발 사업에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 결과는 매우 우수하다고 단된다.연구성

과물은 국내 논문게재 11건,국내 논문발표 94건,국외 논문게재 17건,국외 논문발표 35

건,국내 특허출원 6건,국내 특허등록 3건,국외(미국)특허등록 2건, 로그램 등록 6

건,기술 보고서 44건,설계도면 44건,기술이 2건(기술료 3,200만원),기술이용 14건

(KNF/Westinghouse/KAERI수탁 4건,KAERI사업 10건),부총리 표창 1건 등이 있다.

1,2단계의 주요 연구목표별로 수행한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

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상 으로 낮은 조사량이 요

구되는 조사시험을 해 재료캡슐 기술을 개발,‘하나로’OR5공에서 조사시험하여 기

술의 우수성을 입증하 다.개발된 기술은 한/미 공동 4세 원자로 개발연구인

I-NERIProject의 고온재료(두산 공업 제조)의 조사 특성시험,고리1호기 계속운

련 압력용기강 조사취화특성 시험, 소형원자로(SMART)기술개발 조사시험 등에

활용되어 국내․외 연구역량 ‘하나로’홍보에 크게 기여하 다.

나.고온조건 조사요소기술 개발

고온조건 조사 요소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노외시험용 고온조사 장치의 개발과 성능검

증을 통해 다양한 열매체의 고온 활용성을 조사하 다.4세 원자로에서 요구되는

700℃ 이상의 고온 조사시험을 해 Ti/Graphite이 열매체 캡슐을 개발하여 하나로

에서 700℃ 조사시험을 수행하 고,고온시험용 LBE 액체열매체의 활용성 가능성을

평가하 다. 한 핵연료 고온 조사시험을 하여 이 피복 핵연료 을 설계/제작하여

노외성능평가하여 고온 조사시험을 한 기반기술을 확보하 다.

다.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 개선

국내 조사시험 계장기술 선진화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량 수입하여 사용하는 압력용

/변형용 LVDT 국산품을 설계,제작하고 특성 시험을 수행하여 우수한 품질을 확인하

다.이를 통해 원자력 기술 선진국에서만 수행하는 조사시험용 계장 센서 개발에 한

발 다가서게 되었으며 고가의 LVDT를 국산화하여 외화를 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 다. 한 FTL(FuelTestLoop)용 핵연료 계장기술을 지원개발하여 ‘하나

로’FTL의 성공 인 설치 시운 에 기여하 다.

라.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기술 개발

핵연료 조사시험 측정하는 핵연료 심온도,핵연료 표면온도,핵연료 내압,핵연

료 길이 변화 열 성자속 등의 핵연료 조사 특성자료에 한 분석기술을 개발하

으며,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 개선안을 도출하여 하나로에서의 핵연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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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험의 정확성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마.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조사 시험 요소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국가 원자력 장기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추진 인 상용원

의 계속운 ,핵연료 성능개선 연구 등의 차질 없는 수행을 한 하나로를 이용한 조

사기술의 고도화 연구와 국가 장기 에 지 안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하여,일

체형원자로 (SMART)의 핵심재료 조사특성자료를 생산하여 설계 인허가 자료로 제출

하 으며,미래 원자력시스템(VHTR,SFR등)개발 핵융합로 개발 등 ‘미래 원자

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미래원자력 조사시험 요소기술을 개발하

다.

바. 성자 조사에 의한 력기기용 도체 요소기술 개발

국내 최 로 성자 조사기술을 신소재 설계에 응용하기 해 고효율 에 지 장용

산화물 도체 YBaCuO와 의료용 소재 MgB2를 상으로 성자 조사용 합성조건

확립,소재내부 결함생성과 자기 특성변화 기 자료,조사선량의 최 조건,방사화에

따른 장수명 핵종생성과 불순물 농도,재료설계를 한 결함농도 등의 기 자료를 확

보하 다.한편 성자 조사에 의한 력기기용 도체 제작은 조사된 시료의 잔류

방사능 문제,조사시설의 사업 활용 가능성을 고려 시 단계에서 산업화를 진행하

기 어렵다고 단하 다.

사. 성자 유발 나노 결자결함 측정 이용 요소기술 개발

성자 조사기술을 신소재 설계에 응용하기 해 학 자기 후보소재(SiC,SiO2,유

기탄소 등) 속산화물계 소재(SrTiO3,ZnO,MgO,Al2O3,LaAlO3,ZrO2등)를 선

정, 성자 조사를 한 후 자스핀공명분 법을 이용한 나노 격자결함의 정량 분석

나노격자구조결함 특성을 평가하여 격자결함생성 조건 원인을 규명하 다.한편

성자 조사를 통한 신소재 개발은 잔류방사능 문제 조사시설의 사업 활용 가능성

을 고려 시 단계에서 산업화 진행이 어렵다고 단하 다.

아.조사시험 지원 련 업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장치 기술을 포함한 그동안 확보한 조사시험 기술을 활용

하여 KNF 미국 Westinghouse사 등으로부터의 외부수탁 4건 등 16건의 국내․외

원자력 연구개발 과제에 조사시험 련 수탁/용역/자문 연구를 수행하 고 연구과정에

서 축 된 조사시험 기술을 련 산업체로 이 하 다. 한 련 연구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당 목표로 하지 않았던 온조사 캡슐,냉각수 유입방지 압 ,조사량 평

가용 F/M 개선,dpa/방사화 분석 방법 등을 개발하여 하나로를 이용하는 조사시험 이

용자의 선택의 폭을 확 하 으며,조사시험 결과의 정 도 연구 안 성 등을 향상

시켰다.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국내 유일의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노심 내에 성자속이 상 으로 낮은 OR/IP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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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공에 합한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 조사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외 원자력 련 첨단

연구 지원 하나로의 이용 활성화 진에 기여하 다. 련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미

국 ORNL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I-NERIProject(VHTR원자로 분야)에서 필요한 고

온 노심재료의 조사취화 특성 연구를 국내에서 담할 수 있게 되었으며,주요 국제 연

구기 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 한미 공동연구에서 차세 원자로용 고

온재료의 생산을 두산 공업(주)에서 담하여 제조하 고, 성자 조사시험을 하나로에

서 담함으로써 하나로 국내 산업체의 연구역량을 국제 으로 홍보/인정받았다.

한 해당 기술은 가압경수형(PWR)원자력발 소 압력용기(RPV)의 계속운 평가

소형원자로(SMART)재질 개발 등 성자속이 필요한 국내외 원자력 련 첨단연구

를 한 련재료의 성자 조사특성 평가에 활용되어 국가 장기 원자력 개발 략에

핵심 으로 기여하 다.

고온 조사환경의 차세 원자로용 재료/핵연료 개발에 필수 인 고온 조사시험용 캡슐

계장 요소기술의 개발은 향후 고온 환경의 차세 원자로를 한 재료/핵연료 개발

련 연구 수행에 핵심 으로 활용될 기술로 련 분야 연구의 국내 수행을 더욱 활성

화할 것이다.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캡슐 계장기술을 활용하여 하나로에 설

치되어 시운 인 FTL에 장 할 시험 핵연료 을 설계/제작/제공하여 FTL사업에도

크게 기여하 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은 향후 차세 원자로를 한 재료/핵연료 개

발 련 연구 수행에도 핵심 으로 기여할 것이다.

국내 최 로 성자 조사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기술을 연구하여 도체, 학

자기 재료,반도체 소재의 성자 조사에 따른 특성변화 측정기술 개발 원천기술 확

보를 통한 산업화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 다.이를 통해 특정한 성자 조사조건에서 해

당 재료의 주요 물성 향상 효과를 확인하고 성자 조사에 의한 물성 특성변화 기 자

료,조사선량 최 조건,방사화 특성 등 신소재 설계를 한 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보다 체계 인 산업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조사시험 기술들은 국내 가동 원 에서 사용 인 재료의 안

성/건 성 평가를 한 조사시험과 원자력 산업의 경제성 향상에 기여하 고,향후에

도 상용원 의 계속운 ,안 성 건 성 평가에 지속 으로 활용될 것이다. 한,해

당 기술의 성능 향상된 상용 원자력 재료 개발,신형핵연료 개발,미래형원자로 개발 등

에 필요한 재료/핵연료에 한 성자 조사취화 특성 자료생산 원자로 재료/핵연료의

조사손상 연구에 한 기여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개 한다.그리고 산․학․연 연구

기 의 원자력 기술개발,반도체 새로운 소재 개발을 한 기 연구 활성화에도 계속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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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성자산란을 이용한 산업재료 응용기술 개발

1.하나로에 재 운 인 열 성자 산란 장치와 더불어 2010년 말에 냉 성자 연구기

반시설의 구축이 완료되어 세계 수 의 첨단 성자 연구 기반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

성자 산란기술의 유일성으로 인해 첨단 기 원천 연구에서부터 산업응용에 이르기까

지 범 한 연구 역을 확장할 수 있어,국내 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국가

과학기술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선도 산업응용 분 기술 개발,시료

환경장치 개발,고도의 냉 성자빔 응용기술 개발과 산학연 이용자들과의 력/공동 연

구 강화를 통한 “국가 거 연구기반시설”로서 하나로의 기 원천 산업 활용을 극

화하기 한 노력할 것이다.

2.이를 해 국가 연구 지원 시설로서 국가과학기술 정책(녹색기술,차세 에 지,나

노-바이오 등)을 기에 지원하기 한 원천 기반 분석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의 지속 이 지원이 필요하며,산학연과의 공동/ 력 연구를 강화할 수 있는 임계수

이상의 성자 분석/운 문 인력의 확보가 실히 요구되고 있다.

3.범국가 인 기 ㆍ원천 분석 기반 연구시설로서 안정 인 운용과 산업 활용기술 선도

를 해서는 산학연과 연계된 지속 인 인 자원 운 지원이 요청되며,국가거

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정이다.특히 하나로와 산학연 연구자들

간의 소통을 통한,즉 하나로이용자 의회, 문연구회 타 연구사업과의 유기 력

체재 구축으로 상호 공동연구/기술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효율 으로 구성과를 확

산하며,국내의 산업체 연구 그룹과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질 산업 응용에 활용할 수 있

는 기술들을 조기에 개발을 시도한다.본 사업에서 개발한 기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산업 응용기술 개발 내용으로 확 하고,기존의 성자 산란장치 외에 냉 성자

연구 기반 시설에서 개발된 성자 소각산란 장치들의 장치 운 최 화 이를 이용

한 차세 에 지 장재료,원자력,항공우주,나노,생체 연구 분야를 더욱 확 할

정이다.

4.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자 빔 이용기술에 한 기 성과 활용 방안은 다음

과 같다.

가. 성자 회 기술을 이용한 온도,충방 을 동시에 구 할 수 있는 충방 -온도 겸용

시료환경 구 기술과 MEM 분석 기술은 차세 에 지 장 소재 개발 지 수명

연장 신 이차 지 개발 련 삼성 SDI,LG화학 등 산업체의 활용 수요가 증하

고 있어,산업체,연구소와 공동으로 차세 에 지 장재료를 개발에 용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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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로의 잔류응력 장치는 세계 최고 수 으로 철강 시료 두께 약 80mm,Al시료

두께 150mm까지 비 괴로 3차원 잔류응력을 측정할 수 있어,보이지 않는 거 구

조 재료의 내면의 유해한 인장 잔류 응력을 측정하여 작스런 균열,피로 괴를

측하거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두산 공업은 본 기술을 용한 신 용 공정 개발로 고리 1호기의 노화 보수

작업에 용 이며,2~4호기에도 활용할 정으로,약 500억원의 해외 유출방지 효

과 있다.

-포스코와 공동으로 16,000TEU 형 컨테이 선에 들어가는 80mm 두께 후

용 부의 잔류 응력 측정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신 철강재료 개발에 성자

분석 기술의 용을 확 하고 있다.

다. 성자 회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활용성이 뛰어난 온,인장,온도,자기장,충

방 을 동시에 구 할 수 있는 다 환경 구 기술을 이용한 In-situ측정,물성 평

가 기술은 첨단 기능성 나노-바이오 소재,친환경 경량 소재,차세 에 지 장

재료의 개발과 련한 산업응용 활용도가 증 하고 있어,산학연 력 연구를 더욱

강화할 정이다.

○ 응집 물질 구조 측정 해석 연구

1. 성자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나노 자성 박막 구조 연구

성자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나노 자성 박막 구조 연구를 통하여 열 냉 성자를

이용한 자석,헬룸홀쯔코일,스핀반 기 편극기/해석기 등의 PNR구 기구의 최

구동 조건을 확립하고 구동 정도를 평가하 다. 한 PNR측정 과정을 통하여 필

수 인 일정한 장치편극율 유지를 한 기술을 확립하고 PNR측정 데이터의 오차 정도

평가를 한 데이터 처리 로그램을 자체 개발하 다.이러한 PNR기술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한 교환바이어스 박막,인공반강자성 박막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 등에

하여 서로 다른 4가지 스핀상태의 성자 반사율을 성공 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해

석하여 포화 인가 자기장 조건에서 보자장의 바이어스 정도 서로 다른 박막 경계면

에서의 자기유발/감쇠 정도를 성공 으로 평가함으로써 국내에서도 PNR을 이용한 나노

자성박막의 정 구조 칙정 해석 기반을 구축하 다.PNR기술은 첨단 자기 기억 소

재 등의 표면 해석에 강력한 수단으로 두께 수십～수백 nm 인 첨단 나노 자성 박막의

구조 특성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고도의 정 도를 요구하는 거 자기 항 스핀밸

형태의 자기기록 헤드,MRAM 등과 같은 장매체의 자기기록 도 동작 속도 등의

향상에 필요한 나노 자성 박막의 구조 특성 연구 활용으로 국내 IT,NT 련 기술

산업 발 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회 으로도 다양한 신기술 개발 이용에

의한 지식 창출과 고도 산업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포를 구성하는 구조와 표 세포를 감지하게 하는 세포구조는 인지질 이 막이라고

불리는 세포막에 의하여 구성되며 기본 으로 체내에서 생체막은 세포 외막으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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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조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자 반사를 이용한 생체계면 측정

해석을 통하여 인지질 이 막 각 성분의 산란길이 도와 두께 등의 련 구조를 평

가하 다.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성자 반사를 이용한 복합생체막,생체막 계면 특성

등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이러한 기술은 장기 으로 기능성 단백질의 제어 기

술 구조 분석을 통하여 생체 에 지 환을 한 바이오 칩 고효율 에 지 환

연구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자 산란을 이용한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동역학 연구

물질문명의 근간이 되는 신소재/신물질 개발과 활용을 한 기 물성 규명의 국

가 연구인 라를 성공리에 구축함으로써,국내 기 연구와 응용연구가 더욱 활발해져 과

학 발 과 /장기 인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일부 선진 국가에서만 가능하던

첨단 연구의 인 라 구축(TAS이용 비탄성 산란연구 기반,극한 시료환경 하에서의 자

성체 내의 동역학 해석기술)으로 국가 과학의 수 향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 심 고취에 기여한다.본 연구 TAS장치 개발에 참여한 국내 업체들이 개발하

고 확보한 기술 노하우는 좁게는 TAS장치의 운 과 유지보수 개선 업무에 한

용이성 확보와 타 장치의 개발/개선 과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넓게는 국외 수출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측정,해석 연구의 결과는 크게 하드웨어(희석식 냉동기)

와 축 된 데이터(분말과 결정의 회 상)의 두 가지로 나 수 있다.희석식 냉동기는

향후 극 온에서 분말 회 상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것이며,축 된 데이터는 새로운 자

성 물질의 스핀 구조 분석에 사용될 것이다.특히 후자의 경우는 이용자의 교육에도 활

용할 수 있다.이와 같은 성과는 국내 기 물질과학의 변을 확 시켜 세계 으로 연

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성 물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리라 상된다.자성 물질은

양자역학 인 상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물질계 하나로,사회 으로는 20세기 ,

후반에 격히 발 한 양자역학 인 세계 을 국내에 확산시켜,기존의 고 인 세계

을 벗어나 보다 합리 인 사회 시스템이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희석 냉동기의

도입으로 향후 자성 물질의 1K 이하 온에서의 회 상 측정이 가능해지고,축 된 데

이터로 성자 산란을 이용한 자성 물질의 스핀 구조 측정이 더 정 해 질 것이다.

반강자성 상 계 동역학 구조 측정,해석 연구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인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하드웨어 인 측면은 ‘열 성자 격자 스핀 동역학 측정

기반 구축’을 통한 열 성자 삼축분 장치의 성능 최 화와 ‘Thermal-TAS용 시료환경

장치 제작’을 통한 온 시료환경장치 구축의 두 가지 다.이를 통해 하나로 열 성자

삼축분 장치가 이용자 사용 가능 상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궁극 으로는 이

러한 노력을 통해 이 장치가 이용자 친화 으로 완성되면,일반에 리 개방하여 국가

이용자 시설의 일부로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소 트웨어 인 측면은 ‘반강자성 상 계 분말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과 ‘반강자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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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단결정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을 통한 다양한 시료의 동역학 측정 역량을 축 한

것이다.구조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 성과는 이용자의 교육에 활용될 뿐 아니라 국내

기 물질 과학의 변을 확 시켜 자성 물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3.단결정 회 을 이용한 수소결합 구조,상 이 protonglass 상 연구

높은 양성자 도를 보이는 수소결합 물질은 연료 지의 해질 물질로 사용이 가능

하며,수소연료 지 분야는 차세 성장 동력 분야로 선정되어 2011년까지 4,7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의 오염은 심각한 수 에 달하고 있으며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에 지원에 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수소를 이용한 에 지는 오

염이 없으며 미래 체 에 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바,수소결합물질에 한 연구를 통

한 수소에 한 이해는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거시 인 물성은 미시 인 결정구조와

한 계를 보이며,정확한 구조의 이해 없이는 물리 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따

라서 수소결합물질 내의 수소원자의 정확한 치를 악하는 것이 매우 요하며,이것

을 토 로 고체 내에서의 수소원자의 성질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수소 에 지 우물

에 한 정보는 DNA 단백질 구조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4.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성자 산란 연구를 효과 으로 수행하려면 성자 산란 실험에 필요한 시료 확보가

필수 이다.다양한 시료 에서 기 정보를 가장 분명하게 제공해 주는 단결정 시료의

확보가 요하다.이러한 핵심시료 제조 기술을 통한 지속 인 시료공 성자빔 외

부 이용자와 력을 통한 다양한 기본소재 제조 기술을 확보한다. 성자 산란용 결정시

료 제조 기술 개발로 국내에서도 비탄성 성자 산란 장치를 이용한 단결정 구조 연구

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 높은 성자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 디지털 마이크로 성자 래디오그라피 기술

1. 자동차 LG화학에서 디지털 성자래디오그라피 기술을 활용하여 연료 지

이차 지의 연구에 활용하는 단계에 재 이르 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상분석기술

을 지속 으로 개발하며 활용할 정임.

2.개발된 미분 상 상 기술은 당분은 하나로 노외 성자조사시험시설에서 활용을 하면서

지속 으로 기술연구 응용분야를 발굴할 정임.앞으로 냉 성자 상기술의 요한 기

술로 사용될 정임.

3.고해상도 성자 상기술은 성자 상기술의 응용분야를 확 하는데 요한 의의가

있음.특히,연료 지 등의 through-plane을 해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하며 기강

의 자기구역을 가시화하는데도 고해상도 상이 요함.이에 지속 활용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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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본 과제를 통하여 하나로에서 도입한 편극 He-3기술은 성자 상 뿐만아니라 성자

산란장치, 성자 기 물리 연구에도 요한 도구임.지속 으로 기술을 발 시켜나가서 하

나로 성자 시설에서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정임.

○ 산업 응용연구를 한 융합 비 괴 방사화 분석기술 개발

1.경제 측면

가.방사화 분석지원을 통하여 지난 10여년간 산학연 400여 기 에서 제품개발 품질

리,기 응용연구 등에 약 50,000시료를 분석하 으며 연간 실제 분석비용은 6억원

이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으며 미래의 이용수요는 INAA PGAA,DNAA 기술 확

다품목화로 지속 증가할 것임.

나.이번 연구단계에서 방사화 분석을 이용한 표 인 산업체로는 동양제철,LG 마이

크론,웅진 폴리실리콘,KCC,한국조폐공사 둥이 있으며 서울 ,충남 ,한양 ,한국

표 과학연구원,국립문화재연구소 등과 같이 수십개의 산학연 기 에서 방사화 분석

기술을 연구개발에 활용함.

다.향후 방사화 분석기술은 국제공인 시험 성 서 제공을 통한 산업용 시료(IT:고순도

재료(Si, 라스틱 의 불순물 분석,BT:식,음료 건강보조 식품 의 유해원소,

ET:다양한 환경시료 의 다 원소 분석, ST 련 :문화재 련 비 괴,다 원소 분

석,RT:동 원소 기 연구,추 자 이용 산업 진단,방사성 핵종 식별)의 품질보증

리 분야에 지속 으로 활용이 가능함.

2.사회 측면

가.국가 거 시설인 ‘하나로’를 활용한 생명과학,산업,보건,환경 사회과학분야에

서의 이용은 국민복지 삶의 질 향상에 직,간 으로 기여되어 그 효과가 크므

로 국민 이해 공감 형성에 결정 역할을 함.특히 DNAA 기술은 핵사찰에

비,활용할 수 있어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제사회에 한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음.

나.방사화 분석기술은 기오염(황사),폐기물(소각재,슬러지),토양등과 같은 환경시료

의 유해원소분석 뿐 아니라 다양한 식품(건강보조식품, 국산)에 한 유해원소

필수 미네랄 분석에 유효한 기술로서 국민의 복지와 보건을 증진시켜 웰빙 사회의 건

설에 기여함.

다.국립문화재 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의 활용도를 증진하

고자 도모하 으며 구축된 INAA/PGAA 통합 분석시스템을 도자기,고 유물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재 시료 분석과 산지분류 등의 활용할 수 있음.

3.기술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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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자 이용 첨단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로 성자 이용시설을 개량하고,최신의

시험검사,측정 분석 장비를 확보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한 RT핵심기술(융

합 성자 방사화 분석 기술)을 확보함.

나.NAA 분석기술의 진일보 :분석시간의 단축과 검출한계의 개선으로 기술 경쟁력

을 증강하여 타 분석법(화학 분석법)과의 력연구 체계를 활성화하여 국내 분석기

술을 향상시킴.

다.PGAA시스템을 용한 다 원소 분석기술의 확립으로 세계 상 권의 PGAA분석기

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향후 냉 성자를 이용한 PGAA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류

의 PGAA기술을 개발할 수 있음.

라.“하나로”를 이용한 INAA/PGAA/DNAA 분석법을 융합한 성자 방사화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연구로 성자 응용기술 고도화에 기여함.

○ 조사기술 고도화 미래원자력 조사기술 개발

1.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

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은 상 으로 낮은 성자속과 조사량이 요

구되는 조사시험에 활용되어 다양한 조건의 이용자 조사시험을 가능하게 하 다.해당

기술은 향후에도 국내원 사용재료의 안 성/건 성 평가를 한 조사시험에 활용하며,

수집된 자료는 원자력발 소 안 성 건 성 평가에 활용될 정이다. 한 미래원자

력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인 일체형원자로(SMART)설계 인허가에 필수 인

증기발생기 열 재질인 Alloy690의 조사취화 특성자료 생산에도 활용될 계획으로

있다. 한 성자 이용 조사기술 고도화로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험변수를 다양

화하여 상용원자로 압력용기(RPV) 정 요업재료의 조사시험뿐만 아니라 도체

신기능성 재료의 조사시험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2.고온조건 조사기술 개발

화석연료 경제성의 격한 악화 상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원자력 선진국

들은 재 원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 이용 확 에 따른 문제 을 해결하는 동시

에 미래의 원자력 주도권 확보를 해 제4세 (Gen-Ⅳ)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각국은 장기 인 조사시험 계획을 수립하고,이에 따른 조사장

치 개발과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차세 원자로(VHTR,SFR,FusionReactor

등)의 경우 가동조건이 고온/고부식 환경이므로 이와 련된 조사시험 기술에 한 이용

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고온조건 조사 요소기술 개발은 수소생산용 고

온가스로 핵융합로를 포함한 차세 원자로 개발 계획과 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단기 으로 수소생산용 원자로(VHTR)의 피복입자 핵연료 고온재료 개발연구와 핵융

합로용 후보재료에 한 성자 조사효과 연구 등에 활용하기 해 기술 의가 진행되

고 있다. 재까지 입증된 고온조사기술은 850℃까지로 미래원자로시스템 SFR재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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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활용될 수 있다.이 분야에서 개발된 이 열매체 개념은 고온/ 온부의 분리를

통한 고온건 성과 가공의 용이성으로 다양한 고온 기술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고주

유도가열(highfrequenyinductionbrazing)기기를 이용한 brazing기술은 제4세 원자

로에서 요구되는 700℃ 이상의 고온 조사시험용 캡슐 제작에 활용할 것이다.

3.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 개선 확립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 기술은 연구로에서 캡슐 는 FTL과 같은 조사장치를 이용한

핵연료/재료 신소재 조사시험에 활용될 뿐 아니라 기타 방사선 환경에서 압력과 길

이 변형의 측정에 활용될 것이다.국내 조사시험 계장기술 선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된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압력 길이변형 측정용 LVDT의 국산화 제품은

연구로에서 조사시험용 캡슐과 FTL을 이용한 핵연료와 재료의 성자 조사시험에 활용

될 것이며,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조사시험에도 활용될 계획이다.조사시험용으로 개발된

LVDT는 조사시험 소결체 길이변화 측정,연료 내압측정,피복 길이변화 측정

등 요 핵연료 조사시험 계장으로 활용된다. 한 개발된 LVDT는 그동안 고가의 수입

품으로 사용이 제한되었지만,국산 개발로 인해 크립 캡슐과 같은 재료 조사시험 뿐만

아니라 노외의 고온 환경에서 동작되는 시험에도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4.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기술 개발

핵연료 조사자료 분석기술은 핵연료 조사시험 측정하는 핵연료 심온도,핵연료 표

면온도,핵연료 내압,핵연료 길이 변화 열 성자속 등의 특성자료에 한 정확성

신뢰성을 향상하는데 활용할 것이며,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 개선안도

향후 핵연료 조사 측정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것이다.

5.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조사 시험 요소기술 개발

고온조사기술은 국내에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SFR과 VHTR의

재료 핵연료의 조사시험에 비하여 개발되었으며 미래원자로시스템의 재료 핵연

료 개발에 긴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재까지 개발된 700℃까지의 고온조사 기술로 미국

의 미래원자력개발계획인 I-NERI과제에서 요구된 9Cr-1Mo재료의 조사시험을 성공

으로 수행하 으며,후속으로 요구되는 유사재료의 조사시험에도 활용될 정이다.이

기술은 일체형원자로 SMART 재료인 Alloy690재료의 조사시험을 3차례 수행하여 일

체형원자로의 건 성 평가에 기여하 다.향후 완성될 정인 1.000℃까지의 조사기술은

차세 에 지원으로 각 받고 있는 수소생산용 원자로의 재료개발에 활용될 것이다.조

사시험 분야에서 재 개발 에 있는 온조사기술과 고온조사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온도의 모든 분야의 온도범 에서 조사시험할 수 있게 되어 종합 인 재료 조

사기술을 갗추게 된다.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술 분야에서는 노외시험이 진행 이며 조사장치의 최종설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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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면,2012년 상반기에 조사시험용 조사장치를 제작할 정이다.이 장치는 2012년

말부터 하나로에서 피복입자 핵연료 개발에 필수 인 조사시험에 활용될 것이다. 한

액체 속열매체를 이용한 조사장치는 소듐냉각고속로(SFR)재료 개발 과정에서 소

듐에서의 재료조사시험이 요구될 경우에 비하여 개발 에 있다.무계장 조사시험

용 SFR핵연료의 연료 제조를 해 개발된 FiberLaser용 진공 챔버에서의 핀

용 기술은 향후 계장 핵연료 조사시험으로 개발되어 조사시험에 계속 활용될 것이다.

6. 성자 조사에 의한 력기기용 도체 요소기술 개발

국내 최 로 성자 조사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고효율 에 지

장 재료인 산화물 도체 YBaCuO와 의료용 소재인 속간 화합물 MgB2를 상으

로 성자 조사특성을 평가하 다. 한 조건에 따라 성자 조사에 의한 류 도가 향

상되는 상을 확인하여(측정온도 20K에서는 4T 이상 고자장 역)해당 기술을 향후

자기/ 학재료 신소재 설계 분야에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한편 시편의 조사후 핵

종 제어,조사시설의 낮은 사업 용성 등의 문제로 재 일반 소재의 산업기술로 발

하기에는 부 한 부분이 있음을 단하 으나, 련 자료들은 향후 산업화 연구에

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7. 성자 유발 나노 결자결함 측정 이용 요소기술 개발

국내 최 로 성자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학 자기 후보소재(SiC,SiO2,유기탄소

등) 속산화물계 소재(SrTiO3,ZnO,MgO,Al2O3,LaAlO3,ZrO2등)의 성자 조사

에 따른 자스핀공명분 법을 이용한 격자결함의 정성/정량 특성을 측정하 다.방사

선에 의한 결정/박막의 격자결함 생성/응용기술은 최근 세계 으로 각 받고 있는 유

망분야로 본 연구를 통해 격자결함 생성의 기본원리 신소재 개발 분야에 응용가능성

을 확인하 다. 한 성자 유발 격자결함의 정성/정량 해석기술은 다양한 방사선 응

용분야에 리 용되는 신기술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그러나 성자 조사에 의

한 신소재 개발의 산업화 단계를 해서는 재료 물성 평가 제조 등 련분야와 연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본 연구의 기술 결과를 원천기술로 하여 련 기술을 보다 발

시키는 단계가 필요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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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요구사항 대비표 
과제명 • 二줄설찬 사한음 이용한 사엽 재료 웅휴 기숨 개방 

주관기관(잭임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성백석) 

천문기관의 
주1)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 

수정보완요구사항 

연구 생과가 매우 우수하며. 보고서에 본 연구결과훌 향후 산엽체가 활용할 수 

향후 산엽체 활용야 기대됩 있도록 홍보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앙 

황용분야의 다각화 및 기술 보고서에 본 연구 결과플 철강， 에너지， 생명공학 등 

이천에 대한 구체적안 보완 다양한 산엽체가 활용할 수 있도륙 기술 전수 빛 

。! 필요항 기술 협력을 추진할 것임 

주2)바 고 

244-245쪽 

244-245쪽 l 

※ 주1) 수정보완반영내용은 반드Á! 최총보고서 P양에 앤~~?하고 경우에 따라 벌강릎조l:J.옵 

화면강jl하기 Þ1}랑. 

주2) 벼고란에는 수정·보완요구샤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의 혜당 page률 기업하 

교 별지가 았을 갱우 별지의 재목을 기 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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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0002275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0.3.1～

2012.2.29
단 계 구 분 (2단계)/(2단계)

연 구 사업 명
사 업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방사선융합기술

연 구 과제 명
과 제명 성자응용기술개발

세부과제명 성자산란을 이용한 산업재료응용기술개발

연 구 책임 자 성백석

해당 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31.05명

내부 :13.5명

외부 :17.55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3,542,000천원

기업: 천원

계 :3,543,000천원

총 연구

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58.56명

내부:20.50명

외부:38.06명

총연구비

정부:6,566,000천원

기업: 천원

계 :6,566,000천원

연구기 명

소 속 부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성자과학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탁 연 구

연구기 명:1)계명 학교

2)순천 학교

3)연세 학교

연구책임자:1)서숭

2)최시훈

3)류두열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248

하나로의 성자소각산란,회 기술을 이용하여 재료 벌크물성 평가,실상황/실시

간 측정법 개발,나노 석출물/기공 구조 정 평가 산업 응용기술개발을 목표

로 수행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제 1단계

1)재료 실상황(In-situ)물성 측정 분석법 개발

-4축 방 선택 인장 시료장치(～20KN)개발 이용

-충방 -온도(-30～80〫C)겸용 시료환경장치 개발 이용

-고온변형 시료환경 장치(인장(20KN)-온도(1,200K)겸용)개발

-고온시료환경장치(～1600℃)제작 이용

-충방 -온도 실 상황/실시간 물성 측정법 개발

-4축 방 선택 실 상황 인장 물성 측정법 개발

-고온 변형 실 상황/실시간 물성 측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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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합조직 거시 이방성 측정 측 평가 시스템 확립

-소성 변형시 거시 변형집합조직 변화,이방성 측정 측 평가 산모사

시스템 개발

-일축인장의 탄성-소성변형 거동 분석법 개발 물성 연구

-소성 변형시 내부 축 변형 에 지 측정 분석법 개발

3)잔류응력 측정,분석법 확립

-잔류응력측정기반 구축(잔류응력 측정 장치 성능 향상 이용기반 구축)

-열처리 부품 잔류응력 측정 분석 기술개발

-열처리 공정에 따른 잔류응력 측정 변형 측 평가 기술 시스템 확립

4)SANS에 의한 나노 석출물/기공 구조 분석 평가법 개발

-미량 첨가(단일,복합)원소에 따른 나노 석출 상변태 거동 분석

-탄소나노튜 구조 SANS측정 분석법 개발

-탄소나노튜 (CNT)분산성,기공성,흡착 특성 물성 연구

-PTA법에 의한 보론 분석 표 화기술개발

-SANS를 이용한 나노기공 고분자 생체 나노 구조 측정 분석기술개발

2.제 2단계

1)실상황/실시간 측정법의 녹색산업 용 기술 개발

-HEV용 이차 지 열화기구 요인 분석 열화기구 규명 연구

-충방 에 따른 리튬 이차 지 구조 변화 연구

-에 지 장용 YBCO고온 도체 제조 구조 물성 연구

2)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 거시 이방성 연구

-경량 소재 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분석 해석기술개발

-벌크재료의 In-situ변형시 internalstrain/stress 측기술 개발

3)거 구조물 잔류응력 측정,분석법 확립 이용연구

-극후 (50mm 두께 이상)강재의 잔류응력 측정 해석

-용 피로 특성에 따른 잔류응력 측정/분석 기술개발 이용 연구

-고온(400
o
C)일축 변형(20kN)실상황 물성 측정 기술 개발 이용 연구

4)SANS이용 나노구조/기공/결함 물성 평가 기반 구축 이 용연구

-편극 성자 발생기 제작 편극 성자 산란 측정 기반 구축

-Focusinglens를 이용한 극소각 성자 산란 측정 기반 구축

-조사손상 결함 측정 연구

-자성 나노 구조/결함 측정 분석기술 개발 이용 연구

-기능성 나노 구조/바이오 구조 측정기술개발 이용 연구

-SANS시료환경( 온,고온,압력, 자석용 시료이송 장치 등)구 기술

개발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하나로, 성자산란, 성자빔, 성자소각산란,잔류응력,

집합조직,실 상황 측정,산업응용

어

HANARO,neutronscattering,neutronscattering,small

angleneutronscattering,residualstress,texture,

Industrialapplication,In-situ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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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목

성자 산란을 이용한 산업재료응용기술개발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국내 유일의 성자원인 하나로의 성자산란장치들을 이용한 첨단 재료 벌크

물성 평가,실상황/실시간 측정법,집합조직/잔류응력 측정 기술 개발 SANS

이용 나노 석출물/기공 구조 정 평가 산업 응용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성자 빔을 이용한 재료 물성 연구 분야의 기술 첨단화 국가 과학기술의 선

진화에 기여

Ⅲ.연구개발의 내용 범

성자소각산란,회 기술을 이용하여 재료 벌크물성 평가,실상황/실시간 측정

법 개발,나노 석출물/기공 구조 정 평가 산업 응용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서

국가 산업 과학기술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 다.연구 개발 목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벌크 재료 실 상황(In-situ)물성 측정 분석법 개발

-실살황/실시간 측정법의 녹색산업 용 기술 개발

-집합조직 거시 이방성 측정 측 평가 시스템 확립

-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 거시 이방성 연구

-잔류응력 측정 상시 측정 기반 구축 분석법 확립

-거 구조물 잔류응력 측정,분석법 확립 이용연구

-SANS이용 나노구조/기공/석출물/결함 물성 평가 기반 구축 이용연구

Ⅳ.연구개발결과

성자 산란을 이용한 산업 응용기술개발 과제는 국내 유일의 성자원인 하

나로에 설치 완료되어 운 인 성자분 장치를 활용한 성자소각산란/회 기

술을 이용하여 재료 벌크재료의 실상황/실시간 측정법 개발,집합조직 잔류응력

측정 분석법 개발,SANS에 의한 나노 석출물/기공 구조 정 평가 산업

응용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서 국가 산업 과학기술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방 -온도 시료환경장치 개발 HEV용 Li이차 지의 열화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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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기구 규명

-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해석 기술 개발 internalstrain/stress 측기술

개발

- 성자 잔류응력 측정 장치의 상시 측정 모드 구축 산업용 재료의 안 성

평가기술 개발

-극 후 (50mm 두께 이상)강재의 잔류응력 측정 해석 기술 개발

- 성자소각산란기술을 이용한 극 미세 (<5nm)나노 석출물의 정량 분석기술

개발 용 연구

- 성자소각산란기술을 이용한 자기조립 나노 구조체 생체 재료 연구

-편극 성자 발생기 제작 focusinglens를 이용한 편극 극소각 성자

산란 측정 기반 구축

-PTA(ParticleTrackingAutoradiography)에 의한 보론 분포 분석 표 화 기술

개발 산업 용 응용 연구

-산학연 이용자들과의 력/공동 연구 강화,산학연 이용자의 기술지원,웍샵,

훈련 과정 개최(국제 심포지엄 7회 개최,이용자 웍샵,훈련과정 교육 등 총

21회)

-연구 성과 발표 :국내외 논문 게재 69편 (SCI:65편),학술 발표 187회

-연구 결과 홍보 :총 10회

.세계 최 투과력 성자 비 괴 잔류응력 측정 장치 개발(2011.11.17):YTN Science인터뷰,

MBC,SBS,YTN뉴스 보도 등 20개 언론매체 보도됨

Ⅴ.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국내 유일의 성자원인 하나로의 성자 분 장치들은 국가 연구시설로서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개방하여 공동/ 력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련 연구 활

성화 기여함.

- 성자를 이용한 미래 녹색기술,친환경에 지 장,원천 나노/바이오 기술

개발 신 는 원자력,자동차,철강 산업 등 기간 주력 산업의 기술 고도화

에 따른 국가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활용함.

-냉 성자 기반연구시설의 완공에 따른 성자 빔 실험장치의 산업응용 활성

화 고도화하고,산학연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자 이용 로그램

과 산업 이용기술 개발에 활용함.세계 수 의 성자 소각산란장치가 추

가됨에 따라 기존의 장치와 상호 보완 으로 이용함으로써 기 산업 응

용 연구 역의 확 를 한 첨단 분 기술 시료환경장치 구비 산학연

이용자의 기반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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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ProjectTitle

DevelopmentofIndustrialApplicationTechniquesbyNeutronScattering

II.ObjectiveandImportanceoftheProject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provide the specific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material properties and behavior in various industrial

applicationsbasedonthefundamentalstudiesandmeasurementtechniquesusing

neutronbeam scatteringscienceandtechnology.A majorcontributingfactorof

thisprojecthasbeenstressedonthestudiesofthemechanicalpropertiesin

advanced structuralmaterials,in-situ/real-time experiments,texture/residual

stresses,andnano-sizepore/precipitationresearchusingsmallandwideangle

neutronscatteringtechniques.Tothisend,webelievethatthenationalscience

andtechnologycanbesignificantlyadvancedtothecutting-edgeresearchfields

intheappliedphysicsandmaterialscienceandengineering.

III.ScopeandDeliverableoftheproject

In thisregard,weproposetheutilization oftheneutron scattering and

diffractiontechniquestothestudyofphysical,mechanicalmaterialpropertiesin

industrialcomponents:Theprogram buildsupon thefollowing key technical

tasks:

- in-situobservationsofthephysical/mechanicalpropertiesinbulk

structuralmetalsandalloys,

-Applicationtechniquedevelopmentofthein-situ/real-timemeasurement

techniquesforgreenindustry,

-textureandmacroscopicmaterialanisotropyanalysisandprogram

developments,

-in-situdeformationtexturemeasurementandthestudyon

macro-anisotropy,

-constructedthereliable,continuousautomaticsystem oftheresidual

stressinstrument,

-achievedtheconsistentexperimentalresultsfrom thelargescale

engineeringcomponents(thicknessabout80mm),

-small-angleneutronscatteringmeasurementsandstructureanaly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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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sizestructure,pores,precipitatesanddefectsusingworld-class

facilitiesinHANAROatKAERI.

IV.Resultsoftheproject

Significantprogress has been made during the period ofthe current

project.Mostofall,wedevelopedneutron-diffractionmeasurementtechniques

anddataanalysismethodologies,whichcanbeapplicabletothevariousissues

andproblemsinindustry andengineeringapplications.Themainresultsofthe

projectfollow:(i)developmentofthe charging/discharging and temperature

environmentequipmentandinvestigationofthedegradationphenomenonofthe

Li-ion battery in HEV application, (ii) development of in-situ texture

measurement/analysis technique and internalstrain/stress prediction program,

(iii)constructedthereliable,continuousautomaticsystem oftheresidualstress

instrument,(iv)achievedtheconsistentexperimentalresultsfrom thelargescale

engineering components (thickness no more than 80 mm),(v) obtained

quantitative structural analysis results of the ultra-nano scale (< 5nm)

precipitatesusing small-angleneutron scattering,(vi)study on self-assemble

nano-super-structure materials and bio-materials using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vii) constructed the polarized and ultra-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measurementsystem usingneutronpolarizerandfocusinglens,(viii)

providedthestandardofthedistribution oftheBoron in steelsusing PTA

(particletrackingautoradiography)method.Thisresultshavebeenpublishedin

thepeer-reviewedpapersin69timesincluding65SCIpapersandpresentedin

national/internationalworkshops in 187 times.Besides,we provided various

opportunitiestomanyindustrialandacademicusersandresearchersbyopening

thetrainingprograms,symposiums,workshops,andspeciallessonprogramsin

21times.

V.PlanforthePracticalApplicationoftheNeutronR&DResults

Theneutron instrumentsand facilitiesatHANARO,which istheunique

neutron source in Korea,havebeen widely opened to theany users.The

successfulresultsofthecurrentprojectconfirmedthattheneutronscienceand

facilitiesareveryattractivemethodstoproducethefruitfulresearchresultsand

createtheclosecollaborationsamong industrial,academic,researchinstitutes'

researcherand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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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rojectisrelevantto thegoalofthenationalindustrialand basic

sciencepurpose,asitleadstoanoveluseofneutronscatteringtounderstand

thefundamentalsofmaterialsbehaviorsuchascleanenergyandenvironments,

nano/bioscience,nuclearpowerplants,andautomobile/steelmakingcompanies.

Weexpectthattheresultsofthecurrentprojectcanstrengthenthenation's

position asaleaderin neutron sciencesandresearch fieldsofthematerial

scienceandengineering.Furthermore,thecurrentresultsandneutronfacilities

willbemorebasic,benefit,andcomplementarymethodswhentheunique"cold"

neutronsourceandfacilitiesarelaun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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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CT(Compacttest)시험편의 3축 방향 인장 시험기에 설치하여 ins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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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국내 유일의 성자원인 하나로의 성자산란장치들을 이용한 첨단 재료 벌크

물성 평가,실상황/실시간 측정법,집합조직/잔류응력 측정 기술 개발 SANS

이용 나노 석출물/기공 구조 정 평가 산업 응용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성자빔 이용 산학연 연구 기반 구축과 성자 빔을 이용한 재료 물성 연구 분

야의 기술 첨단화 국가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O기술 측면

-하나로 성자분 장치를 이용한 산업 응용도가 높은 시료환경장치

In-situ측정기술개발

- 성자 회 /산란 연구역량과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재료 개발 공정 신

O경제/산업 측면

-하나로는 성자를 이용한 첨단 연구 장치를 보유하고 있어 기 응용연

구,산업 활용,국제 공동 연구 활용 등 ‘거 과학연구시설’특유의 학

문 ,기술 ,산업 으로 방 한 효과가 상됨.

-국가 성자 빔 실험시설을 이용한 련연구 분야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재료산업 분야 지원

-원자력 기술(RT)와 6T, 통기반주력산업 등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과학

기술 경쟁력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O사회/문화 측면

-RT기술과 6T간 융합기술의 산업 용 실생활 용기술 확 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국가 과학기술 개발의 요 도구로서 성자의 역할 증 에 따른 원자력의

부정 인식 해소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를 통하여 원자력에 한 국민 이

해도와 수용성을 증진하고,국내 원자력 산업의 안 성 확보에 일익을 담당

하여 사회 인 국민 신뢰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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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연구 개발 상 기술의 국내․외 황

1.세계 수

가.미국 ORNL,NIST,유럽의 ILL,FRM-II,HMI,ISIS,일본 JAEA등 선진

연구소는 특히 2000년 부터 성자를 이용한 산업 응용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

며,거 연구시설을 심으로 산∙학∙연 연계 로그램(partnership)들을 고안하여

실효성 제고,자국의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

를 강화하고 있다.

나. 한 DOE산하 ORNL의 고온물성연구센터(HTLM)에 성자 회 잔

류응력 이용자 지원센터를 두어 산ㆍ학ㆍ연 이용자를 지원하고 있으며,미국 표

연구소(NIST)에는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지원을 받는

NCNR(NationalCenterforNeutronResearch)에서 성자 산란장치 운 과 산ㆍ학

ㆍ연 이용자의 실험,분석을 지원하고 있음.특히 학의 기 /응용연구와 산업체의

실용화 연구에서의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일본은 2009년부터 세계 최고 수 의 쇄 성자원인 J-PARC을 가동하고

있으면,모두 23기의 성자빔 이용시설을 운 이거나 건설 에 있다.특히

J-PARC 성자빔 이용시설의 빔타임 25%를 산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

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한 로,이바라키 지자체가 성자빔

용장치를 건설하여 빔 타임의 약 80%를 오로지 산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음.

2.국내수

가.1995년 하나로가 완공되면서 각종 성자 산란장치가 순차 으로 개발되

었으나 이들을 이용한 연구 결과는 선진국 수 에 격히 못 미치는 상황으로 극히

제한된 분야의 연구만 이루어 짐.

나.2000년 반부터 국내에서는 국가 략산업에 한 정부의 연구 지원, 기

업체의 산업 연구 기반의 선진화에 따라서 성자를 이용하는 산업체( 속/친환경

에 지/나노 바이오 소재/녹색성장/원자력 소재 개발 등)의 잠재 이용 수요가

증하고 있으나, 성자 산란을 이용한 산업 재료 응용 첨단 분석 기술 개발 기

술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산업체 이용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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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황

미국 NIST,

ORNL(HFA

R,SNS)

∙재료 실 상황(In-situ)

물성 측정 분석 기

술

∙잔류응력 측정 분석

법개발 산업 응용기

술개발

∙SANS에 의한 나노

석출물 /기공 구조 평

가 기술

∙미국 NIST,ORNL등에선 세계 최고 성능의 성자산란장

치를 보유함. 한 온도,자장,입력 등 첨단 시료환경장치

를 보유하고 있으며,고도의 실상황 측정 분석 기술을

확보하여 선도 연구를 수행함

∙DOE산하의 ORNL에 성자회 잔류응력 이용자 지

원센터를 운 하여 다양한 측정과 산모사에 의한 이론

기술지원을 수행함.아울러 SNS에서는 장차 잔류응력

집합조직연구를 한 세계 최고 수 의 성자 회 장

치를 건설하고 있음

∙미국 NIST 심으로 SANS에 의한 나노 기공재료/연성재

료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랑스 ILL,

스 스 PSI,

국 ISIS,

독일FRM-II

,HMI,

GKSS등

∙재료 실 상황(In-situ)

물성 측정 분석 기

술

∙집합조직 잔류응력

측정 분석법 산업

응용기술개발

∙SANS에 의한 나노

석출물 /기공 구조 평

가 기술

∙ 랑스 ILL,스 스 PSI, 국 ISIS,동일 HMI,GKSS등에

서 등은 고온,인장, 고자장 등의 시료 환경이 가능한

고도의 성자 산란 기술을 확보하여,산업 응용을 강화

하고 있음

∙독일의 GKSS연구로는 성자 이용 산업 응용 연구에

을 맞추어 운 되고 있으며,자동차회사,학교 등 산

학연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한 ISIS

( ),ILL( )에서도 산업체가 참여하는 잔류응력 측정,분

석 력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ILL( ),HMI(독),PSI(스 스)에서는 SANS에 의한 나노재

료 연구를 한 첨단 측정 기술과 분석코드를 개발하고

있음.아울러 학을 심으로 다양한 분석 코드를 개발하

고 있음

일본J-PARC

/JRR-3M,

호주

ANSTO

∙재료 실 상황(In-situ)

물성 측정 분석 기

술

∙집합조직 잔류응력

측정 분석법 이용

산업 응용기술개발

∙SANS에 의한 나노

석출물 /기공 구조 평

가 기술

∙일본 J-PARC,호주 ANSTO에도 성자산란장치개발과 더

불어 다양한 첨단 시료환경장치를 개발하고 있음

∙일본은 J-PARC건설 허가시에 정부에서 산업 응용을 강

화하라는 요청에 따라 산업 응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JAEA와 이바라끼 학을 심으로 잔류응력 등 산업 용

용연구를 강화하고 있음.

∙호주 ANSTO에서는 집합조직과 잔류응력 측정을 한 4

축 성자회 장치와 잔류응력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있음

∙일본은 JAEA에 SANS-J/SANS-U 장치를 이용한 나노재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부분 나노 고분자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호주ANSTO에서는 40m-SANS장치를 개발하여 나노 바이

오 연구에 활용할 정임

다.그러나 국내에서도 2010년 반부터 세계 5 권의 냉 성자 연구기반 시설

(SANS장치 등) 성자 비 괴 잔류응력 측정 장치들이 운 되면서 나노,바이

오,연료 지,원자력 소재 산업 구조재의 재료 개선,신 재료 개발 수명

측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이들 장치는 기능면에서 세계 5 권의

첨단 연구 시설이며,향후 련 연구 분야에서 세계 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산학

연의 력 정부의 실질 인 산업체 지원에 요구 되고 있음.

3.국내외 연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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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지 까지의 연구개발 실

1.국외

가. 성자 회 /산란 연구는 1960년 이후 지난 50여 년간 물질의 구조와 원

자 역 는 나노 역을 이해하려고 하는 물리,재료과학,화학,생물학,환경공학,

생명 공학 등 범 한 분야의 연구에 이용되어 왔으며,이들 상을 이해하는 핵

심 실험 방법으로 정착되었다.이용 기에는 주로 원자구조 자기 구조,원자 운

동 상을 주로 찰하 다.한편 80년 까지는 소각산란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이

활발하지 못하 고 분석기술이 소수의 연구그룹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컴퓨터 성능

의 향상으로 90년 에는 SANS장치를 보유한 선진국 연구소를 심으로 데이터 분

석 해석 로그램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나.구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랜 기술 개발과 이용 연구의 역사가 있

고,1970년 말부터 유럽이 ILL(InstitutLaue-Langevin)을 심으로 기술개발과

이용연구를 주도하면서 이 까지의 연구소 내부의 폐쇄형 이용에서 국제 인 공동

이용 체제로 발 하 다.이에 따라 산학연의 성자 산란을 이용한 기 물성 연구

가 활발해지면서 고도화되었다.

다.80년 반부터는 기존의 열 성자 연구 역을 넘어 원자,분자들이 나

노 수 에서 조작되는 물리 상과 거 분자와 단백질 등의 생물학 구조와 운동

을 규명할 수 있는 냉 성자 이용기술이 발 되고 있다.즉,연구 수요변화와 확충

요구에 따라서 1980년 후반부터 냉 성자원(coldneutronsource)과 성자 유도

등을 설치하여 열 성자뿐만 아니라 냉 성자 열외 성자를 이용한 재료 물

성 연구로 범 를 확장하고 있다.90년 반부터는 열 냉 성자를 이용하여

성자 산란의 원자력,자동차 산업,생명공학,국방 분야 등 산업 이용과,구조생

물학 등 기 응용 연구 분야로 크게 확장되고 있다.

라.2000년 에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가 선진 각 국에서 최 심사로 등

장하면서 다양한 물질 내에서 크기가 1～ 100nm인 불균일 미시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는 성자 소각산란장치(SANS)와 박막재료를 분석할 수 있

는 성자반사율장치(REF)의 이용이 증 되고 있으며,그 활용범 가 일반재료의

나노 크기 불균일성의 규명에서부터 자소자용 박막재료의 미시구조 규명에 이르

기까지 확 되고 있다.

마. 랑스의 ILL은 랑스, 국,독일 정부가 운 과 이용의 재원을 부담하

는 연구소로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HFR연구로와 냉 성자원,열외 성

자원까지 구비하고 있다.이에 더불어 성자 산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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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는 45개 이상의 성자 분 장치들과 동시에 각종 시료환경장치를 갖추고 있

어 물리학,생물학,핵물리,공학,화학,재료과학 등 범 한 분야에서 최첨단 기

응용연구를 장치함으로 국제 인 선도 연구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바.유럽의 국가 연구로(nationalsource)로서는 불란서 LLB의 Orphee연구

로에 우수한 성능의 장치들을 설치하여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HMI,GKSS,Juelich,캐나다 ChalkRiver연구소 등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한 연구소에서도 냉 성자원을 설치하거나 연구 분야를 특화한 상보 인 성

자분 장치들을 설치하여 재료공학 등 산업 응용 연구와 기 물성을 탐구하고

있다.

사.일본은 1990년 JRR-3M을 가동하면서 냉 성자원을 설치하 으며 재 약

30여기의 성자 분 장치를 동경 ,동북 ,경도 등 학들과 일본원자력기구가

설치하여 학은 주로 단결정 비탄성산란, 성자 학 등 기 연구에 집 하

고,연구소는 성자 회 과 소각산란에 집 하여 왔다.최근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

라 BT연계연구와 산업 응용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아.미국은 성자 산란의 선구 치에 있었으나 주요 연구시설들이 DOE

산하의 연구소들로서 이용자 근성(accessibility)이 낮아 80년 부터 연구의 주

도권을 유럽에 넘겨주게 되었다.1990년에 DOC산하의 NIST가 냉 성자원과 성

자 유도 을 설치하고,유럽의 ‘이용자시설’개념을 도입하여 미국과학재단(NSF)과

연계하여 기술개발과 이용연구,특히 이용자 지원과 산학연 이용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향을 받아 DOE는 DOE 산하 연구소들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2006년말

선원 개발을 목표로 핵 쇄 성자원(SNS)개발 사업을 추진 으로 2009년부터

일부 장치가 가동 에 있다. 한 미국 내 연구용원자로 기반 가속기 기반의

성자 연구 시설들이 상호 보완 성격을 갖도록 으로 성자 선원과 분

장치 향을 분야 등 시설 성능 개선과 특화를 진행 이며,신개념의 성자 분

장치를 지속 으로 개발하여 물리,화학 등의 기 물성 외에도 NT,BT,IT 분야

에 범 한 연구를 수행 에 있다.

자. 세계 으로 볼 때 성자 회 /산란 기술 그 자체도 지속 으로 발 하

고 있고 여러 성자 분 기술 에서도 약 40-50% 정도의 실험 빈도를 유한다

고 할 수 있으나,여타 X-선이나 이 , 자 미경 기술에 비하면 아직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일상 인 기술로 말하기는 어렵다.특히 선원의 희소성과 세계 으

로도 수요 비 부족한 장치 황,산업 이용에 직결하기에는 서로 다른 연구 분

야 연구자들 간의 상호 이해도가 낮은 데서 오는 소통의 어려움,신속하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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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용 체제는 아직 미비하다.그러나 성자 회 /산란의 강 과 기반 분석 기술

은 확립되어 충분히 공감되고 있으며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용한 성자 분 장

치 개발과 개발과분 기술 다양한 시료환경을 구 할 수 있는 in-situ측정 장

치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 응용에 직결하려는 노력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분

기술 이용 측면에서는 통 인 회 과 소각산란,비탄성산란,편극 성자산란,산

만 산란 등 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교한 장치와 기술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한 성자의 투과력이 큰 장 을 이용하여 극 온,고온,고자장,압

력,인장 등의 다양한 시료 환경 조건에서 in-situ로 시료의 특성을 측정하여 물성

을 이해하는 기술의 발달로 성자 산란의 용 범 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특히

각국의 국가 거 연구시설에 한 건조를 극 으로 지원함으로써 자국의 21세기

미래과학기술을 경쟁 으로 선 하기 해 노력 이며,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

화하기 해서 산업 활용도가 높은 첨단 성자 연구시설의 개발을 지원하고 산

업체의 활용을 국가차원에서 극 지원하고 있다.

2.국내

가.1960년 부터 연구로 2기(TRIGA Mk-II와 Mk-III)가 가동되어 왔으나

낮은 성자속과 연구 여건 미비로 연구소 내부 요구를 제외하고는 리 이용되지

못하 다.오랜 기간 동안 기 인 성자 분 기술과 성자 래디오그라피 기술

개발,특히 성자속과 낮은 분해능에서도 성자 회 에 의한 재료의 집합조직

연구를 수행하 다.그 후 1985년부터 세계 인 수 인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건조 사업이 착수되어 1995년 2월 첫 임계에 도달하 으며,1996년 성자투과 비

괴장치의 설치를 시작으로 세계 수 의 고분해능 성자 회 장치(HRPD)등

열 성자 산란장치들이 개발되어 운 되어 왔다.특히 2003년부터는 21세기 과학기

술을 선도할 세계 수 의 냉 성자연구기반시설과 성자산란장치들이 국내 기술

성로 하나로에 개발 으로 2010년 반부터는 하나로 이용자들이 첨단 냉 성자

산란장치를 활용할 수 있어 BT,NT,ET,녹색기술 등의 국가 핵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하나로에서는 분 장치,장치 주요부품 분 기술 개발을 지속 으로 수

행하고 있으며,국가 략기술개발사업인 NT,BT,IT분야와 연계한 성자 빔 이

용 연구 활성화를 해서 노력하고 있다.앞으로 기 확보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분 기술 선진화와 더불어 2010년 냉 성자 연구시설(CNRF)을 갖추게 되면서 하나

로는 명실상부한 국제 인 성자 과학연구 시설로서의 상을 정립할 것이다.

다.2007부터는 원자력기술의 국민 삶의 장에 좀 더 다가가고자 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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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으로 방사선 기술개발 사업에 의한 방사선 융합 기술 사업이 진행 에 있

다.하나로에 기설치 운 인 성자산란장치들을 이용하여 국가과학기술 선진화

산업 기술 신에 기여할 다양한 첨단 산업응용 기술 개발을 산학연과 공동으로

수행 에 있어,국가 과학기술 선진화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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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제 1단계 연구 결과

제 1 재료 실상황(In-situ)물성 측정 분석법 개발

1.4축 방 선택 인장시료장치(～20KN)

가.4축 방 선택 인장시료장치 개발

4축 방 선택 인장시료장치는 재 하나로에 운 인 4축 성자 회

장치(FCD)와 잔류응력 측정 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고자하는 시료환경장치이다.합

의 경우 인장 압축시 발생하는 탄성 소성 변형은 합 구조에 따라 게

이방성을 나타내는데,실용성이 높은 합 개발을 해서는 재료 가공 특성에 한

연구가 필수 이다.이 게 이방성을 나타내는 변형을 측정하기 해서는 4축 방

선택 인장시료장치가 효율 이며, 한 인장/압축 실상황에서 측정함으로 재료의 물

성을 효과 으로 찰할 수 있다.

4축 방 선택 인장시료장치는 독일 Clausthal공 와 력하여 개발하 으며,

하나로의 4축 성자 회 장치(FCD) 잔류응력 측정 장치(RSI)에 설치하여 실험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 다 (그림 1).합 의 경우에 인장 압축시 발생하는

탄성 소성 변형은 합 구조에 따라 체 으로 이방성을 나타내는데,실용성이

높은 합 개발을 해서는 재료 가공 특성에 한 연구가 필수 이다.이 게 이

방성을 나타내는 변형을 측정하기 해서는 4축 방 선택 인장시료장치가 효율

이며, 한 인장/압축 실 상황에서 측정함으로 재료의 물성을 효과 으로 찰할 수

있다.인장시료장치의 메인 임은 Ti합 으로 제작함으로써 FCD의 Euler

-Cradle에 설치하여 측정할 때 FCD구동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 다.시편 홀더

로는 인장시험용 홀더 2세트(원형 8mm,10mm 용)와 압축시험용 홀더 1세트를

제작하 다.인장시료장치는 스텝핑 모터로 구동하며 모터 서 라이 사양은 ～

230V,50～60Hz이고,마이크로 스텝핑을 해 워 앰 리 이어를 장착하 다.

인장/압축 시험용 센서로 막 형의 2개의 load-cell을 제작하 다.인장시료장치

센서는 컴퓨터로 제어하며 구동 소 트웨어도 함께 제작하 으며,특성 시험을

한 표 시료를 가공하여 반 인 종합 실험을 수행하 다.



- 36 -

그림 1.Euler-Cradle에 설치된 4축 방 선택 인장장치

나.변형 실상황 물성 측정 연구

합 개발을 해 필수 인 재료 가공 특성 연구를 목 으로 이방성을 나타

내는 재료의 인장 압축시의 변형 실상황 물성을 측정하는데 매우 효율 인 4축

방 선택 인장시료장치를 재 하나로에 운 인 4축 성자 회 장치(FCD)에

설치하여 표 시료를 이용한 반 인 종합 실험을 실시하 다.실험에는 직경

10mm의 원형으로 가공된 알루미늄,SUS304,SUS316표 시료와 직경 8mm의 원

형으로 가공된 18Cr-10Mn-2Ni,18Cr-10Mn-0.69N,18Cr-10Mn-0.37N steel시료가

사용되었다.

인장 압축시 발생하는 탄성 소성변형을 실상황에서 측정하기 해 인장

속도를 각각 0.001,0.01,0.1mm/sec로 다르게 제어하고,인장에 따른 하 증가를 1

kN단 로 제어하여 탄성 소성 역에서 각 스텝별 재료의 변형을 측정하 으며,

steel시료의 경우에는 본 인장장치의 최 용 하 인 20kN이내의 범 에서 측

정하기 해 시편의 직경을 8mm로 이고 인장에 따른 길이변화 단계별로 제어하

여 측정하 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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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알루미늄 시편의 인장에 따른 peak center 변화

  재 4축 방  선택 인장시료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하나로 4축 성자 회 장

치(FCD)의 분해능이 낮아 재료의 변형 실상황 물성을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잔류응력 측정 장치(RSI)에 인장장치를 이동 설치하여 추가 인 실험을 비 에 

있으며, steel 시료 측정을 한 인장시험용 상시편 홀더를 제작하 다 (그림 3).

그림 3. 인장시험용 상 시편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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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충방 -온도 겸용 시료환경장치 개발

가.충방 -온도 겸용 시료환경장치 개발

리튬이온 지의 양극활 물질로는 LiCoO2,LiNiO2,LiMnO4등이 사용되고 있

고,음극활물질로는 주로 흑연이나 카본계열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양극 소재

특히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LiCoO2로 10년 이상 같은 소재가 사용되고 있어 지

의 고성능화와 수명 연장을 한 새로운 소재에 한 요구가 실히 요구되고 있

다.그리고 특히 LiCoO2의 경우 Co의 가격이 높아 량의 용량을 필요로 하는

HEV같은 경우에 사용상의 많은 제약이 따른다.이에 Co를 좀 더 값이 싼 니 이

나 망간과 같은 속으로 체 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 으로 좀 더 유리한 양극

활물질이 생산 가능할 것이다.

일반 으로 구조 분석에 사용하는 자선 는 X-선 회 법을 용하는 경우 양

극 활물질내의 요한 원소인 리튬의 치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그 이유는

리튬원소가 매우 가볍기 때문인데, 성자 회 법을 이용하면 구조 분석시 리튬의

치까지 정확히 찾을 수 있다.그리고 X-ray를 이용한 구조 분석시 찾을 수 없었

던 미량의 불순물도 찰할 수 있다.특히 성자의 높은 투과 성질을 이용해 지

의 충방 동안의 리튬의 거동을 비 괴 으로 찰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방 동

안의 지의 열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장수명화된 고용량 이차 지 개발에 기여

할 수 있다.

와 같은 실험 목 을 해 충방 -온도를 동시에 조 할 수 있는 시료환경장

치를 개발하 다.장치의 구성은 8채 의 충방 원과 Crate(충방 시간)를 조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극재료의 온도를 -30～ 100℃까지 조 할 수 있는

시료분 기 장치를 구비하고, 원이 연결된 상황에서 시료를 당 30회 이상 회

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4는 제작된 충 방 -온도 겸용 시료환경장치로 효율성

증진을 해 극재료의 충방 In-situ모의실험을 통해 문제 을 검하고,시료

환경장치를 개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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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온도 시료 회 장치

(b)충방 싸이클 특성 평가 장치 온도제어장치

그림 4.충방 -온도 겸용 시료환경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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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료의 회 없이 측정한 데이터

b)시료의 회 기능이 보완하여 측정한 데이터

그림 5.상용 지의 In-situ상황에서 성자 회 패턴

그림 5는 상용 지에 해서 충방 하는 동안의 성자 회 상 측정 데이터

를 보인 것이다.그림 5의 (a)는 시료의 회 없이 측정된 시료를 나타내며,그림 5

의 (b)는 시료를 회 하면서 측정한 성자 회 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5(a)에서

보듯이 In-situ상태에서 셀에 회 을 걸어주지 못하면,이는 셀 체에 고르게

성자빔이 투과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각도에 따라서 배경산란이 달라진다.특히

해질에 기인한 배경산란이 높은 각도 범 에서 낮은 각도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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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한 피크의 분강도 역시 낮은 각도의 범 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더욱 높게 나오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양극 활물질의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

다.그림 5(b)는 시료의 회 기능을 보완한 In-situ측정 장치로 측정한 성자 회

상을 나타내고 있다. 해질에 의한 배경산란이 상당히 안정 임을 알 수 있으며

양극과 음극 재료에 의한 피크들을 직 으로 비교 평가 할 수 있었다.측정된

성자 회 상에 해서는 Rietveld해석법으로 구조 분석 에 있다.

재 상용화 되고 있는 리튬이온 지의 작동 온도범 가 최고 60℃이하인 을

감안하여 시료환경온도를 -30～ 100℃ 까지 변화할 수 있도록 제작하 고,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In-situ측정 장비를 조 씩 보완하 으며,In-situ측정에 의한 상

용 지에 한 열화 상 규명 HEV 극재료에 한 구조 열화 요인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3.충방 -온도 실상황/실시간 물성 측정법 개발

가. 성자를 이용한 Li-ion이차 지 양극 활물질의 구조분석

충방 -온도 겸용 시료환경장치를 활용한 차세 이차 지 개발의 원천 분

석 기술 확보를 하여 성자를 이용한 양극 활물질 조성의 최 화,minor-phase

에 의한 열화 향 분석 상용 지에 해 In-situ 성자 회 측정법을 개발을

수행하 으며,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합성방법에 따른 양극 활물질 Li[Ni1/3Co1/3Mn1/3]O2의 구조분석

층상구조를 갖는 양극 활물질 Li[Ni1/3Co1/3Mn1/3]O2를 연소법(combustion

method)과 공침법(coprecipitationmethod)을 이용하여 각각 750,800그리고 850
o
C

에서 sintering과정을 거쳐 합성하 다.양극 활물질내의 조성간의 비교실험을

해 Li[Ni4/9Co4/9Mn1/9]O2를 같은 방법으로 합성하 다.합성된 각각의 양극 활물질의

성자 회 상을 측정하고 이를 Rietveld해석법을 이용하여 구조분석을 하 다.

한,상기의 방법들로 합성한 양극 활물질의 기화학 특성을 찰하 다.

성자회 상의 구조분석 결과,Li[Ni1/3Co1/3Mn1/3]O2의 경우 연소법과 공침법

의 합성 방법과는 상 없이 각 온도에서의 회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찰되었고

(그림,6,7),다른 minorphase도 발견되지 않았다.반면,LiNi4/9Co4/9Mn1/9O2의 경

우에는 750
o
C와 800

o
C에서 공침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minorphase가 연소법에서

는 생성되는 것으로 찰되었다.그러나 sintering온도 850
o
C에서는 minorphase가

찰되지 않았다.이상의 결과로 살펴볼 때,공침법은 Ni,Co Mn의 조성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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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minorphase의 형성 없이 활물질의 합성이 잘 되었으나,연소법의 경우 조

성비가 다른 경우 sintering온도가 낮을 때에는 phase형성이 완 히 이루어 지지

않고,minorphase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공침법으로 온도별 합성한 Li[Ni1/3Co1/3Mn1/3]O2의 성자회 패턴

( 랑-750,빨강-800, 록-850)

   그림 7.고상법으로 온도별 합성한 Li[Ni1/3Co1/3Mn1/3]O2의 성자회 패턴

( 랑-750,빨강-800, 록-850)

850
o
C에서 합성한 Li[Ni1/3Co1/3Mn1/3]O2의 사이클 횟수에 따른 방 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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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결과,연소법에 비해 공침법으로 합성한 물질이 약간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

냈고,이러한 상은 Li[Ni4/9Co4/9Mn1/9]O2의 경우 더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이

는 공침법으로 합성한 양극 활물질의 구조가 연소법에 비해 좀 더 안정 인 것으로

생각된다.양극 활물질 LiNi4/9Co4/9Mn1/9O2의 온도에 따른 기화학 성능을 측정

한 결과,850
o
C에서의 기화학 성능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찰되었다.이는 비

교 낮은 온도에서 합성할 때 생성되는 minorphase가 기화학 성능에 향을

끼친다는 것을 나타낸다.결론 으로,공침법으로 합성한 3성분계 층상구조의 양극

활물질이 연소법에 비해 이 속 이온들이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연소법도 850
o
C이상에서 합성할 경우 이 속 이온들의 분포를 균일하게

개선할 수 있고,그 합성방법이 공침법에 비해 간단하다는 장 이 있다.

(2)LiCoO2의 각 압하에서의 ex-situ결정구조 분석

LiCoO2는 리 사용하고 있는 양극 활물질이다.근년에 폭발 등 사고에

의하여 안 성 문제가 요시되고 있다.이번 실험에서는 각 압하에서의 LiCoO2

양극 활물질의 결정 구조분석을 함으로서 양극 활물질이 지 안 성 등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려고 하 다.우선 상용화된 186502400mAhLiCoO2 지를 각 압

까지 충 혹은 방 시킨 후 그 지를 해체하여 양극 활물질을 채취한 다음 오

에서 70도에서 10시간 건조시킨 뒤에 성자 회 측정을 하 다.이번 측정에는

0.9V,2.75V,3.80V,4.2V,5.0V의 압을 취하 으며 각각 5개의 지로 각 압에

맞춰 측정하 다. 한 순수한 LiCoO2의 성자 회 측정도 하여 참고로 하 다(그

림 8,9,10).

그림 8. 순수한 LiCoO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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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9V에서 LiCoO2 성자회 상 측정

그림 10.5.0V에서 LiCoO2 성자 회 상 측정

Refine결과로부터 LiCoO2는 0.9V부터 4.2V까지는 Hexagonal상을 유지하나

5.0V에서는 Hexagonal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상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리튬의 값이 0.9V부터 3.8V사이에서 격자상수 a의 값이 차 작아지나,그러

나 3.8V에서 4.2V로 압이 상승되면 격자상수 a의 값이 조 증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0.9V에서 3.8V까지 a값이 작아지는 것은 Co3+가 사이즈가 더욱 작은 C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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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화 되면서 리튬이 결정구조로부터 빠지기 때문이다.격자상수 c값은 Li첨가량

이 작아짐에 따라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Li+이온이 CoO2층에서 빠지

면서 산소와 산소사이의 기화학 배척력이 커지면서 c축이 증가되는 것이다.

압이 5.0V까지 올라갔을 때 LiCoO2의 Haxagonal구조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CoO2상이 생성되었다. 한 CoO2는 CdI2의 구조를 취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 에 연구한 spinel구조와는 다른 구조임을 알 수 있다.우리는 이번 실험

을 통하여 LiCoO2의 각 압하에서의 결정구조를 상세하게 연구하 으며 한

LiCoO2가 5.0V에서는 새로운 구조를 취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이것으로 LiCoO2의

안정성문제를 연구하는데 기 를 마련하 다.

(3)LiFePO4의 성자 회 분석

LiFePO4구조는 다른 양극 활물질과 달리 비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LiFePO4는 산소원자가 육면체 패킹을 하고 있으며 이 P원자가 4면체 사이

트를 유하고 리튬과 산소가 팔면체 사이트를 유하고 있다.LiFePO4에 하여

분말 시료를 충방 2.9V/100cycle뒤에 ex-situ로 성자 회 을 측정하 다(그

림 11).측정결과에 의하면 분말 형태의 LiFePO4과 3.2V에서의 LiFePO4를 비교해보

면 3.2V에서 FePO4minorphase가 생성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100cycle뒤

에는 FePO4minorphase이외에도 LiF등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시료에 해서 압을 변경하면서 In-situ 성자 회 실험을 수행하

다(그림 12). LiFePO4의 In-situ 성자 회 상 측정 결과 우선 높은 각도 범

에서 background가 낮은 각도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분말 시료와 비교하여 각

peak의 상 Intensity도 낮은 각도에서 더욱 높게 나왔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

는 양극 활물질의 정량 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한 측정한 cell은 음극으로

카본을 사용하 는데,카본의 peak이 양극 활물질의 peak보다 몇 배 정도로 크기

때문에 양극 활물질의 분석에 있어서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다. 한 탄소 peak과

양극 활물질의 peak이 겹치기 때문에 측 하고자 하는 peak의 이 등 정량분석이

어렵게 된다.이에 패턴을 겹치고 peak의 이동을 찰함으로써 충 방 시의 지의

구조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 다.



- 46 -

그림 11. 100cycle 후  ex-situ   

그림 12. 3.0V에  In-situ    

LiFePO4는 재 자동차 HEV 용으로 발 성이 많은 양극 활물질이며,

LiFePO4의 구조에 한 기 인 연구는 향후 LiFePO4 지 성능을 향상하는데 좋

은 기 자료로 활용될 정이다.앞으로 LiFePO4양극 활물질을 In-situ상태로

2.9V,3.0V,3.4V,4.2V에서 각각 성자회 측정하여 LiFePO4의 충방 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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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구조 변화를 찰하고자 한다. 한 높은 C-rate로 50cycle과 100cycle을 각각

충방 뒤에 LiFePO4의 결정구조변화를 측정해보고자 한다.이 결과와 이 의

ex-situ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LiFePO4의 사이클 뒤의 구조 변화를 찰

하려 한다.

특히 In-situ 성자 회 상 모의실험을 통해 얻어진 문제 을 반 하여 충방

-온도 시료환경장치에 충방 을 하면서 동시에 시료를 회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 으며,이를 이용해 충방 에 따른 구조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아울러 이러한 실험을 통해 Li-ion이차 지의 성능을 높이기

한 연구를 지속 으로 진행하 다.

나. 성자를 이용한 Li-ion이차 지 양극활물질의 구조분석

충방 -온도 겸용 시료환경장치를 활용한 차세 이차 지 개발의 원천 분

석 기술 확보를 하여 성자를 이용한 합성방법에 따른 양극 활물질

Li[Ni1/3Co1/3Mn1/3]O2의 구조분석 양극 활물질 조성의 최 화,충방 압의 변

화에 따른 ex-situ결정구조 분석 minor-phase에 의한 열화 향 분석에 이어서

리튬이차 지의 양극 활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LiCoO2,LiMn2O4,LiFePO4의 상용화

된 cell의 양극활물질이 충 방 을 거듭하면서 구조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

석하 다.우선 상용화된 각각의 지를 충방 을 거듭한 후 그 지를 해체하여

양극 활물질을 채취하 고 이를 70℃에서 10시간 건조시킨 뒤에 성자 회 측정

을 하 다.그림 13은 LiMn2O4상용 지에 해서 충 방 Mn2 성자 회 상을

보인 것이다.그림 13(a)는 충 방 을 하지 않은 상태의 LiMn2O4n2 성자회 패턴

을 나타낸 것인데 refine결과 LiMn2O4이외에는 다른 minorphase가 발견되지 않았

다.그러나 지를 100회 충 방 을 한 후 다시2 성자회 패턴(그림 13(b))을 살

펴보니 LiMn2O4(88wt%)이외에 새로운 LiF(12wt%)phase가 발견되었다.이는

리튬이차 지의 해액으로 사용되는 LiPF6가 양극 활물질과 반응하여 생성된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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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Mn2O4의 성자회 패턴

(b)100회 충방 후의 LiMn2O4의 성자회 패턴

그림 13.LiMn2O4의 상용 지의 충방 후의 성자회 패턴

한 LiFePO4와 LiCoO2의 상용 지를 LiMn2O4상용 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충

방 한 후 성자회 상을 측정하여 결정 구조 변화를 찰하고,Rietveld해석법

에 의한 정량 상분석을 수행하 다.LiFePO4상용 지(그림 14)의 경우에는 충방

이 거듭되면서 LiFePO4(67.6wt%)외에 LiF(6.7wt%),FePO4(25.3wt%),그리고

C(0.4wt%)가 각각 발견되었고,LiCoO2의 상용 지(그림 15)의 경우에는 충방 이

거듭 되면서 LiCoO2(94wt%)외에 LiF(6wt%)가 발견되었다.

의 결과를 종합하면 리튬이차 지의 경우 충방 이 거듭되면서 양극의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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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없이 공통 으로 LiFminorphase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차 지의 해액을 개질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요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그림 14.충방 후의 LiFePO4의 성자 회 패턴

그림 15.충방 후의 LiCoO2의 성자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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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충방 -온도 환경제어기술 물성 연구

충방 -온도 겸용 시료환경장치를 활용한 LiMn2O4양극 활물질에 해서 충

방 압의 변화와 충방 횟수에 따른 결정구조 변화와 Li의 거동을 분석하기

하여 충방 In-situ실험을 수행하 으며,충방 횟수 10,300,450,600회 충방

한 후에 압은 2.9V,4.2V에서 성자 회 상을 측정하여 구조거동을 분석하 다.

그림 16은 압이 2.9V일 때 충방 횟수에 따른 성자 회 상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충방 이 진행된 후에 LiMn2O4피크가 카본 피크에 비하여 상 으로 더

많이 감소하 다.그림 17은 압이 4.2V에서 충방 횟수에 따른 성자 회 상을

보인 것으로 충방 횟수가 증가하면서 LiC18상이 증가하고,Li의 유량이

어듬을 알 수 있다.

그림 16. 압 2.9V에서의 충방 횟수에 따른 성자 회 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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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압 4.2V에서의 충방 횟수에 따른 성자 회 상 변화

의 In-situ 성자 회 상을 분석한 결과 충방 시에 LiC18:LiC6의 비가 그림

18에 보인 것처럼 충방 횟수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이는 양극재료에서의 충방

시에 생성되는 LiC18이 양극재료에 서 Li의 유량을 감소하게 하여 양극구

조가 깨지면서 지의 성능이 하되는 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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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충장 횟수에 따른 LiC18:LiC6 양극에서의 Li 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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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온변형 실상황/실시간 물성 측정 연구

가.고온 시료환경 장치(～1,600℃)개발

속,세라믹 등의 재료에서의 산업 응용을 한 고온 물성 고온 상

이 연구를 해서는 온도 1,200℃ 이상의 고온 시료 환경을 구 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하고 있다.특히 재료의 고온 In-situ물성 실험에서는 고온에 의한 시료의 산

화를 방지하기 해서 시료를 둘러쌓고 있는 진공 챔버에 고진공을 유지하여야 한

다. 성자는 물질(특히 알루미늄)에 한 투과력이 커서 알루미늄 재질의 진공 챔

버내에 벌크 시료를 장 하고 고진공 분 기에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성자 회

상을 얻을 수 있어,타 분석 기술보다도 고온 In-situ실험에 당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시료 크기 직경 10mm,높이 40mm 인 시료까지 장 가

능하고,온도를 상온에서 1,600℃까지 조 할 수 있는 성자용 고온시료환경장치를

개발하 다.이 고온시료환경장치는 그림 19(a)와 같이 진공 챔버/시료 홀더,진공

시스템 제어장치로 되어 있으며,그림 19(b)는 시료를 장착할 고온 시료환경 챔

버의 상세도를 보인 것이다.장치의 특성 시험을 해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

시료에 해서 In-situ상 변태 거동 시험을 2009도 하반기에 수행하 다.

(a)furnaceassembly(ILLType) (b)samplechamber

그림 19.고온시료환경 장치 주요 조립부 (a) 시료 챔버 상세 설계도(b)

나.고온 변형 시료환경장치 개발

고온 변형 시료환경장치는 고온의 시료환경에서 압력과 인장을 가할 수 있



- 53 -

어,고온/변형에서의 In-Situ물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소재 개발에

서의 열연 공정을 모사할 수 있는 산업 응용도가 매우 높은 장치이다.이 고온변

형 시료환경장치는 성자 산란 실험용 유도로 고온용 인장장치,챔버 등으로 그

림 20과 같이 구성되면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그림 20.고온변형 시료환경 장치의 구성도 RSI장치 설치 경

(1)인장장치 유도로 히 유니트 부분

본 인장 유도로 히 유니트 부분 는 각종 재료의 물리 ,기계 특성

시험을 하기 한 기기로서 시편홀더 장치의 몸체는 열 뒤틀림이 없이 ,후

로 이동할 때 무리가 없어야 한다. 시험의 진행과정은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진

행 하며 시험 속도 설정,센서선택,각종 측정 데이터 환경 설정 등 시료의 탈부

착이외 모든 시험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시험결과의 수집,기록,계산 분석

데이터보 등이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므로 테이터 리가 되어야한다.

oMainBody

-Capacity:2tonforce

-Testspeedrange:0.001～500mm/min

-Crossheadtravel:600mm

-Crossheadmovement:Servomotordrivewithprecisionballscrew

-Columndistance:200mm

-Dimension:750x500x1700mm (WxDxH)

-Weight(Approx.):250Kg

-Power:1phase,220V,60Hz

o Loadcell

-Capacity:2ton.f(max.)

-Ratedoutput:3mV/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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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ity:0.03% ofthefullscale

-Hysteresis:0.03%

-Repeatability:0.02% ofthefullscale

-Max.overload:100% ofthefullscale

-Safeoverload:100%

o유도로 히 유니트

-Stabilityoftemperature:±1℃

-Max.temperature:1200℃

-Controlsystem :DigitalPIDcontrol

-Capacity:15kw/20kHz

-HeatingCoil:Cu

(2)챔버 냉각장치

(3) 기 제어부분

5.YBCO 도체 연구

가.YBCO 도체 내의 기공 2차상 특성 연구 (YBa2Cu3O7-x(Y123) 도

체내 기공 2차상 분포에 한 냉각 속도 효과에 한 연구)

용융공정으로 제조된 Y-계 고온 도체는 액체질소의 비등 인 77K,수 테

슬라 이상의 고자장에서 고임계 류 도 강력한 부상력을 나타낸다.이러한 부

상특성은 도를 이용한 력 장장치,특히 라이휠 에 지 장장치나 도

모터 등에 이용될 수 있다. 라이휠에 장되는 에 지는 도체 에서 부상시

킬 수 있는 무게를 증가시킬수록 많아지므로 부상력이 큰 도 단결정을 제조하

는 것이 요하게 부각된다. 재까지 알려진 YBCO제조공정 ,topseededmelt

growth(TSMG)법은 cm 단 의 단결정형 면 시편을 제조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이 방법은 인 으로 YBCO123성장의

종자를 제공해주는 seeding방법을 결합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YBCO123결정의 방

를 원하는 로 제어할 수 있다.TSMG 에서의 공정변수로는 용융온도,용융시

간,냉각방법,냉각속도,seeding방법,seed와 기지 성형체의 조성에 한 변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에 한 분석을 통해 최 의 단결정을 제조하려

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이 냉각속도에 한 실험에 한 결과를 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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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TSMG실험을 한 샘 구조

T em p.

100 oC /h

960 oC , 2h

1040 oC , 1h

10 oC /h

1020 oC

960 oC

1, 5 , 10 , 20 , 50 oC /h

100 oC /h

T im e

그림 22.여러 냉각속도에 따른 TSMG실험 일정

그림 21에서와 같이 먼 YBa2Cu3O7-x 분말을 갖고 직경 20㎜인 pellet으로 일

축 성형하 다.열처리 도 ,MgO 기 으로부터 핵생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억

제하기 하여 Yb2O3분말(2.5g)을 일축 성형하여 MgO기 에 올려놓았다. 한

Yb2O3와 Y123반응 계면을 고려하여 성형체 두 개를 사용하 다.이후 Sm1.8

(Sm1.8Ba2.4Cu3.4O7-y)단결정 seed를 사용하여 TSMG방법으로 Y123단결정을 제조

하 다.그림 22는 melttexture열처리 조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1020℃부터 960℃

까지의 냉각속도를 1,5,10,20,50℃/hr로 바꾸어가며 실험을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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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냉각속도에 따른 시편 모양

그림 23은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eed아래 singledomain 역이 어들고

시편의 여러 부분에서 핵생성이 일어나 다결정화 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4은

seed를 심으로 커 하고 마운 ,폴리싱 한 후 편 학 미경을 통해 찰한

사진이다.Y211은 포정 온도이상에서 액상이 벌크체에서 흘러나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excess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찰된다.냉각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crack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냉각 속도가 증가하면 singledomain 역이 어

들고 다결정 domain이 많이 생성되는데,다결정 역에 Y211상이 더 많이 분포한

다.그림 25는 seed주변의 pore-free 역을 찰한 학 미경 사진이다.냉각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pore-free 역이 감소함을 볼 수 있다.표면 근처에는 산소의

공 이 원활함에 따라 액상확산이 활발하고 이에 따라 pore가 채워지는 효과가 있

는데 냉각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Y123growthrate에 한 구동력이 커지게 되고

포정온도 이상에서 생성된 pore를 채워 시간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pore-free

역이 어들게 된다.Coolingrate가 1℃/hr에서 50℃/hr로 증가함에 따라 seed아

래 singledomain이 어들었으며 pore-free 역이 감소하 다.Y211의 경우 냉각

속도에 계없이 시편 체 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다결정화 된 부분에서 Y211

상의 증가를 찰하 다.

차기단계에는 TSMG법으로 YBCO를 제조할 때 yttrium의 조성(Y1.1Ba2Cu3Ox,

Y1.6Ba2Cu3Ox)을 다르게 하고,냉각속도(1℃,3℃,5℃,10℃)를 다르게 하 을 때

Y211,pore의 역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 상 변화를 일으키는 산소 열처리 후

성자 회 상 분석을 통하여 변화되는 산소의 양을 비교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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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C/hr 10 oC/hr

20 oC/hr 50 oC/hr

그림 24.냉각속도에 따른 학 미경 사진

1 oC/h 5 oC/h

10 oC/h 20 oC/h

그림 25.냉각속도에 따른 pore-free 역 변화

나.YBCO상변태 산소 거동 연구

(1)종자결정성장법으로 제작한 YBa2Cu3O7-y 도체 안에 산소 확산과

산소 함량 결정

o연구목 :YBa2Cu3O7-x (Y123)산화물 도체는 Y123격자 안의 산소

함량에 의해 도 이 온도 (Tc)와 임계 류 도 (Jc)가 크게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산소가 불충분한 Y123상은 정방정계 구조이고,산소가 충분한 Y123

상은 사방정계 구조이다.Y123 격자 안에 들어가는 동일한 산소는 Tc와 Jc를

결정하기 때문에,이와 같이 Y123 도체의 고유 특성을 결정짓는데 매우

요하다.결정 구조는 두 Ba-O 층 사이에 치한 Cu-O 결합을 배치하는 산소에

의하여 결정된다.1차원 산소 배열은 상 이에 의한 스트 스 때문에 변형 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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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의 원인이 된다.

단결정 Y123 도 특성은 산소 함량 확산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산소 함량의 변수를 구하기 해,여러 결정 입계를 가진 Y123시편을

다양한 조건하에서 종자결정성장법으로 제작하 다.결정 입계는 포정 온도 (Tp)를

통한 여러 냉각 속도에 의해 제어되었고,냉각속도가 빨라질수록 결정 입계가

많아져서 산소 확산이 잘 일어날 것이라고 상했다. 한 이트륨의 조성을 변수로

단결정 안에 Y211의 양을 조 하여 산소 확산의 향을 비교하고자 한다.Y211의

결정성이 좋을수록 결정 입계가 증가할 것이고 한 산소 확산이 잘 일어날

것이라고 상했다.

소결법으로 만든 Y123 도체의 미세구조는 다결정 형성으로 인한

임의방향의 결정구조를 갖기 쉽고 결정 입계가 많아서 효과 인 산소 확산 통로를

갖게 된다.이에 반해 단결정 Y123 도체는 결정 입계가 고 크랙이 있기

때문에 산소 확산에 효과 이지 못하다. 도체의 자기 부상력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결정크기와 임계 류 도를 키울 수 있는 결정 입계가 없는 단결정으로

도체를 만들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o실험방법:단결정 합성 방법은 아래와 같다.종자결정성장법으로 샘 을

제작하기 해 이트륨의 조성을 Y1.1Ba2Cu3O7-y(Y1.1)과 Y1.6Ba2Cu3O7-y(Y1.6)이

되도록 YBCO분말을 정량하 다.정량한 분말은 병에 지르콘 볼과 함께 넣고 건식

볼 링을 24시간 동안 해주어 원료를 잘 혼합시켜 다.분말은 미세한 입자로

만들기 하여 막자 사발에서 20분 동안 핸드 믹싱을 하고 채질하 다.YBCO

우더는 7g씩 15㎜ 몰드를 사용하여 팰렛을 만든 뒤 그림 2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seed-YBCO-Yb2O3-MgO plate순으로 차례차례 쌓아 올려 다.이 상태로

용융 열처리를 하여 단결정으로 만드는데,그림 27의 스 과 같이 1,020℃ (Tp)

에서 980℃까지의 냉각 속도(1,3,5,10℃)를 다르게 하여 단결정의 역을

컨트롤하 다.용융 열처리가 끝난 후,산소 분 기에서 450℃에서 50시간 동안

산소 열처리를 하여 산소를 주입한다.

o연구 결과 고찰:Y1.1과 Y1.6 도체의 단결정 크기는 그림 2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높은 냉각속도에서 제작한

샘 의 단결정이 자라지 못한 역에서 많은 핵 생성이 일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따라서 높은 냉각 속도에서 제작한 샘 은 다결정 역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결정의 크기는 핵 생성과 Y123결정의 성장 활동에 계된

냉각속도에 의존한다.냉각속도에 따라 단결정의 크기를 컨트롤하여,냉각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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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를수록 다결정 역으로 산소 확산이 더 잘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했다.

종자결정성장법으로 제작한 단결정의 성장 길이와 성장률의 그래 는 그림

29와 같다.성장한 단결정의 <110>방향의 길이를 측정하여 성장 길이와 성장률을

측량하 다.단결정의 크기는 냉각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고,

성장률은 냉각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냉각 속도에 따라

제작된 단결정의 산소 열처리한 후,X-ray 회 분석한 그래 는 그림 30에

나타낸다.Y1.6샘 이 Y1.1샘 보다 Y211peak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Y211의 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큰 단결정 Y123 도체의 산소 확산을 이해하기 해, 단결정의

외부- 간-내부의 역의 도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림 31은 1℃/h의

냉각속도를 가진 종자결정성장법으로 제작한 Y1.1과 Y1.6의 외부- 간-내부의

(a) 도 온도와 (b)임계 류 도를 측정한 그래 이다.Y1.1과 Y1.6 단결정의

Tc를 비교하 을 때,Y1.6이 Y1.1보다 더 높았는데 Y211이 많을수록 산소 확산이

활발해져서 Tc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한 Jc를 비교하 을 때,Y1.1이

Y1.6보다 높았는데 산소의 공공이 많아질수록 결함에 의한 럭스 피닝 효과가

증가해서 Jc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큰 단결정 Y123 도체에서 산소 확산을 이해하기 하여,포정

온도를 통한 여러 냉각 속도에 따라 종자결정성장법으로 Y1.1과 Y1.6샘 을

제작하 다.단결정의 크기는 Y123결정의 핵생성과 성장 활동에 련된 냉각

속도에 의존했다.Y1.6샘 은 Y1.1샘 과 비교하 을 때 높은 Tc를 나타냈다.77

K에서 Y1.1샘 의 Jc값은 산소 결함에 의해 가능한 럭스 피닝 때문에 Y1.6

샘 보다 더 높았다.

그림 26.종자결정성장법의 평면도



- 60 -

그림 27.용융 열처리의 스

(a) (b)

그림 28.종자결정성장법으로 제작한 단결정의 (a)성장 길이와 (b)성장률

그림 29.종자결정성장법으로 제작한 Y1.1과 Y1.6의 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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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Y1.1과 Y1.6단결정의 산소 열처리 후 X-ray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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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h의 냉각속도를 가진 종자결정성장법으로 제작한 Y1.1과 Y1.6의

외부- 간-내부의 (a) 도 온도와 (b)임계 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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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집합조직/거시 이방성 측정 측 평가시스템

확립

1.소성 변형시 거시 변형집합조직 변화 측정 측 평가 산모사 시스템

개발

HCP결정구조를 가지는 벌크상태의 Mg합 의 경우 거시 이방성을 측

하기 한 연구는 최근 Mg합 의 용분야가 확 되면서 연구가 집 되고 있는 실

정이다.거시 이방성의 표 인 특징은 시편좌표계인 RD(rollingdirection),TD

(transversedirection),ND(normaldirection)을 기 으로 기 시편의 길이에 비해

변형량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이다.이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벌크상태의 AZ31(3%Al-1%Zn)Mg합 을 이용하여 일축압축

실험을 수행하여 거시 이방성을 실험 으로 측정하 다.압축축 (compression

axis,CA)은 두 방향을 선택하여 거시 이방성 거시 물성에 미치는 하 방향

( 는 기집합조직)의 향을 고찰하고자 하 다.

거시 이방성을 이론 으로 측하기 해 일축압축 실험을 CA//RD,CA//ND

로 각각 진행한 후 성자회 을 이용하여 거시 집합조직을 측정하 다.다결정 벌

크재료의 거시 이방성을 측하기 한 모델로 미소역학에 기 한 visco-plastic

self-consistent(VPSC)다결정모델을 이용하 다.그림 32은 일축압축실험을 수행

하기 한 시편방향 실험 결과를 보여 다.CA//ND의 시편의 경우 CA//RD시

편의 경우보다 소성변형이 은 경우 가공경화속도가 큼을 알 수 있다.

그림.32.Truestrainvs.truestresscurvesforspecimenssubjectedtouniaxial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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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Relativeactivitiesofthefourdeformationmodesduringuniaxial

compression

Mg합 의 경우 가공경화특성이 일축하 방향에 크게 의존하는 성질을 이론

으로 고찰하기 해 VPSC다결정모델을 이용하여 슬립 정계의 상 활동도

(relativeactivity)를 계산하 다.그림 33는 CA//RD,CA//ND 두 조건에 한 유

효변형률 (effectivestrain)의 함수로 각 슬립 정계의 상 활동도를 계산한 결

과를 보여 다.CA//RD시편의 경우 기에는 정계와 basal계의 작동이 지배 이

지만 유효변형률이 증가할수록 정의 작동은 격하게 어들고 pyramidal계의 작

동이 격하게 증가했다.CA//ND시편의 경우에는 유효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에 pyramidal계 basal계의 작동이 변동 없이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이상의

계산 결과로부터 CA//RD시편의 변형 기에 느린 가공경화특성은 정계의 작동

과 련이 있으며,CA//ND시편의 빠른 가공경화 특성은 pyramidal계의 작동과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34은 VPSC다결정모델을 이용하여 Mg합 의 일

축압축 시 가공경화 거동을 이론 으로 측한 결과를 보여 다.슬립 정계를

이용하여 일축압축 시 비 칭 항복거동을 이론 으로 측할 수 있었다.

그림 35는 일축압축 실험을 수행한 후 시편좌표계에 한 상 변형률의 비를

실험 으로 측정한 결과와 VPSC 다결정모델을 이용하여 이론 으로 측한 결과

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CA//RD,CA//ND시편 모두 압축 후 원형에서 타원형

으로 형상의 변화가 찰되었으며 타원의 축비는 일축압축 방향에 크게 의존하

다.CA//RD시편의 경우 낮은 유효변형률에서 거시 이방성이 컸으며,소성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이방성이 감소하고 등방성의 거동으로 수렴하 다.한편,CA//ND

시편의 경우소성변형 기부터 소성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거의 등방성에 가까운 거

시 이방성을 보 다.VPSC다결정모델은 유효변형률의 함수로 각 일축압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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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거시 이방성을 실험 으로 측정오차를 고려하면 이론 으로 비교 정확

하게 측함을 확인하 다.이 연구결과로 개발된 로그램은 향후 다양한 기 집

합조직 다양한 하 조건에 한 다양한 벌크시편의 거시 이방성 물성을

측하는데 활용이 확 될 것으로 상된다.

그림.34.Experimentalandsimulateduniaxialcompressioncurves.

그림.35.Evolutionofmacroscopicstrainratiosduringuniaxialcompression

2.소성 변형시 거시 이방성 측정 측 평가 산모사 시스템 개발

가.Visco-PlasticSelfConsistent(VPSC)다결정 소성모델

AZ31Mg합 의 인장 압축시 소성변형에 따른 집합조직 거시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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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론 으로 측하기 해 VPSC 다결정 모델을 이용하 다.완 구속의

Taylor모델과는 달리 VPSC모델은 이웃결정립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변형 정의 향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슬립계의 단속도(s)는

powerlaw에 의한 단분해응력()과 계있는

,아래의 viscoplaticlaw으로 표

할 수 있다.

  



 


 


 

 


(1)

여기서 m은 속도민감도 계수를 의미한다.



와 


는 각각 기 단속도 임계분

해 단응력을 나타낸다.

슬립계의 self와 latenthardening은 기 단응력 

에 의해 고려할 수 있으며,다

음의 식으로 정의된다.







       






(2)

여기서 n은 슬립/ 정계의 총수이고, 는 (n×n)의 hardening행렬이다.AZ31Mg

합 의 집합조직 물성을 측하기 하여 4개의 슬립계와 1개의 정계를 고려

하 으며,그림 36에 나타내었다.

>< 0211}0001{ 00}1{1 >< 0211 00}1{1 2}1{10 >< 01112}2{11 >< 2311>< 0211

(a) (b) (c) (d) (e)

그림 36.HCP구조의 슬립계와 정계;(a)Basal<a>,(b)prismatic<a>,(c)

pyramidal<a>,(d)pyramidal<c+a>slipsystem and(e)tensiletwinin

systemsforHCPmaterials.

소성변형시 정 reorientation을 고려하기 하여 predominant twin

reorientation(PTR)scheme을 VPSC다결정 모델에 용하 다.PTRscheme은 각

각의 정계(t)에 향을 미치는 단변형 을 tracking이 필요하고,각각의 결정

립(g)의 내부의 체 분율   와 연 이 있다.모든 결정립과 모든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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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더하여 측정이 된 정 분율( mod
)은 다음의 식으로부터 개개의 정모드

를 획득하여 구할 수 있다.

 mod





  (3)

나.실험 결과

(1)인장 압축실험

AZ31Mg합 의 집합조직을 측하기 하여 기 두께가 0.8mm,평균

결정립 크기가 3.42㎛를 가진 열간압연된 재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인장

실험을 해 압연방향(RD)으로부터 0°,90°의 방향으로 ASTM standardB557M-94

규격의 인장시편을 200℃에서 변형률을 0.1/sec로 인장실험을 진행하 다.VPSC를

이용하여 집합조직 거시 이방성을 측하기 하여 성자회 X선 회

을 이용하여 거시집합조직을 분석하여 기 데이터를 확보하 다(그림 37).

그림 37.Experimentalpolefigures(stereographicprojection)ofas-rolledAZ31

alloysheet.

그림 38은 진변형율을 0.11로 하여 (a)TA//RD와 (b)TA//TD는 실험으로

찰한 결과이고,(c)CA//RD와 (d)CA//TD는 문헌에서 발췌한 집합조직의 결과

이다.TD방향으로 일축인장을 하 을 경우,(0002)극 도는 거의 변하지 않으나

의 안정 방 로 향을 미치고, 칭으로 분배되어 있는 기 집합조직이 ND

를 심으로 six-fold의 칭 인 집합조직으로 바 게 된다.일축압축 후, (0002)

극 도를 찰하면 (c)와 (d)와 같이 압축방향으로 c-축이 회 되는 것을 문헌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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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MeasuredpolefiguresandODFsectionsforAZ31Mgalloysheets

deformedtoatruestrainof0.11(Noconsiderationoftwin

reorientation);uniaxialcompressiondatareportedinref.[Jainand

Agnew,MSEA,2007,462,p29].(a)TA//RD (b)TA//TD(c)CA//RD(d)

CA//TD

(2) 정을 고려하지 않은 VPSC다결정 모델을 이용한 산모사

그림 39는 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변형율을 0.11로 하여 (a)TA//RD와 (b)

TA//TD,(c)CA//RD와 (d)CA//TD시편의 집합조직을 측한 결과이다.AZ31

Mg 재의 일축 인장실험을 산모사 한 결과 (a)와 (b)와 같이 실험결과와 거의 유

사하게 측할 수 있었다.그러나 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축 압축실험을 산모사

한 경우 실험결과와는 다르게 측이 되었다.

그림 39.SimulatedpolefiguresforAZ31Mgalloysheetsdeformedtoatrue

strainof0.11(Noconsiderationoftwinreorientation).(a)TA//RD

(b)TA//TD(c)CA//RD(d)CA//TD

(3) 정을 고려한 VPSC다결정 소성모델을 이용한 산모사

그림 40은 정을 고려하여 진변형율을 0.11로 하여 (a)TA//RD와 (b)

TA//TD,(c)CA//RD와 (d)CA//TD시편의 집합조직을 VPSC모델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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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한 결과이다.TA//RD와 TA//TD의 경우 정을 고려하지 않고 측한 결과와

실험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슷한 집합조직을 측할 수 있었다.그러나 CA//RD와

CA//TD의 경우 그림 38처럼 문헌에서 발췌한 집합조직과 유사한 결과를 측할

수 있었다.일축압축 후,VPSC다결정 모델을 이용하여 정을 고려하여 AZ31Mg

합 의 집합조직을 측한 결과 ND를 심으로 c-축을 하 방향으로 회 한 것을

측할 수 있었다.

그림 40.SimulatedpolefiguresandforAZ31Mgalloysheetsdeformedtoa

truestrainof0.11(Considerationoftwinreorientation).(a)TA//RD

(b)TA//TD(c)CA//RD(d)CA//TD

그림 41은 VPSC다결정 모델을 이용하여 진변형율이 증가할수록 정분율의

거동을 나타낸 결과이다. 정분율의 발달은 하 방향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고,이

러한 결과는 인장 정의 상 인 활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그리고 0.04의 임계변

형률까지 정분율은 바 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Evolutionoftwinvolumefractionduringuniaxial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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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SC다결정 모델을 이용하여 r-value를 측한 결과를 그림 42에 나타내었

다.TA//RD와 TA//TD의 경우 하 방향에 상 없이 r-value의 값은 진변형율이

증가할수록 격하게 증가하 다.실험으로 측정한 r-value는 0.06,0.11,0.16의 진

변형율에서 마이크로미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실험 으로 측정한 결과와

측한 결과는 유사한 거동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CA//RD,CA//TD의 두 개의

시편은 변형 기에는 매우 강한 이방성을 찰할 수 있었고 정 reorientation의

임계 변형률까지 r-value는 바 지 않는다.진변형율이 증가할수록 r-value의 이방

성은 격히 감소하게 되고,문헌에서 나온바와 같이 실험 으로 측정한 r-value와

유사하게 측할 수 있었다.

그림 42.EvolutionofR-valueduringuniaxialdeformationandexperimentally

measuredR-valueforanAZ31Mgalloysheet(Considerationoftwin

reorientation)(a)uniaxialtension(b)uniaxialcompression

3.일축인장의 탄성-소성변형 거동 물성 연구

면심입방형(fcc)결정구조를 갖는 철강소재는 소성변형 시 재료의 합 조성,시

험조건(온도,변형속도)에 따라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변형 정,교차슬립 등

다양한 변형모드를 나타낸다.이 오스테나이트에서 마르텐사이트로의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를 이용한 TRIP(TRansformation-InducedPlasticity)강과 소성

변형 형성된 변형 정을 효과 으로 활용하여 고강도-고연성 고정합을 구 한

TWIP(TWinning-InducedPlasticity)강이 표 이며, 재 여러 철강 선진국을

심으로 활발한 연구 철진행 에 있으며,상기된 fcc단상으로 구성된 오스테나이

트계 철강재료 이외에도 다양한 가공열처리 공정을 도입하여 페라이트,오스테나이

트,마르텐사이트 등 다상고정직을 기반으로 한 다상정직강이나 오스테나이트와 페

라이트의 2상으로 구성된 2상 스테인리스강의 경우도 고강도-고인성 확보를 한

변형 미세조직 제어 분석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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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철강재료의 변형 미세조직 해석에는 주로 SEM,EBSD,TEM 등의 자

미경을 이용한 균열개시/ , 구조 해석,미소 집합조직 분석 등과 련한 조

직학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이러한 정성 분석이외에 보다 거시 인 스 일

에서 정량 인 분석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본 연구는 고강도 철강소재의 변형 미세조직의 정량 해석을 해 fcc결정구

조를 갖는 오스테나이트계 철강재료의 합 원소,특히 침입형 원소 함량변화에 따

른 변형 미세조직 변화 찰 정량 해석,변형모드(TRIP-TWIP)변화에 향

을 미치는 층결함에 지 해석,탄성 역에서의 diffractionelasticconstant결정

등의 목 을 가지고 있으며,2상 혹은 다상조직강의 In-situ변형시 구성상 간의

phasestress/strain측정,탄성-소성 역에서의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변형거동

해석,각 상의 부피분율 변화가 변형거동에 미치는 향 해석 기술을 개발 에 있

다.

4.소성변형시 내부 축 변형 에 지 측정 분석법 개발

냉간 압연 후 완 하게 재결정된 재료의 경우 결정학 집합조직은 재료의 거시

이방성을 결정짓는 요한 속학 인자이다.지 까지 연구자들은 다결정재료

의 거시 이방성을 최 화하기 해 많은 연구를 수행해왔다.특히 냉간 압연과

재결정공정 과정에서 재료의 미세조직의 발달을 이해하기 해 많은 실험 모델

링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다양한 Scale에서 수행되어져 왔다.변형된 시편 내부에 존

재하는 아결정립의 축 에 지는 정 재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속학 인자로 잘

알려져 왔으며,냉간 변형된 다결정재료의 방 의존성 축 에 지를 평가하기

해 많은 실험 이론 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다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료의 내부 축 에 지를 분석하기 해서는 식 (1)

과 같이 결정립간의 상호 계를 고려해야 한다.

(1)

여기서 S는 축 에 지를 의미하며,내부 축 에 지는 각 결정립의 Eulerangle

과 이웃하는 결정립의 함수이다.일반 으로 각 결정립의 방 이웃하는 결정립

의 분포는 재료의 화학 조성과 열 기계 인 이력에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결정 재료의 내부 축 에 지를 이론 으로 분석하기 한 다결정

모델로는 Taylor모델과 Visco-PlasticSelf-Consistent(VPSC)다결정모델,Crystal

PlasticityFiniteElementMethod(CPFEM)등이 있다. 한,X-선 회 , 성자 회

,EBSD,TEM을 이용하여 실험 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terstitialFree(IF)강의 소성변형 시 재료 내부 축 에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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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회 의 선퍼짐(Linebroadening)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로그램을 개발

하고자 하 다.

기 두께가 3mm인 열간 압연된 IF강을 80%의 압하율로 냉간 압연을 수행하

다. 성자 회 을 이용하여 실험 으로 내부 축 에 지를 분석하기 해 냉간 압

연을 수행한 IF강 재를 그림 43과 같이 가로×세로×높이를 각각 10×10×10mm의

정사각형의 시편으로 층하여 비하 다. 성자 4축 회 장치를 이용하여 (110),

(200),(211)의 불완 극 도를 측정 후,WIMV(Willliam,Imhof,Matthies,and

Vinel)방법을 이용하여 3차원 방 분포함수 (ODF: Orientation distribution

function)를 계산하 다.

Fig.43Samplepreparationforneutronmeasurementof80% coldrolledIFsteel

냉간 압연을 수행한 IF강 재의 집합조직은 부분 균일하지만, 재의 표면에

서 5～10%의 역에서 불균일한 역으로 존재하게 된다.따라서 성자회 을 이

용하여 측정을 하면 시편 체에 걸쳐 평균값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산

란된 빔은 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결정립들로부터 평균 정보를 제공한다.

Kallend와 Huang에 따르면,오일러 각도   로 나타내는 방 의 결정립 내에

축 된 에 지는    이다.Jth 산란 벡터 에 한 계산된 에 지의

값은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p는 산란벡터에 해서 2π만큼 회 에 상응하는 오일러 공간을 통과하는 경

로를 나타내고, 는 방 분포함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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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분포함수와 극 도  는 식 (3)과 련이 있다.

 
 

  (3)

식 (3)을 식 (2)에 입하여 정리하면

 
 

  (4)

식 (4)의 Ej와 qj의 양은 측정 가능한 값들이다.표 차를 사용함으로써

  의 계산이 가능하다.마지막으로 변수로 알려진 방 분포함수

 를 계산하 다.

선퍼짐은 그림 44와 같이 포인트 사이의 간격을 5°의 간격으로 극 으로부터 측

정을 하 다.

Fig.44Locationofpolefigureatwhichneutronlinebroadeningmeasurement

weremade

모든 측정은 30-elementmultidetectorarray와 0.08°의 간격 detertor를 사용하여 측

정하 고,게르마늄 결정을 사용하여 열 성자들의 필요한 장을 확보하 다.

유효 퍼짐(B)은 식 (5)로부터 구할 수 있다.

  


 (5)

여기서 Bc와 Ba는 각각 변형을 수반한 상태와 열처리 후의 유효 퍼짐의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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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변형(Δd/d)은 식 (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an


(6)

축 에 지 는 식 (7)과 같이 StibitzFormula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

다.

  







(7)

여기서 Yhkl과 νhkl은 탄성계수와 와송비에 의존한다.냉간 압연된 시편과 열처된

시편이 동일한 시편인 경우 근사한 내부 축 에 지를 표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축 에 지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은 calorimetric데이터를 기 로 한다.이 방법

으로 측정 시, 도는 격하게 감소하고 측정된 열에 지는 소멸된 의 에

지로 표 가능하다.한편, 성자회 방식에 비해 축 에 지의 값이 열배는

높게 계산된다는 알려져 있다.

Fig.45SectionofODFof80% coldrolledIFsteelforconstantφ2

그림 45는 압하율 80%로 냉간 압연을 수행한 IF강에 한 방 분포함수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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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alpha(RD//<110>) γ-fiber(ND//<111>)가 강하게 발달한 형 인

냉간압연 집합조직으로 분석되었다.실제 미시집합조직은 각 결정립에서 불균일변

형에 의해 불균일 결정방 를 갖게 되고,결과 으로 분균일 내부 축 에 지를 갖

게 된다. 기에 갖은 결정방 를 갖는 결정립일 경우에도,인 한 결정립의 방 가

상이한 경우에는 내부 축 에 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성자회 을 이용한

방법은 이런 다양한 내부 축 에 지의 분포를 Euler공간에서 방 도함수 역

에 나타냄으로써 냉간 압연된 시편에 평균 내부 축 에 지를 표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향후에는 다양한 합 계 상이한 압하율을 용하여 내부 축

에 지에 미치는 합 원소 압하율의 향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림 46은 압하율 80%로 냉간 압연을 수행한 IF강의 내부 축 에 지의 결과를

보여 다. 성자회 실험을 이용하여 분석한 극 도로부터 이론 으로 계산한 결

과를 방 분포함수 공간상에 나타내었다.압하율 80%로 냉간 압연된 IF강은 γ

-fiber가 발달한 역에서 축 에 지가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alpha-fiber는 상

으로 낮은 내부 축 에 지를 갖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φ1=10°,Φ=50°,φ

2=60°의 역에서 가장 높은 축 에 지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높은 내

부 축 에 지를 갖는 γ-fiber내에서도 불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Fig.46Distributionofpredictedstoredenergyasafunctionoforientationinthe

φ2=45°section

내부 축 에 지를 표 하기 해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TaylorFactorMap을 이용한 것이다.그 경우에는 γ-fiber는 거의 일정한 값의 내



- 75 -

부 축 에 지를 갖게 해석되는데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

다.TaylorFactorMap은 이웃되는데 결정립간의 상호작용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가져 왔다.내부 축 에 지가 소둔시에 정

재결정의 구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IF강의 재결정 기에 핵의 발생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그램을 이용하여 EBSD와 같

은 작은 Scale에서의 분석기법과 병행하여 사용하면 IF강의 기 재결정 거동을 보

다 효과 으로 이해하고,강 의 성형성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기 해 미세조직을

제어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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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잔류응력 측정,분석법 확립

1.잔류응력 측정 장치 개선 구축

가.측정 장치 개발 설치 분석 로그램 개발

본 과제를 진행하기 이 의 하나로 ST1수평공에 설치되어 있는 잔류응력

측정 장치의 시료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약 90cm로서 빔 심까지 거리 110cm

와 약 20c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림 47참조).즉 시료 에 X-Y 시료

이송 가 설치되면 최 약 10cm 인 시편까지 측정할 수 있어,산업체에서 요구하

는 잔류응력 측정 시료(최 직경 약 150cm 이상인 강 )를 측정할 수 없었다.따

라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업시료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료 ,단색화 장치,제

어장치 등을 연차 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1단계에서는 (1)시료 높

이를 약 65cm로 낮추는 수정된 시료 의 상세 설계를 수행하고 제작 구매 후 설치

완료하 고,(그림 48 참조), (2) 소한 공간에서 굽힘 단색화기 (bending

monochrometor)를 이용하여 정상상태의 빔 세기 peak형태를 얻어 내는 기술을

개발 하고,(3)모터 제어장치 제작/설치 검출기 계측 장비를 구매,설치함으로써

자동화된 측정 장치로 잔류응력을 측정할 있는 모드를 구축하 다 (그림 49참조).

이는 시험편 크기 비 공간 활용율을 225%로 증 시킨 장비의 개선 성과이다.

한 실험 목 에 따라 시료 에 1축 인장 In-situ측정 장치,4축 방 선택

In-situ인장 장치 등을 설치하여 산업구조 재료의 탄성-소성 거동을 연구할 수 있

도록 하 으며,잔류응력 시편도 산업체가 요구하는 부분의 산업 시료의 크기를

수용할 수 있는 (최 높이 70cm 까지)규모로 측정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

선하 다.

그림 47.이 ST1수평공 잔류응력 장치:(a)장비 체 (b)기존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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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료 높이를 약 65cm로 낮추어 공간 활용율 225%로 증

l 산업용 시료의 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 70cm 크기의 시험편 수

용가능

l 굽힘 단색화기에 의한 잔류응력 측정 장치 개발 (Si1.3mm 두께 120

micrometer굽힘 조건)

l 모터 제어장치 검출기 계측장비 설치 자동화

l 검출된 peak의 가시화 분석을 한 자체 측정 로그램 개발

(Coinonia,그림 50참조)

그림 48.새로운 ST1수평공의 잔류응력 장치:(a)설치 (b)설치 후 (c)설치후

( 체)

그림 49.개선된 잔류응력 장치의 각 부분:(a)새로운 시료 ,(b)단색화 장치,(c)

이 시편 치 결정 시스템,(d)계측/모터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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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개발된 회 peak측정 로그램 (Coinoniav.2.3.2)에 의한 측정 시간에

따른 stainlesssteel표 시험편의 (220)peak검출

나.상시 측정 상태 구축 측정 실험

잔류응력은 용 ,기계가공,소성가공 등의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부품의 사

용과정에서도 발생하며 정하 는 피로하 과 같은 외부 하 과 첩되어 부품의

변형과 괴에 향을 미친다.이러한 이유로 잔류응력의 측정 분석은 재료의

수명 측과 직결되는 요한 정보이다.열처리에 의한 잔류응력은 일반 으로 고

온에서 열처리한 후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그 외 용 부에서 발생

되는 열에 의한 것,부품의 사용 마찰 등의 열응력에 의한 것 등 다양하다.특히

고온 열처리 후 냉각시 발생되는 잔류응력은 재료의 특성과 열처리 온도/가공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며 부품이 실제 사용되는 환경에서 재료 내부에 존재하는 잔류응

력으로 물리 반응에 향을 미치게 된다.이는 손으로 공학 부품 설비의

수명에 향을 미치게 됨으로,잔류응력의 존재와 부품 내부의 치에 따른 그 크

기 분포 등 가능한 비 괴 방법으로 알고 싶어 한다.이는 부품이 노화될 수 록

더 요한 부분이다.따라서 부품의 수명을 연장하기 해서는 재료의 가공 과정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잔류응력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잔류응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필수 이다.

이 게 재료의 필연 인 물리 ,기계 성능 하 요소인 잔류응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일은 매우 요한 일이다.다양한 시험편을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

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항상 비된 측정 설비의 상태 하에서 동일한 실험조건

으로 평가하여야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따라서 1단계 해당 연도에서는 (1)

상시 측정상태를 구축하고,(2)잔류응력 측정 순서 방법을 구체화 하 으며 (그

림 51참조),(3)다음과 같이 3가지의 주요 잔류응력 측정 시험을 실시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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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장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극 화 하고 추가로 개선,보완할 부분들을 검하

다 (그림 52참조).

l 열처리 공정에 따른 자동차용 이크 디스크의 잔류응력 측정:디스크

형 열처리 구조물에 한 측정 기술 습득 (고려 석사 과정 학생의 졸

업논문)

l 소성 변형된 원자로용 이 의 잔류응력의 측정:스테인 스 이 에

굽힘 변형을 주고 이에 따른 잔류응력의 측정하여 형 (약 70cm 길이)

크기 구조물의 측정 기술을 습득함 (충남 석사 학연과정 학생의 졸업

논문)

l 소성 변형 가공된 시료 (ECAP,EqualChannelAngularPressing)의

내부 잔류응력 측정

72

그림 51.잔류응력 측정 기반 기술 구축:측정 순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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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잔류응력 측정 실험:(a)각종 열처리된 디스크 부품,(b)굽힘 변형된

스테인 스 이 ,(c) 소성 가공된 미세립자 Cu재료

2.잔류응력 변형 측 평가 시스템 확립

가. 산 모사 기 기술 개발:ECAP시험편 결과

일반 으로 재료의 잔류응력을 측정 분석하고 한 산 모사법을 이용하여

해석하면 효과 으로 재료의 변형 수명을 측할 수 있다.가공에 의한 변형

잔류응력은 기존의 유한요소 해석법으로 모사가능하며 여러 로그램들이 이용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열처리 가공 에 발생하는 잔류응력을 해석하는데 효과

인 산 모사 개발을 해,ECAP(EqualChannelAngularPressing)가공한 시료에

해 유한요소해석법으로 잔류응력 분포를 측하고 성자 회 을 이용하여 잔류

응력을 측정하 다.

최근 ECAP(EqualChannelAngularPressing)공정에 의한 결정립미세화는 첨

단 구조 재료의 기계 ,물리 성능을 극 화하여 미세 결정립재료 개발의 획기

인 새로운 공정으로 많은 심이 집 되어지고 있다 (그림 53참조).ECAP공정

은 시편크기의 제약이 없는 동시에 많은 변형량을 수 있는 가공이며 한 재료

의 가공 후의 단면 변화가 없으며 변형률을 제어할 수 있는 큰 장 이 있는 공

정이다.따라서 ECAP공정에 의해 여러 번 반복 가공된 재료는 극도의 결정립의

미세화가 발생되며 이는 재료의 강도가 매우 증 시키게 된다(그림 5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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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ECAP(a)공정개요,(b)die형상 (c)가공된 시편

그림 54. ECAP 시행 수에  미 직 변  

그림 55(a)는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하여 ECAP가공 시 발생하는 잔류응력을

산 모사한 결과의 한 를 보여주며,그 시료 입력 정보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l 입력 정보 :geometry:10x10x50mm
3
,material:Al1100strain rate

insensitive,somestrainhardening,frictionfactorm=0.1,elasto-plastic

model.

l 계산 결과 : 기 mesh& deformedmesh:strainhardening으로 인한

cornergap이 발생하며,Upperdie와 punch를 들어 올린 unloading으로

인한 형상의 변화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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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잔류응력 분석 측정:(a)유한 요소 해석법 (b) 성자 회 법

성자 회 을 이용하여 ECAP으로 가공한 Cu의 잔류응력 분포를 측정하여 그

표 인 성자 회 상을 그림 55(b)에 나타내었다. 성자 회 측정은

plane(top-middle-bottom)별로 XY,YZ,XZ방향으로 나 어 시행하 다.그림 56

은 각 plane별 응력분포이다.ECAP가공 한 시료의 앞부분을 head라 하고 뒷부분을

tail이라 한다.그림 56의 응력 분포도를 살펴보면 상 으로 head는 압축잔류응력

을 tail부분은 인장잔류응력을 보인다.이는 ECAP가공시 형 으로 미세하게 발

생하는 banana 상으로,head부분의 압축잔류응력이 release되면서 topplane쪽으

로 휘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이와 같은 결과는 산모사 시에 입력 데이터로 활

용함으로써 산모사법에 의한 공정 측을 수행하는데 오차를 일 수 있다.

그림 56. 성자 회 법으로 측정한 Cu시료의 plane별 잔류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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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처리 가공 부품의 잔류응력 변형 측 산모사 기술개발

원자력 산업의 주요 노내 구조물은 SUS304 는 316의 오스테나이트계 스

테인 스강으로 만들어지며,강도나 열응력 책이 요구되는 부품들은 합 첨가량

이 많은 스테인 스강(XM-19)이나 인코넬 X750등이 사용되고 있다.원자력 발

소 안 내부 을 살펴보면 스테인 스 이 (pipe)가 많이 사용되고,주로 연료나

윤활유,공기 등의 통로가 되는 배 역할을 한다.이러한 이 류의 제조 공정은

원소재를 압출의 방법으로 생산하지만 최종 인 제품이 되기 해서는 동장 굽

힘 작업한다. 이 의 굽힘 작업은 수동 인 경우에는 굽힘 지그에 하 는 변

를 주어 작업하고 있고,이런 과정에서 이 는 소성변형(plasticdeformation)에

의한 잔류응력(residualstress)이 생성되며,이 잔류응력은 피로에 의하여 단 되

는 상(fatiguefailure)을 유발 시키는 원인이 된다. 한 여러 곳에서의 이 의

단면의 편평률 등은 이 내부에 흐르는 유체에 압력 항을 유발시켜 이 의

성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노심 재료로 사용되는 SUS304심리스(seamless) 이

의 밴딩(bending)곡률에 따른 잔류응력 분포를 측정하고 산 모사함으로써,굽힘

변형에 따른 잔류응력 변형 거동 등에 한 측기술을 확립하고자 한다.그림

57(a)는 시편 비를 해 굽힘 변형된 SUS304 이 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때

굽힘 곡률산 R=250,500,750mm)을 달리하여 굽힘 곡률에 따른 잔류 응력값의

계식을 유도하고자 하 다. 이 형태의 시험편은 기존의 상 형태와 다른 잔

류응력 방향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그림 57(b)는 이 형 시험편의 3축 주응력

방향 측정을 해 성자 빔의 입사와 회 시 측정되는 응력방향에 한 이해를 돕

기 한 개략도를 보인 것을 해 그림 52 계식에서 이미 보인바와 같이 이

형 시험편을 특수 제작된 설치 치구에 안착하고 이를 시험 에 부착하여 3방향에

따라 회 하면서 3축 설치 치구에 성자 회 법으로 측정하 다.먼 그림 58(a)

의 경우는 굽힘 곡률반경 (R)이 500mm인 경우에 3측정 지 에 따른 3축 설치 응

력 값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이때 3축은 이 축 방향 (axialdirection),반지

름 방향 (radialdirection),원주 방향 (hoopdirection)이다.축방향의 잔류응력이 다

른 두 방향보다 더욱 변화가 심함을 보여주며, 이 의 외면 (01,O2,O3)이 내면

(I1,I2,I3)보다 더욱 인장응력이 분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한편,그림 58(b)의

경우는 곡률 반경에 따른 최 잔류응력 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곡률 반경에

따라 약 50MPa의 응력 값이 변동됨을 알 수 있으며 이 외부가 더 큰 인장 잔

류응력을 분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잔류응력의 분포를 이론 으로 산모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그림 59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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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하 다.그림 59(a)는 굽힘 변형 의 축 방향 응력상태이며 (b)는 최 로 굽힘

변형을 주었을 때의 응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심사인 잔류응력은 이러한 굽힘

변형을 한 힘을 모두 제거한 상태,즉,굽힘 치구를 제거하고 힘이 풀린 상태에

재료에 남아 있는 응력의 분포를 그림 59(c)에서 보여주고 있다.그 잔류응력 값이

약 80MPa로 이는 산모사에서 측한 값 (～70MPa)과 유사하다.이와 같이 잔

류응력 변형 측 평가 산모사 시스템 구축되었으며 태동된 기술의 발 을

해서, 를 들면 앞으로 다양한 시험편 형상과 가공환경을 모사하기 해,꾸 한

노력과 연구가 더욱 요망된다.

l 굽힘 소성 변형된 스테인 스 이 재료의 잔류응력 측정법 개발

l 굽힘 곡률과 발생된 잔류응력간의 상 계를 연구함

l 변형에 따른 잔류응력 분포를 산모사 하고 약 70MPa의 최 인장응

력이 실험값과 비교함

그림 57.굽힘 변형된 스테인 스 이 의 잔류응력 측정시험:(a)굽힘 시험편의

비 성자 측정 치,(b) 이 형태 구조물의 3축 주인장 방향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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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성자 회 법에 의한 삼축 주인장 (principal)방향의 잔류응력 측정값:

(a)굽힘 곡률이 500mm 인 경우 (R=500mm),(b)굽힘 곡률에 따른

이 외부 의 값 변화

(b)(a) (c)(b)(a) (c)

그림 59.유한요소법에 의한 축방향 (axialdirection)의 잔류응력의 시뮬 이션

모델링:(a)굽힘 변형 (0MPa),(b)최 굽힘 시 (110MPa인장),

(c)변형 힘 제거한 시 (~80MPa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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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SANS에 의한 나노 석출물/기공 구조 분석 평가

법 개발

1.미량 첨가 원소에 따른 석출물 거동 분석

가.나노 석출물의 자기산란 향 측정

Ti 보론 첨가(13ppm) 무첨가 탄소강(0.018wt% C)을 각각 다른

온도에서 열간 압연하여 제작한 열연 시편에 하여 극미세 석출물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하여 SANS패턴을 측정하여 극미세 석출물의 자기산란 효과를 분석하9

다.그림 60은 0.8Tesla로 자기장을 인가했을 때(왼쪽그림)와 인가하지 않았을

때(오른쪽 그림)측정된 2차원 SANS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그림에서와 같이

자기장을 인가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SANS스펙트럼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이것으로 부터 석출물 평가에 자기산란의 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그림

61은 보론 첨가 열간 압연 온도 조건에 따른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변환하

여 나타낸 것으로 directmodelfitting법을 이용하여 석출물의 크기,부피 분산

을 정량 으로 평가하 다.

그림 60. SANS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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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 61.SANS1차원 데이터

나.나노 석출 거동 분석 기술개발

보론 첨가(20ppm) 열간압연 조건에 따른 탄소강(C=0.02wt%)시편내

의 극미세 석출물을 정량 으로 평가하 다.그림 62는 보론 첨가(BA) 미 첨가

(BF)강에서의 압연 온도에 따른 인장 강도(yieldstrength) 균일 연신(uniform

elongation)을 보인 것으로,보론을 첨가한 경우에 압연 온도 890oC이상에서 인장

강도가 격히 어들고,균일 연신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

에 한 석출물의 향을 평가하 다.

그림 63은 보론 첨가(BA) 미 첨가(BF)강에서 시료에 1.0Tesla로 자기장을

인가했을 때 측정된 2차원 SANS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으며,자기장과 평행 방향

(핵산란)의 산란강도와 수직방향(핵산란+자기산란)의 산란 강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64는 자기산란을 효과를 찰하기 해서 핵산란과 자

기산란+핵산란의 산란강도를 1차원 SANS스펙트럼으로 보인 것이다.Q>0.4nm-1

역에서 자기산란 효과는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즉 석출물의 크기가 20nm

이하인 석출물들은 자기산란의 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그림 65는 보론 첨

가 열간 압연 온도 조건에 따른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변환하여 나타낸 것

으로 directmodelfitting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SANS스펙트럼으로 실험치와 계산

치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그림 66은 의 fitting법으로 계산한 석출물의 크기

부피를 정량 으로 평가한 그림으로 보론이 첨가되면서 극미세 MnS석출물 주

에 BN 층이 층하게 되어 석출물의 크기가 커지고,부피도 커지는 상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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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그러나 압연온도에 따라서 MnS+BN의 석출물의 부피는 크게 변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그림 62에서 나타난 고온에서의 인장강도가 하되는

상은 보론을 첨가하면서 고온에서 Fe3(C,B)세멘타이트 석출물이 격히 생성됨(그

림 67참고)에 따라 기지내의 고용탄소가 하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즉 탄

소강에서 보론을 첨가하는 경우에도 기지의 고용원소를 정화하여 연신율을 증가시

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로 규명하 으며,이는 기존의 결과들과 다른 매우 요한

결과이다.

그림 62.압연조건에 따른 인장강도 균일연신

그림 63.자기장(T=1.0T)하의 SANS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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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자기 산란 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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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Directmodelfitting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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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Fe3(C,B)석출물 분포

다.소성변형에 따른 SANS패턴 이방성 연구

합 재내의 크고 작은 다양한 석출물은 부분 고온의 열간압연 과정에서

생성되며,나노 크기의 미세 석출물은 냉간압연 후 재결정 열처리 과정에서도 생성

는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부분의 연구에서는 열간압연 후와 재

결정 열처리 후에 SANS패턴을 측정하여 미세 석출물 변화를 연구하 다.그러나

몇몇 측정에서 냉간 압연한 시편(재결정 열처리 )의 SANS패턴이 열간압연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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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패턴과 다른 것을 확인하 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냉간압연시 발생하는

소성변형이 SANS패턴에 미치는 향에 심을 갖고 원인을 찾고자 하 다.

Ti가 첨가된 탄소강을 각각 30,50,70% 냉간압연한 후 SANS패턴을 측정하

여 냉간압연 (0%)과 비교하 다.2차원 SANS 패턴은 압하율이 증가함에 따라

차 타원 모양을 나타내었다(그림 68).가로축과 세로축을 기 으로 섹션 분할하여

그린 1차원 SANS패턴(그림 69)을 보면,압연방향(RD)으로는 냉간 압연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반면에 압연방향에 해 수직인 방향(TD)으로는 압

하율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Q 역에서 차 산란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이러한 결과는 기에 구형이었던 입자가 압하율이 증가함에 따라 한쪽 방향으

로 늘어나는 타원형태가 된다는 것을 말해 다.여기서 늘어나는 방향은 압연

방향에 수직인 방향이다.측정 역(Q)을 실제 크기로 환산하면 약 5～ 50nm에

해당한다.Ti첨가 탄소강에서 50nm 이하의 석출물은 주로 TiC이며,생성온도

는 약 900
o
C정도이다. 부분의 미세 석출물은 기지(matrix)보다 매우 단단하여 냉

간 압연시 변형되기는 어렵다.냉간압연에 따른 SANS패턴의 변화는 입자가 그

러져 타원이 된 것이 아닌 압연과 수직 방향으로 자라나서 타원형태가 된 결과이므

로,석출물이 압연에 의해 늘어난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냉간압연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도이다. 들은 변형 과정에서 슬립면을 따라 이동하

면서 입계에서 사라진다.그러나 도가 높아지면 미세 석출물이나 입계 주변

에 쌓여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압연방향으로 진행하던

들이 미세 석출물 주변에서 쌓이면서 차 TD방향으로 길어진 타원 형태를 형성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이때 의 배열 방향 이동 방향은 슬립면의 방

향과 련 있는데,bcc구조의 탄소강은 소성변형에 의해 (110)//RD 집합조직을

갖는다.따라서 소성 변형에 따른 의 이동방향은 잘 설명된다.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하여,70% 압연한 시편을 석출물에 향을 주지 않는 낮은 온도에서 열

처리 하여 SANS패턴의 변화를 찰하 다.그림 70에서와 같이 열처리 시간이 길

어짐에 따라 차 냉간압연 의 시편과 같은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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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냉간 압하율이 다른 탄소강 의 2차원 SANS패턴;CR0: 기시료,
CR30:30% 압연,CR50:50% 압연,CR70:70% 압연

그림 69.냉간 압하율이 다른 탄소강 의 2차원 SANS패턴;RD,TD방향에
한 section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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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70% 냉간압연한 시편의 열처리 시간에 따른 SANS패턴;CR0: 기시료,
CR70:70% 압연,CR70A:700oC5분 열처리,CR70AA:700oC1시간

열처리

2.보론분포 분석법 표 화

가.고탄소강 선재의 보론 분포 분석

성자와 보론의
0
B(n,α)

7
Li 반응을 이용한 PTA(Particle Tracking

Autoradiography)법은 1960년 반에 개발되어 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가장 오

래되고 리 이용되는 보론 분석법이다.PTA의 장 은 검출의 정 도가 ～1ppm

에 이르면서도 넓은 역의 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시편의 비가 비교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많은 시편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 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90년 반이후에 PTA를 이용한 보론 연구가 시작 되었으며,한국원

자력연구원에서 하나로의 성자원을 이용하여 스테인리스 철강에 한 연구를 진

행하 고 PTA기술을 확립한 상태이다[4,5].하지만 아직 PTA이용 연구는 기단

계로써 고탄소강 등 여러 합 재료에 용하기 한 연구와 보다 정확한 보론 분포

정량 분석을 한 측정조건 최 화가 필요한 상태이다.본 연구에서는 보론 함

량 열처리 조건 다른 여러 고탄소강의 보론 분포를 찰하 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약 0.5wt%의 탄소와 20,50,100ppm 보론이 첨가된 선

재로 직경이 10mm이다.열처리는 시료에 따라 1,000～ 1,100
o
C로 하 으며 각

온도에서 공기,오일,물 등으로 냉각조건을 다르게 하 다. 성자 조사는 하나로

의 노외 조사공을 이용하 으며, 성자 조사 후 시료에서 때어낸 검출기 필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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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H용액에서 에칭한 후 학 미경으로 찰하 다. 성자 조사 조건 검출

기 필름 에칭 조건 등을 조 함으로써 선명한 보론 분포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분

석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보론이 20ppm 첨가된 시료의 경우에는 주로 입계 편

석이 찰되었고,보론량이 증가되면서 다량의 큰 보론 석출물들이 입계에 분포

되어 있는 것이 찰되었다.열처리 조건에 따라서는,냉각속도가 늦을수록 보론

은 입계 편석으로 찰되었고,열처리 온도가 높고 냉각속도가 빠를수록 미세한 석

출물로 찰되었다. 한 1,000
o
C에서 열처리 시료에서는 비교 큰 보론 석출물들

이 찰되었으며 1,100
o
C 시료에서는 미세한 석출물들만 찰되었다. 로 아래의

그림 71～73에 1,000
o
C에서 1시간 열처리한 후 각각 공기,기름,물에서 냉각한 시

료의 보론 분포 사진 나타내었다.

나. 성자 조사 에칭 시간의 표 화

보론은 매우 가벼운 원소 하나로써 일반 인 속조직 조사방법으로는 보

론 보론 화합물의 분포를 조사하기 어려워 장에서 이들의 향을 정량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여러 가지 보론 분석법 X-선 자선 등을 이용한 분석

법들은 시편 표면의 국소부 만을 찰할 수 있으나, 성자와 보론의
0
B(n,α)

7
Li반

응을 이용한 PTA(ParticleTrackingAutoradiography)분석은 검출의 정 도가 ～1

ppm에 이르면서도 시료의 넓은 역에 한 찰이 가능하고 다른 분석기법에 비

하여 더 용이하게 근할 수 있다. 한 보론 분포 total보론 량에 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강 보론의 거동을 이해하는데 필수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국내에서는 90년 반이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에서 처음 PTA를

이용한 보론 연구가 시작 되었으며,하나로의 성자원을 이용하여 스테인리스 철

강에 한 연구를 진행하 고,PTA 기본 인 기술을 확립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년도에 이어서 PTA를 이용하여 보론 함량에 따른 연마 정도, 성자 조사시간,

검출기 필름의 에칭 시간을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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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고탄 강  보  포: 1000oC 열처리 후 공  냉각

그림 72. 고탄 강  보  포: 1000oC 열처리 후  냉각

그림 73. 고탄 강  보  포: 1000oC 열처리 후 물 냉각

8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보론 양이 각각 0,5,20,50,100ppm 첨가된 시료들이며,

연마 정도,조사시간,에칭시간에 따라서 보론 분포를 분석하 다.연마는 sand

paper#1200,2400과 1㎛ 알루미나 우더를 이용하 다.조사시간은 2,4,6시간으

로 나눴으며,이때의 열 성자 조사량은 각각 0.72X10
13
n/cm

2
,1.44X10

13
n/cm

2

과 2.16X10
13
n/cm

2
이다.조사는 하나로 노외 조사공(ENF)에서 수행하 다.에칭

시간은 7,9,11,14분으로 분류하 다.에칭은 55℃의 2.5N NaOH수용액을 이용하

다. 의 모든 보론의 분포는 이미지 분석 로그램인 TOMORO ScopeEye3.0

을 사용하여 찰하여 분석하 다.분석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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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른 보론 분포는 #1200에서는 보론 이외의 Eye물질이 함께 찰됨을 알

수 있었고,#2400과 1㎛ 알루미나 우더에서는 보론 분포를 깔끔하게 볼 수 있었

으며,두 연마정도의 차이에서는 보론 분포의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조사시간에

따른 보론 분포에서는 조사시간이 길수록 조사량이 많을수록 보론의 분포가 진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하지만,조사시간이 길다고 보론이 렷이 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연마 정도에 따라 조사시간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각 조사시간에 한 에칭시간의 변화는 각 보론 양에 따라 달라진 조사시간과

그에 맞는 필름의 에칭시간을 찾고자 하 다.에칭시간이 짧으면 보론의 분포가 잘

나타나지 않았고,길어지면 무 과에칭 되어서 보론 주변까지 함께 부식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로 아래의 그림 74는 20ppm 보론의 조사시간 변화에 따른 보론의

분포를 나타내었다(에칭 9분).그림 75는 표 으로 6시간 조사 후 에칭시간에 따

른 보론의 분포 나타내었다.에칭시간이 길어질수록 보론이 검고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에칭을 7분 한 사진은 보론이 찰되지 않은 모습이고,11분 이상의 에칭

은 보론과 함께 필름이 검게 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표 1은 보론강에서 보론 첨가량에 하여 다양한 조건의 실험을 통해

최 화된 조사시간과 에칭시간을 요약한 것이다.

(a) (b) (c)

그림 74.20ppm 보론 강의 조사시간 (a)2시간,(b)4시간 (c)6시간 후 9분

에칭한 학사진(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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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20ppm 보론 강의 조사시간 6시간 후 7,9,11,14분 에칭한

학사진(X100)

표 1.보론양에 한 조사시간과 에칭시간

         사시간 (hr)

보 양 (ppm)
2 4 6

5 11 11 9

20 11 9 9

50 9 7 7

100 9 7 7

다.PTA법을 이용한 탄소 보론강의 보론 분포 분석

재 여러 가지 합 소재의 개발 특성 개량을 하여 B첨가강에 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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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가 국내외 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강 에서 B은 냉각속도,열

처리온도,N,Al,Ti등의 첨가원소의 변화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하여 이에 한 충

분한 이해 없이는 B을 합 원소로서 신뢰성을 가지고 상용 강에 용하기는 어렵

다.특히 합 첨가강 B이 첨가된 탄소강은 연주 공정시 일반 탄소강에 비해

표면결함이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B첨가강의 표면결함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강 B의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 이라 하겠다.여러 가지

보론 분석법 다른 분석법들은 시편 표면의 국소부 만을 찰할 수 있으나 성

자 PTA법은 그 검출의 정 도가 1ppm에 이르면서도 학 미경을 통한 넓은 역

의 찰이 가능하고 다른 분석기법에 비하여 훨씬 더 용이하게 근할 수 있기 때

문에 강 보론의 분포에 해 상당히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 보론 분석법으로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PTA기법을 용

하여 표면결함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B첨가 탄소강에서의 보론 분포 분석을 실시

하 다.이러한 보론 분포 이미지와 고온 인장 실험을 통한 연성 데이터와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강 보론의 거동을 측하여 보았다.

고온연성 데이터로부터 B25N100강종은 냉각속도가 1℃/일때 보다 20℃/s일 경

우에 850-950℃의 넓은 온도 범 에 걸쳐 고온 연성 값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러한 넓은 온도범 의 고온 취화 구역은 강의 제조 공정상에서 표

면결함의 발생가능성을 높 을 것으로 단된다. 한 PTA실험을 통하여 얻은 보

론 분포 이미지로부터 이러한 고온취화구역은 입계보론의 존재 유무와 매우 한

련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즉, 탄소강의 고온취화 구역에서 보론이 입계

를 따라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76). 한 TEM과 EDS 분석을 통하여

B25N100강종에서 MnS와 BN의 복합석출물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77).

결론 으로 강의 고온취화구역은 빠른 냉각속도에서 입계에 편석된 B이 N와 결합

하여 BN석출물로 입계에 존재하게 되어 강의 고온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단

된다(그림 78).차기년도에는 PTA법을 활용하여 Boron첨가강의 Hardenability향상

방안에 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의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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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5N100-20℃/s B25N100-1℃/s

그림 76.ThedistributionofboroninB25N100cooledfrom 1350℃,withcooling
rate20℃/sand1℃/s to(a)800℃,(b)850℃,(c)900℃,(d)950℃,(e)
1000℃

(a)20℃/s

(b)1℃/s

그림 77.B25N100시료 석출물의 TEM image& EDS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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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N100 B25N100

그림 78.HotductilitycurvesforB0N100andB25N100withcoolingrate1℃/s
and20℃/s.

3.열처리에 따른 상변태 거동 분석

가.열처리에 따른 상변태 거동 분석

430계 스테인 스강의 물성 리징 개선을 해서는 열간 압연시 고온에서 오

스테나이트의 상분율 조 이 필수 이다.열연 오스테나이트 상은 가열로 조압

연 구간에서 격한 분율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시료 조성 열간 압연 마무리온도

에 따른 오스테나이트의 상분율 변화를 정량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79는

Cr첨가강의 상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Cr함량 열처리조건에 알 (페라이트)

감마(오스테나이트)상의 분율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실제 제조 공정에서는 시료를 알 +감마상 역인 990∼1,260도 사이에서

열처리한 후 냉하므로 고온 감마상이 거의 모두 마르텐사이트(martensite(α’))

로 변하게 되고 상온에서 측정된 성자 회 상은 알 상과 마르텐사이트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그러나 마르텐사이트상의 성자 회 상 치는 알 상의 치

와 거의 동일하게 되고 두 상간의 면간 거리도 △d/d<0.02이므로 존하는

성자/X-선 회 장치로 두 상의 피크를 완 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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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Cr첨가 스테인 스강의 온도에 따른 상태도

본 연구에서는 Rietveld구조 해석법을 이용하여,430계 스테인 스강을 고

온에서 열처리한 후 상온으로 냉하여 생성되는 감마(오스테나이트)상과 마르텐

사이트상을 정량 으로 분석하 다.우선 Rietveld시늉 코드를 이용하여 페라이

트 마르텐사이트상이 혼재한 경우에서의 성자 회 상의 특성 변화를 이론

계산하여 특성 변화를 고찰하 다.특히,마르텐사이트의 격자상수 변화보다도

성자 회 상의 비 칭이나 분강도의 변화가 마르텐사이트의 분율에 더욱 민

감함을 고찰하 다.

그림 80은 430계 오스테나이트 시료 조성과 마르텐사이트 분율에 따른 성자

회 상의 반치폭 분 강도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마르텐사이트 분율이 증가

함에 따라 반치폭은 증가하나 분강도는 선형 으로 어짐을 알 수 있다.이로

부터 마르텐사이트의 격자 상수 변화보다는 성자 회 상의 비 칭이나 분강

도의 변화가 마르텐사이트의 분율에 더욱 민감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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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마르텐사이트 분율에 따른 반치폭 분 강도의 변화율

그림 81은 430계 스테인 스강의 시료 조성에 따른 성자 회 상의 피크를

나타낸 것으로 측한 와 같이 미량의 잔류오스테나이트가 존재하고 페라이트

상과 마르텐사이트 상의 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그림 80의 우측 그림에

보인 것처럼 마르텐사이트상에 의해서 페라이트 피크의 양쪽 하단이 비 칭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2는 C(0.035%),N(0.044%),Cr(16%)인 스테인 스강에 한 성자

회 상의 Rietveld해석법 단일 피크 분리법으로 구한 마르텐사이트 분율을

열처리 조건에 따라서 나타낸 것으로,Rietveld 해석법,CASTRO의 경험식,

Imageanalysis법으로 구한 값을 비교한 것이다. 한 그림 83은 다양한 조성의

시료에 해서 Rietveld해석법으로 얻어진 마르텐사이트 분율과 동일 시료에

해 측정된 경도 값과의 상 성을 나타낸 것으로,측정된 경도 값은 마르텐사이트

분율의 증가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하므로 Rietveld해석법에 의한 마르텐사이

트 분율의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4는 재 보유 인 고온 시료환경장치(～ 1,000℃)를 이용하여 비 실

험으로 측정한 상온에서 960℃ 역까지의 In-situ 성자 회 상을 보인 것으로,

온도에 따라서 상분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기존의 고온시료환경장치에

서 1,000℃이상의 역에서의 In-situ측정이 불가능하므로 당해 단계에서 개발한

고온시료환경장치(～1,600℃)를 이용하여 고온 상에서의 오스테나이트 거동을 측

정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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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430스테인 스강의 시료 조성에 따른 성자 회 상(좌) 마르텐사이

트에 의한 단일 피크의 성자 회 상의 비 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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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Rietveld  한 마 사 트 

그림 83.  마 사 트 에   경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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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고온시료환경장치를 이용해서 측정한 In-situ 성자 회 상

그림 85는 하나로 HRPD에 설치된 최 온도 1,6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고온 시료

환경장치를 보인 것이여,그림 86은 이 시료환경장치를 이용하여 측정된 SUS430

시료의 온도에 따른 회 상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그림 85.HRPD장치에 설치되어 실험 인 고온시료환경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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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SUS430강의 측정 온도조건에 따른 성자 회 상

그림 87은 그림 86에서 심 부분을 확 한 그림이다.그림에서 보듯이 고온에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오스테나이트의 회 피크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태도 그림 79와 일치하며,1,000도 이하에서는 다시 오스테나이트의 피크가 감소

할 것이다.

그림 87.SUS430시료의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피크의 변화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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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탄소나노튜 구조 SANS측정 분석

가.탄소나노튜 구조 SANS측정 분석법 개발

기능성 나노구조의 고찰 SANS에 의한 분석 평가법을 하여,통계물리학

도범함수 이론과 분자 산모사 기법을 이용하여 이론 실험 방법을 해석하고

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안정 으로 분산된 기능성 나노구조 소재의 열역학 특성

을 고려함으로써 기능성 나노소재를 개발하고자 하 다.실제 실험에 의하면 탄소

나노튜 의 수소 메탄의 장량은 탄소나노튜 의 뒤틀림과 결함에 의하여 크게

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이러한 분자차원에서의 탄소나노튜 의 특성을 고

찰하기 하여 분자동력학 (moleculardynamics) 산모사를 수행하 다.그림 88

은 탄소나노튜 의 축 방향 뒤틀림에서의 변형에 지 계산법의 실 를 보여주고

있으며,그림 89에서 탄소나노튜 (3,m)m=0,3의 경우 뒤틀림 각에 따라 변형에

지가 비연속 으로 크게 향을 받는다는 을 시하고 있다.

그림 90에 카본나노튜 (5,5)에서의 비변형(그림 90(a)) 변형 각 300〬 (그림

90(b))의 개 구조를 도식화 하 으며,각각의 경우 비변형 (그림 90(c))와 변형

(그림 90(d))에서 구성 흡착면의 흡착 면 을 나타내었다.구조 흡착면은 4가지 경

우,즉 (ⅰ)atop,(ⅱ)twobridgesites, (ⅲ)holesite로 나타나며 hexagonal

ring의 수직방향으로 3Å부터 일정거리의 흡착 결합에 지를 아래 식으로부터 계산

하 다.

( )(M+NT) (M) (NT)bE E E E= - +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은 흡착분자 M과 나노튜 원자 NT와 최 화 결합된 결합에

지,둘째 항은 단독분자 M과 NT의 결합에 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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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Carbonnano-tubetwistingandgeometry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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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Deformationanglevs.deformationenergyfortwistingnanotube(3,m)

m=0,3

그림 90.The untwisted (a)and 300o-twisted (b)SWNT ofthe type (5,5)

consideredinthestudy.Theredatomsattheendofthenanotube

represent the rigid areas and the arrows indicate the twisting

directions.Thelightcoloredatomsindicatetheareaoftheadsorption

sites,whicharepresentedmagnifiedinfigs.(c)and(d)Adsorptionon

300 〬TwistedNanotubes(5,5):300 〬

그림 91에 변형 비변형 탄소나노튜 (5,5)에서의 수소 분자 메탄 분자의



- 110 -

흡착 빈도를 도식화 하 다.분자동력학 산모사에 의하면 원형 메탄분자의 선

형 수소와 변형 탄소나노튜 에서의 흡착기 흡착에 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산 결과에 의하면 비변형 탄소나노튜 에서의 흡착에 지는 부분 흡열반응

이나,변형 탄소나노튜 의 특정 부 에서는 발열과정이 수소 분자의 경우 41.2%

메탄 분자의 경우 40.3%로 측되고 있다.수소분자의 경우 리본형태의 bridge

역에서 비 해리 형태로 흡착이 되나,0.74Å의 수소 원자 거리가 0.97Å으로 늘어

난다.구성 탄소 원자 2개의 근 하는 경우 1.5Å 이상 수소 분자가 서로 해리하게

된다고 측되며,해리된 수소 원자는 탄소나노튜 를 분산하여 다른 탄소원자가

흡착된다.메탄 원자의 최 흡착에 지는 -20.7 kcal/mol로 수소 분자 -6.4

kcal/mol보다 높게 계산되고 있으며,1.31Å의 메탄 탄소/수소 결합거리가 233-244

흡착 면과 같은 특정 흡착 부 에서 8.45Å으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1.Thehistogram ofthebindingenergiesofthemolecularhydrogen(left)
and of the methane (right) with untwisted (circles) and twisted
nanotube(5,5).Inthecaseofthetwistednanotube,thedistributionis
decomposedonthelocationoftheadsorptionsiteontheformedribbon
(ridge,intermediate,andmiddleregions).

나.탄소나노튜 (CNT)의 분산성 거동 분석 물성 연구 (탄소 나노 튜 의 수

소 장 합성 방법의 동향 분석 보고):CNT의 결함에 의한 흡착 특성에 한

이론 고찰 분자 사 모사법에 의한 수소 장가능성에 한 산모사에 이어

서 당해 연도에는 탄소나노 튜 의 수소 장 합성 방법에 한 동향 분석을 하

으며,다음에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1)StackedCone(SC)탄소 나노 튜 에 tetralin과 decalin의 탈수소 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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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수소 생산-Pt 매 지원 (그림 92참조)

그림 92.StackedCone(SC)CNT를 보여주는 개략도.

Cycloalkane(decalin과 tetralin)의 산화로 인한 수소 발생 능력을 알아보았다.

매지지체는 Al2O3/StackedconeCNT를 사용하 고, 매로는 Pt/Pd/Rh이 사용되

었다. 매지지체와 매의 변화에 따라 비교해 보아 Pt/StackedconeCNT의 수소

발생 효율성이 가장 좋다는 것을 밝혔다.

StackedCone(SC)-CNT의 제조는 [Pt(NH3)4(NO3)2solution]을 매로 사용하

여 Pt-loaded SC-CNT를 만든다.Tetralin과 decalin+ 매를 continuous flow

reactor주입시켰다.수소 발생량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로 측정하 다.

그림 93.각 매에 따른 탈수소화 그래 (a)decalin(b)tetralin

그림 93에서 보는 것과 같이 0.25-1.0wt% pt/sc-CNT에서 decalin이나 tetral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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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소화가 효율 으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탄소 나노 튜 에 의한 수소원자 장의 가능성

CNTs를 탄화수소의 매 분해로 생성하고,HNO3용액을 사용하여 교반을 1

시간 동안 한 뒤 건조시킨다.THF+La(NO3)3․6H2O 용액에 CNTs를 교반시킨 후,

결 을 생성하고 CNTs의 끝을 열기 해 873K에서 가열했다.다시 30분 동안

HNO3 용액에서 교반한 후 세척했다.이번에는 Pd 매를 도핑시키기 해

THF+Pd 85H7O2)2 용액에 한 시간 동안 교반시키고 THF 용액은 증발시켜

Pd-dopedCNT를 만든다.Pd/CNTs의 표면에 혼합물을 제거하기 해 헬륨분 기

에서 3시간 동안 573K로 가열했다.그3K로,수소를 1기압,573K reactor에 3시간

동안 흘리고, 장된 수소의 양과 탈H7반응은 N2를 운반기체로 이용한 가스 크로

마토그래 를 사용하여 승온열탈착법(TPD)실험을 수행했다.

그림 94.CNTs의 TEM 이미지 (a)30㎤/min유량,650K에 공기 산화 후 La/CNTs

(b)공기 산화에 의해 생성된 La/CNTs의 결

(a)773K(b)623K(c)523K (d)-523K

그림 95.열처리 온도에 따른 Pd/(La)/CNTs로 부터의 수소 TPD

그림 94에서 La/CNTs의 부분 인 산화로 tube끝이 오 되고 외벽에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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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이 생성된 것을 보여 다.따라서 La 매가 LaO 구조의 순환과 LaO로부

터 공 되는 산소로 산화를 진하는 것을 결론지을 수 있다.그림 95-1은

Pd/(La)/CNTs로부터 수소 장 양을 제각기 peak지 으로부터 (a)0.73,(b)0.60,

(c)1.00wt%로 추정했다.이 결과는 산화에 의해 생성된 결 이 고온에 어닐링을

함으로써 흑연을 재결정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 그림 95-2의

Pd/(La)/(Co)/CNTs에서 수소 장 양은 1.50wt% 정도이고,CNTs의 산화 도

산화 매로 형성된 LaCoO3(페로 스카이트)를 제시했다.비록 결 을 더 만듦으로

써 수소 총계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탈착 온도가 무 높아서

높은 열에 지가 수소를 풀어놓게 만든다.수소 원자는 H2 해리를 해 La와 Co

매를 사용하여 산화된 불완 CNTs에 의하여 1.5wt%까지 장 다.H2 탈착

온도는 700-900K로 아주 높았다.

(3)CVD법 성장에 의해 형성한 CNTs의 정확한 수의 제어 (그림 96참조)

그림 96. 기장 용에 의한 CNTs수의 성장 제어를 보여주는 개략도.(디지털

성장 과정)

열로 성장한 산화물 층(400㎚)을 가진 n-type실리콘 wafer를 기 으로 이용

하고,Ti/Pt 극은 기 을 본떠서 만들었다.5 × 5 ㎛
2
크기의 매[Si/Mo/Fe

(50/10/5㎚)]를 극의 끝부분에 집어넣었다.샘 을 기로에 넣고 두 극을 연결

시켰다.900℃ 온도에 750sccm의 Ar가스에 의해 포입된 증기를 500sccm 수소

가스와 함께 공 했다.600-650 의 CNTs성장 도 에,500㎷의 dc바이어스를 두

극 사이에 용하여 류를 모니터링했다.CNTs의 성장 후,furnace를 1000

sccm의 Ar가스를 흘려 실내온도 아래로 냉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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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열 화학기상증착하는 동안 CNTs의 성장과 극 사이에 모니터링 류.

그림 97은 열 화학기상증착하는 동안 CNTs의 성장과정과 극 사이의 모니

터링 류를 보여 다.그림 97(a)는 어떤 CNT도 극 사이에 교량을 형성하지 않

았고,모니터링 류는 0A 가까이 있다.그림 97(b)는 한 개의 CNT가 극 사이에

교량을 형성하고 steplike방식의 모니터링 류가 변화한다. 극 사이에 CNTs의

교량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그림 97(c)와 같이 모니터링 류에 있는 단계의 수

한 증가한다.

그림 98.(a)두 극 사이에 CNTs의 SEM (b) 기 방 과정 동안의 감시 류

기 방 과정을 사용함으로써 두 극 사이에 CNTs성장의 수를 확인할 수 있

었다.그림 98(a)는 극 사이에 성장된 CNTs의 주사 자 미경(SEM)사진이다.

SEM 이미지에서 두 극 사이에 3개의 교량을 형성한 CNTs를 찰할 수 있었고,

기 방 과정을 사용함으로써 잘라내서 모니터링 류에 있는 steplike감소를

찰했다.감시 류에서 steplike감소의 수를 셈으로써 극 사이에 CNTs의 수를

결정지을 수 있었다.

다.탄소나노튜 기공성 흡착 특성 연구

(1)탄소 나노 튜 의 제조

탄소나노튜 는 뛰어난 기계 , 기 ,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나노 자

소자,에 지 장체,나노복합체의 강화제등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

이다. 그러나 탄소나노튜 의 본질 인 특성인 강한 소수성 표면(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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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phobicSurface),반데르 발스 인력(vanderWaalsattraction)으로 인해 탄소

나노튜 는 개별 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발(bundle)형태로 존재하게 된다.탄소나

노튜 의 이러한 성질은 탄소나노튜 의 우수한 고유의 성질을 하시켜,탄소나노

튜 의 실제 응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하나이다.따라서 탄소나노튜 를

개별 으로 수용액 유기용매에 개별 으로 분산시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

으며,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비공유기능화,공유기능화)로 나 수 있다 (그림

99).비공유 기능화 (Non-covalentFunctionalization)방법은 탄소나노튜 를 수용

액에 분산시키기 해 분산제(계면활성제,폴리머,Pyrenederivative,DNA 등)와

탄소나노튜 표면과 비공유 결합 방법 (hydrophobicinteraction,π-π interaction)

을 이용하여 탄소나노튜 표면의 성질을 개질시킴으로써,탄소나노튜 의 소수성

표면성질과 반데르발스 인력을 감소시켜 탄소나노튜 를 개별 으로 분산시키는 방

법이다.

공유 기능화 방법은 분산제 혹은 기능성 분자를 탄소나노튜 표면과 공유결합

을 통해 탄소나노튜 의 표면 성질을 개질시켜 탄소나노튜 를 수용액이나 유기용

매에 개별 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공유 기능화 방법은 분산제와의 공유결합에

의한 결함 (defect)때문에 탄소나노튜 고유의 우수한 성질이 하될 수 있기 때

문에,본 과제에서는 비공유 기능화 방법을 이용하여 탄소나노튜 를 개별 으로

분산시킬 정이다. 재 고려되고 있는 분산제는 계면활성제

(alkyltrimethylammonium bromide, sodium dodecyl sulfate, sodium

dodecylbenzenesulfonate 등), 폴리머 (pluronic P105, F108, Poly(sodium

4-stryrenesulfonate등)가 있으며,분산제와 탄소나노튜 가 혼합된 용액을 음

쇄를 통해 안정된 탄소나노튜 분산상 (Dispersion)제조 연구를 진행 이다.

그림 100에서는 pluronicP105,F108,Poly(sodium 4-styrenesulfonate를 이용하여

단일벽 탄소나노튜 를 수용액상에 분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 게 제조된 탄

소나노튜 분산상은 용액내의 탄소나노튜 분산제의 농도,용액의 온도,pH

등에 따라 상거동 상이 매우 다르며,이는 탄소나노튜 의 분산상의 안정성 문제

와 연결되기 때문에 탄소나노튜 분산상의 상거동 상 안정성에 한 연구가

필수 이다.하나로 SANS장치가 완성되면,탄소나노튜 의 분산상의 거동 탄

소나노튜 표면의 분산제의 표면 흡착 구조,분산상의 안정성 등에 한 연구를

SANS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정이다.



- 116 -

그림 99.a)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비공유 기능화된 탄소나노튜 모식도.b)폴리머

를 이용한 공유 기능화된 탄소나노튜 의 .

그림 100.탄소나노튜 분산상 F108(좌),P105( ),PSS(우).

(2)탄소나노튜 분산상의 SANS측정

탄소나노튜 는 수용액상에서 강한 반데르 발스 인력과 소수성 때문에 분산

되지 않고 다발형태로 존재하게 된다.일반 으로 탄소나노튜 를 수용액상에서 분

산시키기 해서는 계면활성제와 같은 분산제를 이용하거나 탄소나노튜 표면을

공유결합에 의해 친수성 표면으로 기능화하여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

분산제를 이용하여 제조된 탄소나노튜 분산상의 상거동 상 안정성을 규명하

기 해 탄소나노튜 분산상의 하나로 SANS장치에서 측정하 다.실험에 사용된

탄소나노튜 분산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되었다.

- 계면활성제 (CTAB,SDS0.5%)와 단일벽 탄소나노튜 0.2%를 D2O에 혼합

하여 혼탁액을 제조하 다.

- 음 쇄를 통해 탄소나노튜 를 균일하고 개별 으로 분산하 다.

-개별 으로 분산된 탄소나노튜 를 분리하기 해서 Ultracentrifuge(～

110000g)를 2시간 동안 수행하 다.

이 게 제조된 탄소나노튜 분산상은 2010년에 설치된 하나로 SANS장치(그

림 101)를 이용하여 SANS패턴을 측정하 다.그림 102는 계면활성제에 의해 분산

된 탄소나노튜 분산상과 계면활성제만의 SANS패턴을 나타낸 것이다.계면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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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SANS패턴은 low q 역에서 coulombinteraction의 향 때문에 피크를 나

타낸다.그러나 탄소나노튜 분산상은 q～ 0.01Å
-1
근처에서 엉김 상이 없는 실

린더 형태의 입자에서 볼 수 있는 q
-1
형태의 SANS패턴을 나타내었다.이것으로

부터 탄소나노튜 가 다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개별 으로 수용액속에서 분산되

어 있으며,탄소나노튜 가 수용액내에서 엉김 상 없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소각 역에서 q
-a
에서 a>1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SANS시료 셀에

의해 나타나는 scattering패턴인 것으로 생각된다.

장치 사양 40M-SANS 12M-SANS

총길이

(guide길이)
40M (20M) 18M (9M)

성자 검출기

ORDELA
21000N2D-PSD

(100x100cm)

ORDELA 2660N
2D-PSD

(64.5x64.5cm)

Monochromator NVS NVS

측정
Q-range(/Å)

0.0015(0.0008)

~1.0

0.002

~1.0

Neutron
polarizer YES YES

나노 측정 크기 1~400nm 1~150nm

그림 101.하나로 냉 성자 실험동에 설치된 40M-SANS장치(우측)와 18M-SANS

장치(좌측) 경 장치 특성

그림 102. a) SANS intensity of CTAB (blue circle) and CTAB/CNT (red circle) 

in D2O. b) SANS intensity of SDS (blue circle) and SDS/CNT (red 

circle) in D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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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SANS를 이용한 나노 기공 고분자 구조 측정 분석 연구

(1)표면인력 변화에 따른 고분자박막의 상호친화성 평가

나노크기의 박막에서 Grafting고분자물질이 표면 성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본 연구는 나노크기의 Grafting된 A고분자의 사슬의 크기 ( 는

두께변화)에 한 상용성이 없는 B고분자의 젖음-비젖음(wetting-dewetting) 상을

찰하 다.사용된 방법으로는 기능기 (HO나 NH2)를 가지고 있는 표 고분자

인 Polystyrene (PS)를 이용하 으며, 그 에 나노크기의 poly

(methylmethacrylate)(PMMA)고분자를 코 하 다.이때 PS-OH의 분자량에 따

라 제조된 박막인 PS-brush기질에서의 표면개질의 특성을 각(contactangle)

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상호 친화 는 비 친화 인 고분자 물질의 젖음-비젖음

상을 찰하 다.이러한 연구는 박막연구에서 표면의 특성을 악함으로써 박막

의 응용에 향을 주는 두께와 같은 요소들을 제어시킴으로써 나노 구조체의 이

거동을 규명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먼 음 시료의 제조 구조분석을 하여,분

자량에 따라 합성된 PS-OH를 이용하 으며 PMMA를 음이온 합법을 이용하여

합성하 다.합성된 고분자물질을 NMR,GPC등을 이용하여 폴리머의 구조 분

자량 분석한다.아래의 그림 103은 실험 방법에 한 모식도를 나타낸다.

그림 103.Schemefortheexperimenta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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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APM 이미지

그림 105.PMMAdroplets의 각 특성.

(다른 두께의 PS-brush는 PS-OH의 분자량에 의해서 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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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식도의 순서를 바탕으로 얻어진 APM (atomicprobemicroscopy)결과를 그

림 104에 나타내었다.일반 인 고분자간 상용성의 경우,두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

이 커지면 상용성은 작아지고 dewetting특성을 나타낸다.하지만,본 실험 결과는

나노크기의 박막에서는 매우 짧은 길이의 PS-brush기질에서 더 큰 각 (tan(θ

/2)=H/R)을 얻게 되었으며,그 결과를 그림 105에 나타내었다.이러한 젖음 상

은 표면인력의 거동과 연 지을 수 있는데,나노크기의 Grafting된 고분자 박막의

경우 열역학 평형의 경우 Enthalpic보다는 Entropic 상이 지배한다고 고려

된다.이 결과를 SST(strongsegrationtheory)로서 해석하 다.

-Macromolecules(200910,webpublished,DOI:10.1021/ma9013498)

(2)표면인력 변화에 따른 벌크상태와 나노박막에서의 나노 구조체의 상 이 평가

나노크기의 자기집합 성질을 가지고 있는 블록공 합체는 두 가지의 다른 사슬

의 비상용성 때문에 자기 집합 으로 상분리가 일어나게 된다.이러한 상 분리는

고분자 블 드의 거 상과는 달리 두 사슬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유결합에 의하

여 10-100nm의 나노 미세상을 가지게 된다.블록공 합체의 벌크 상에서의 다

양한 상 이 상은 이미 여러 연구그룹에서 연구․보고 되어오고 있다.하지만,블

록공 합체 박막의 경우는 벌크 상에서의 상 이와는 다르게 나노크기의 박막에서

는 표면에서의 상호인력(interfacialinteractions)이 상 이 상에 크게 향을 끼치

게 된다,즉,계면과 표면에서의 상호 작용력의 변화로 인해 상의 구조나 배향에

향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그림 106)

그림 106.블록공 합체의 상평형도와 나노구조(좌),벌크와 박막에서(우)의

상호인력 비교

상 이 상 의 하나인 블록공 합체의 질서-무질서 이 상의 이 온도

(TODT)는 Scattering실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박막에서의 상 이 상 찰에

앞서 동일 블록공 합체의 벌크상에서의 상 이 상 온도를 in-situ

small-anglex-rayscattering(SAXS)실험을 통해 찰하 다.승온 실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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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 온도별 산란강도를 조사하여 TODT를 도출하 다.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PS-brush로 표면개질 후,grazing-incidencescattering실험을 진행하 다.이때에

박막 두께에 따른 질서-무질서 이온도의 변화와 경향성을 분석하 다.아래 그림

107은 박막 두께 40L0(784nm)의 SEM 이미지와 박막 두께에 따른 TODT의 경향성

을 보여 다.SEM 이미지는 PS-brush로 표면 개질된 기 에서 PS-b-PMMA

박막은 라멜라형 microdomain이 수평으로 매우 잘 배향된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한 이러한 PS-b-PMMA박막에서의 상 이 온도는 박막의 두께가 50L0에서 10L0

감소할수록 진 인 증가를 확인하 다.이는 표면개질을 통한 PS-brush근처의

블록의 PS사슬이 치하게 되고,조성의 농도요동 효과가 억제되어 나타나는 상

임을 본 연구를 통해 증명하 다.

그림 107.40L0두께의 PS-b-PMMA필름의 SEM 이미지(좌),두께에 따른 이

온도의 변화(우)

(3)통계역학 이론과 분자 산모사 방법을 이용한 특성 해석

복합유체의 특성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범함수섭동이론을 확장하

여 서로 다른 크기 종류를 가진 단량체로 구성된 이핵 이 블록 공 합체에

한 도범함수섭동이론을 개발하 다.기본 아이디어는 이핵 이 블록 공 합체의

자유에 지를 단량체의 도분포에 한 자유에 지로 표 하고 그리고 용매와 이

핵 이 블록 공 합체로 구성된 혼합물의 자유에 지는 섭동이론을 사용 계산하

으며,강체부분에 해당하는 과잉 자유에 지는 다성분 강체유체의 특성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수정된 기본측정이론을,이핵 이 블록 공 합체의 사슬연결에 해당하는

자유에 지는 Wertheim의 제1차 섭동이론과 컴퓨터시늉실험에 기 한 자유에 지

를 사용하여 이핵 이 블록 공 합체의 자유에 지를 계산하 다.크기가 다른 계

면에서의 이핵공 블록 공 합체()의 상분리 상을 그림 108에 나타내었으

며,이핵 이 블록 공 합체의 열 ,구조 특성 그리고 미세공-이핵블록 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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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상호작용이 이핵 이 블록 공 합체의 상 이 변화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이들 결과는 앞으로 이핵 이 블록 공 합체에서의 선택 용매,이핵 이

블록 공 합체을 구성하는 단량체의 체인길이,단량체의 구경 비율이 흡착 상,계

면내에서의 열 ,구조 특성 상분리 특성연구에 응용이 기 된다.

스타폴리머,덴드리머등 무른퍼텐셜을 가진 공 합체의 통계역학 특성을 연

구하기 하여 액체이론에 기 한 이론을 확장 penetrablemodelfluid에 한 도

범함수이론을 개발하 으며,이를 이용하여 구속계에서의 이원 투과모형유체에

한 열 ,구조 특성을 연구하 으며,이들 결과를 분자동력학에 기 한 컴퓨터시

늉실험과 비교하 다.계산결과는 도범함수이론이 컴퓨터시늉실험을 잘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들 결과를 최근 문학술지 발표하 다(그림 109참조).

그리고 투과모형유체에 한 도범함수이론을 사용 비부가 특성을 지닌 투과모

형유체에서의 prewetting 상에 의한 populationinversion에 응용하 으며,이론

검증을 하여 재 컴퓨터시늉실험을 실행 에 있다.

- JournalofChemicalPhysics,131,134701 (2009)- JournalofChemical

Physics(2009,Submitted)

    그림 108. 계 에  핵공 블 공 합체()  상 리

상 (실 =A-block, =B-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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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9. 원 과  포함수(실 : 값, 찬 :실험 ) 

5.소 세 의 성자소각산란패턴 연구

의 단면을 보면 심부는 비교 엉성한 그물망을 이루고 있고 둘 는 단단한

조직로 둘러싸여 있다.둘 의 단단한 조직 내에는 세포조직이 통과하는 세

들이 분포하는데 이들 세 은 세포조직의 성장에 따라 나노에서 마이크로까지 다양

은 크기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단단한 조직 내의 세 분포에

한 정보는 인공 등의 개발에 있어 요한 요인으로,이에 한 연구가 지속 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일반 으로 수행되는 TEM과 SEM등을 이용한 찰은 실제

인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장 이 있으나 미세한 세 들의 체 인 분포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성자소각산란은 재료내의 미세 결함 등을 정

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써 다양한 재료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자소각산란을 이용하여 세 분포 분석을 시도하여

보았다.분석용 시료로는 소의 갈비 표층을 사용하 으며,하나로 성자소각산란

장치을 이용하여 나노미터 크기의 세 에 을 맞춰 산란패턴을 측정하 다.

시편 방향(화살표)은 의 길이 방향에 해당한다.그림 110의 2차원 산란패턴에

서 보이는 것과 같이,산란패턴은 시편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긴 타원모양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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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시편 내의 나노세공이 일정 방향으로 배향되어 있음을 나타낸다.2차원 패턴

의 가로,세로에서 각각 ±10도 부분을 잘라 평균하여 1차원 패턴을 구하 다(그림

111).시편의 가로 방향 패턴은 Q=0.09(1/Å)부분에서 기울기가 크게 변하는 패

턴을 보이고,길이 방향(세로 방향)은 Q =0.01(1/Å)에서 비교 큰 피크가 나타

나고 Q가 커질수록 작은 피크들이 규칙 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

길이 방향의 패턴은 백그라운드 부분이 가로 방향의 피크와 기울기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길이 방향의 규칙 인 패턴은 시편내에 나노 입자가 규칙 으로 배열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그림 112의 모식도에서와 같이 치 ( 의 단단한 부분)의

세 은 lacuna들이 연결되어 나이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즉 lamellae구조를 나

타낸다. 한 각각의 lacuna는 아주 가느다란 세 과 연결되어 있고,이 세 들은 3

차원으로 가지를 뻗듯 퍼져있다.길이 방향의 규칙 인 패턴은 lacuna들이 연결된

lamellae구조에 해당되며,가로 방향의 패턴은 lacuna에 연결된 미세세 의 패턴으

로 생각된다.

그림 110.소 세 의 성자소각산란패턴:2차원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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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소 세 의 성자소각산란패턴:1차원 패턴

그림 112.치 의 lamella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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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단계 연구 결과

제 5 실상황/실시간 측정법의 녹색산업 용 기술 개발

1.HEV용 이차 지 열화기구 요인 분석 열화기구 규명 연구

가.LiMn2O4의 Mg도핑 열처리 조건에 따른 구조변화 연구

그림 113에서 보면 알루미늄을 코 한 활물질의 충방 용량이 마그네슘을 도

핑 한 활물질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충방 과정에서 생기

는 구조변화의 찰을 통해 두 도핑 원소에 따른 변화를 보고,두 원소가 충방

과정에서 활물질 구조에 주는 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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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두 doping원소에 따른 방 용량

그림 114에서는 Mg과 Al을 도핑한 활물질들이 각 SOC에 따라 phase가 변함

을 나타낸다.SOC가 증가할수록 peak이 오른 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오른

쪽으로 peak이 움직인다는 것은 체단 정의 사이즈가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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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5 % 50 % 75 % 100 %

Lattice Parameter (Å) 8.21532 8.18685 8.15537 8.12175 8.08231

Occ of Li 8a site 1.01064 0.8568 0.6612 0.52392 0.34032

Occ of Li 16d site 0.08904 0.126 0.07512 0.05976 0.1344

Occ of Mn 16d site 1.87104 1.83408 1.88496 1.90032 1.82568

Occ of O 32e site 3.91008 3.93528 3.93744 3.94368 3.9744

All of Li 1.09968 0.9828 0.73632 0.58368 0.47472

0 % 25 % 50 % 75 % 100 %

Lattice Parameter (Å) 8.206614 8.185782 8.157693 8.127767 8.076108

Occ of  Li 8a site 0.99768 0.89064 0.72984 0.60432 0.34176

Occ of  Li 16d site 0.07896 0.07824 0.07752 0.07512 0.12384

Occ of  Mn 16d site 1.84104 1.84176 1.84248 1.84488 1.79616

Occ of  O 32e site 3.99288 4.002 4.01592 4.02312 4.05288

All of  Li 1.07664 0.96888 0.80736 0.67944 0.4656

그림 114.Mg,Al이 도핑된 양극 활물질의 각 SOC별 구조 변화

표 2.각 SOC에 따른 양극 활물질에서 site별 각 원소 함량 변화(Al도핑)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SOC가 증가 함에 따라 latticeparameter가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한 8a사이트의 리튬의 함량이 차 감소하는데,이는 충방 이

진행될 때 리튬이 차 빠지기 때문이다. 한 16dsite의 리튬은 각 SOC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반면,산소 함량은 SOC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값도 증가한다.SOC가

증가함에 따라 활물질의 체 인 리튬의 양이 차 감소하 다.

표 3.각 SOC에 따른 양극 활물질에서 site별 각 원소 함량 변화(Mn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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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각 SOC가 증가 함에 따라 lattice와 8a사이트의 리튬이

차 감소함을 알 수 있다.이는 충방 이 진행 될 때 리튬이 차 빠져나가기 때

문이다.16dsite의 리튬은 각 SOC에 따라 큰 변화가 없다.산소 함량은 SOC가 증

가함에 따라 그 값도 증가하 다.양극 활물질에 존재하는 체 인 리튬의 양은

차 감소하 다.이런 추세는 Mg을 도핑 한 활물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115는 두 원소를 도핑 한 양극 활물질에서 산소 함량 변화가 다르게 나타

남을 보여 다.Al을 도핑한 활물질의 경우 4부근 값을 유지하고 있으나 Mg을 도

핑한 활물질인 경우 SOC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증가 한다. 재 SOC별 구조변

화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Al을 도핑 한 활물질과 Mg를 도핑한 활물질의 산소

함량이며,Al을 도핑한 경우 그 변화가 크지 않았고 4에 근 한 값을 가지나

Mg를 도핑한 활물질인 경우 산소의 함량이 SOC에 따라 차증가하며 4보다

훨씬 은 수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산소 함량이 일정하면 체 인 구조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충방 시 양극 활물질이 안정 인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

문에 Al을 도핑 한 활물질의 지 성능이 더욱 좋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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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각 SOC별 Mg을 도핑한 활물질과 Al을 도핑 한 활물질의
산소함량의 변화

나.충/방 에 따른 리튬 이차 지 구조 변화 연구

(1)Maximum EntropyMethod(MEM)에 의한 구조 분석 기술 소개

MEM 이란 주어진 정보를 만족하고 얻지 못한 정보에 해서는 가장 바이어

스가 작은 것을 답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정보이론으로 발달한 정보

엔트로피를 기 로 한 추론 방법이다.소 역변환 문제에 한 일반 인 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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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공하며 상처리나 신호 처리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이러한 MEM을 결정

한 측면에 용하면 유한의 결정구조 인자로부터 보다 정확한 자/핵 도 분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일반 으로 자분포 도를 구하기 해서는 회 실험에 의

해 결정구조인자를 측정한다.이는 결정구조 인자가 단 세포내의 자 도분포의

푸리에 변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자 도 분포를 구하는 방법은 측정

한 결정구조 인자를 푸리에 계수로 하는 퓨리에 수의 합을 취함으로 계산해 낼

수 있었다.이러한 방법은 푸리에 변환 시 무한계의 계수를 모두 정확하게 취 할

수 없고 실험 으로도 유한계의 결정구조 인자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하지만 MEM은 자 도분포의 푸리에 변환이 결정구조 인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의 방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일 수 있고 새로운

자 도나 핵 도 분포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 MEM과 Rietveld분석법

을 복합 으로 용하여 회 결과를 분석하면 좀더 정확하고 새로운 결정구조 분

석이 가능하다.그림 116은 MEM/Rietveld분석법에 한 순서도 이다.

그림116.MEM/Rietveld법을 이용한 분석 방법

(2)이차 지 성자 회 결과의 MEM 분석 결과

성자 회 은 강한 투과성과 Li,O,같은 가벼운 원소를 효과 으로 측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이온 이차 지의 격자구조 연구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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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더하여 격자 내에서 Li이온의 도특성 연구를 해 성자회 실험결과를

MEM을 통해서 분석을 시도 하 다.알려진 바로는 MEM 분석을 해서는 양질의

실험 결과가 필요하고 Alchemy,Dysnomiya등의 MEM 분석 로그램을 하나로

HRPD 실험 결과에 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양극물질 LiFePO4시료에 해서 하나로 HRPD실험을 수행하 고

MEM 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알려진 이 물질의 Li-이온 도특성과 비교하 다.

LiFePO4의 Li-이온은 b축 방향으로 도띠를 형성하는 도 메커니즘이 보고되었

다.(2008년 NatureMaterials)그림 117은 LiFePO4의 하나로 성자 회 결과의 정

련 결과이다.

그림117.300K에서 LiFePO4 성자 회 실험 분석 결과 RBrg=2.5%,Rf=1.6%

그림 117에서 보는 것처럼 LiFePO4의 격자구조는 알려진 것처럼 Orthorhombic구

조를 가지면서 상온에서 Li이온의 비등방 thermalmotion을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이러한 Rietveld분석결과는 Li이온의 비등방 thermalmotion은 도 특성

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MEM 분석을 통해 이 비등방 인 thermal

motion에 해서 자세히 연구를 수행하 다.먼 하나로 성자 회 분석 로그

램인 Fullprof의 Outfile을 MEM분석 로그램인 Dysnomia의 input 일 형성을

해 Alchemy라는 로그램을 사용하 다.MEM 분석 결과는 그림 118에 나타내

어진다.이때 isosurfacelevel은 0.3e/A
3
이다.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b축 방향으로

Li핵의 원자 도가 연결되어 도띠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상에서와 같

이 하나로 HRPD결과를 이용하여 MEM 분석 용하면 이차 지의 극물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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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충/방 조건에 따른 극 물질의 도 특성

연구를 해서 하나로 성자 회 결과를 MEM 분석에 용하는 고도 분석 기술

을 용하고 재 다양한 극 물질의 도 메커니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18.MEM 분석을 통한 Li원자의 핵 도의 분포 특성 isosurfacelevel

0.3e/A
3
란 색이 Li핵 분포

2.에 지 장용 YBCO고온 도체 제조 구조 물성 연구

가. 도 시료의 산소 열처리 조건의 성자 회 측정 구조분석

Y123 의 양이온-음이온 비는 YBa2Cu3O7-y로 표시할 수 있다.고온에서

는 결정구조 내 산소원자의 유는 온에 비해 상 으로 작다.800℃ 정도의

온도에서 산소함량 7-y는 6.5이다.이때의 결정구조는 정방정(tetragonal)이다.이후

온도가 내려가면 산소원자들이 도내부로 확산 이동하여 도체는 사방정

(orthorhombic)구조로 변하고 7-y값은 6.98정도가 된다.이 때 산소함량에 따라

도온도가 결정된다.

본 실험에서는 종자를 사용한 도체 시편과 사용하지 않은 도체 시편을

용융공정으로 도체를 제작하 다.시편의 조성,용융공정 시의 냉각속도와 산소

열처리 시간을 변수로 시편내부로의 산소확산 정도를 연구하기 해서 온도 변화에

따른 자화율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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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부로의 산소확산을 도 자화율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YBCO

도체의 도 이온도가 산소함량의 함수이고 이폭은 도상의 균일도를

나타내는 인자이기 때문이다.즉 도체 내부를 산소원자가 충분히 채운다면

YBCO 도체의 도온도는 91K가 되고 이폭은 1-2K 이내로 작아진다.

하지만 이 방법은 도체 내부의 산소함량을 도 이온도를 통해 간 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직 인 산화함량을 결정하는 방법 에 효과 인

방법은 성자회 결과 분석을 통해 산소원자 유율을 직 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

그림 119는 냉각속도가 산소확산에 미치는 향을 온도-자화율 결과를 통해 찰한

결과이다.그림 119(a)는 Y1.1조성의 표면에서 채취한 시편에 한 임계온도결과로

1℃/h의 냉각속도로 제조할 경우에는 Tc가 83K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폭

도 10K정도로 크다.냉각속도를 증가할 경우 Tc는 90K상승하나 이 폭은 8K

로 여 히 크다.우선 냉각속도가 작은 시편의 Tc가 낮은 이유는 이 시편의 결정입

자 크기가 냉각속도가 큰 시편들에 비해 상 으로 커서 산소확산통로가 될 것으

로 상되는 결정입계가 어 시편 내로 산소확산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그림 119(b)는 Y1.1조성의 앙부에서 채취한 시편에 한 냉각속도에 따른 온

도-자화율 결과이다.1℃/h의 냉각속도로 제조할 경우에는 Tc가 85K로 낮고 이

폭도 10K 정도로 매우 크다.반면 냉각속도를 3℃/h,5℃/h,10℃/h로 증가시킬

경우 Tc는 90K 부근으로 상승하고 이폭도 작아진다.이런 경향은 표면시편에서

얻은 결과 그림 119(a)와 유사하다.결국 시편 부 에 상 없이 냉각속도가 느린 시

편(결정입계 도가 작은 시편일수록 산소의 확산이 느리다 할 수 있다.다시 말하자

면,결정입계 산소확산의 통로로 효과 이다 할 수 있고 이들을 통해 결정내부로도

산소가 확산되기 때문에 냉각속도가 빠른 시편의 도임계온도가 상 으로 높

게 된다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같은 실험조건으로 제조한 Y1.6조성시편에 해 산소확산에 한 냉각

속도 효과를 임계온도결과로 살펴보도록 하자.그림 119(c)는 Y1.6시편의 표면의

냉각속도에 따른 온도-자화율 결과로 냉각속도가 1℃/h인 경우 Tc가 88K로 동

일조건의 Y1.1조성시편보다 이온도가 상 으로 높다. 한 3℃/h,5℃/h,10

℃/h의 냉각속도 시편의 경우는 Tc가 90K이고 이온도폭도 5K정도로 작아진다.

그림 119(d)는 Y1.6시편의 앙부의 냉각속도에 따른 온도-자화율 결과로 냉각속

도에 한 Tc와 이폭의 변화경향은 표면에서 얻어진 결과와 유사하다.Y1.6시편

과 Y1.1시편과 차이는 Y1.6시편에 포함된 Y211상분율이다.Y211이차상이 Y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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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보다 Y1.6시편에서 상 으로 많다.물론 산소의 주된 이동통로는 결정입계

가 될 것이지만 Y123결정내에 포함된 Y211의 경우 Y123/Y211계면도 유효한 산

소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결과에서처럼 Y1.6시편의 임계 류 도가

Y1.1시편보다 상 으로 높을 수 있는 것이라 단된다.

그림 119. 1, 3, 5, 10 ℃/h  냉각 도  한 후 50시간 산  어닐링 한 샘플

 (a) Y1.1  (b) Y1.6  (c) Y1.1 앙 (d) Y1.1 앙 역 계 도(Tc) 

특

 . 도 산  함량 어  물 -산 함량 상 계 연  

본 실험에서는 Y1.6시편 에 냉각속도와 산소열처리 시간을 변수로 한 시편에

해서 성자구조분석을 수행하 다. 고분해능분말회 장치 (HRPD: High

ResolutionPowderDiffraction)를 사용하여 도체분말의 성자 회 상을 측정

하고 Rietveld격자구조 분석을 통해서 도체의 실제 산소함량을 결정하 다.

표 4에 성자회 실험에 사용한 Y1.6시편들의 냉각속도,산소 열처리 조건 등을

나타내었다. 성자 회 실험은 단일상인 경우에 좀 더 정확한 분석결과를 확보할

수 있지만 본 실험에서 제작한 시편은 도내부에 비 도 상인 Y211상이 포함

된 경우이다.이 경우 분석 상인 Y123상 이외에 Y211상이 함께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두 상의 회 선이 서로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회 분석에 앞서 시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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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통해 각 시편의 산소 함량에 따른 성자 회 강도의 변화에 해 이해하고

자 하 다.

YBCO 단결정 도체의 산소 함량은 최소 6.5에서 최 6.95까지 변화한다고 가

정하고 시뮬 이션 하 다.그림 120는 시뮬 이션의 결과이다.YBa2Cu3O7-y의 산소

함량 y를 6.5,6.6,6.8,6.95로 가정하고 시뮬 이션을 했을 경우의 2θ 값이 46.7°부

근에 계산되는 (005)/(104)/(014)회 피크와 48.9°도 부근의 (113)회 피크의 세

기에 변화를 보여 다.이 시뮬 이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산소함량이 증가할수

록 두 회 피크 모두 회 강도가 증가된다.이 회 선처럼 산소함량의 변화에 따

라 향을 받는 회 피크를 이용하여 각 시편의 성자 회 피크의 세기를 분석

하여 산소원자의 유율을 유추하 다.

그림 121는 표 4에서 보여 조건에 따라 제작한 시편의 (005)/(104)/(014),(113)

회 피크에서 나타난 성자 결과이다.산소 열처리 시간과 냉각속도가 커질수록

두 회 피크의 세기가 증가한다.즉,결정구조 내에 산소함량이 증가하면 (다시 말

해서 원자결합 Cu-O에 산소가 배열을 하게 되면 a와 b격자상수가 차이가 나고

c축이 어드는 경우),그 값은 회 선의 피크강도로 표시할 수 있고 이 강도로부

터 다시 산소함량을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림 122은 표 4에서 보여 조건에 따라 제작한 시편의 성자 회 패턴을 리

트벨트 분석으로 얻어낸 냉각속도와 산소열처리 시간에 따른 산소함량그래 이다.

냉각속도에 따른 산소함량 결과로부터 냉각속도가 증가할수록(결정입계가 많아질수

록)산소함량이 증가하다가 5℃/h이상의 냉각속도에서 포화된다(그림 122(a)).냉

각속도가 1℃/h일 때의 산소함량은 y=6.874이고 완 히 포화된 5℃/h냉각속도

에서의 산소함량은 7-y=6.891이다.이 결과는 냉각속도에 따른 온도-자화율 결과와

잘 일치한다.일정 냉각속도에서 제조한 시편에 해 산소 열처리시간을 증가하면

서 얻은 결과는 그림 122(b)와 같다.산소열처리를 10h 한 시편의 산소함량은

7-y=6.873이며 산소 열처리시간을 100h로 증가시키면 산소함량은 7-y=6.885로 증가

한다. 상과 달리 200h로 증가시킨 시편의 경우 산소함량이 약간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해서는 보충 실험이 필요하다.두 조건에 한 산소 함

량 값을 비교해보면,시편의 산소함량은 산소열처리 시간보다는 냉각속도(결정입계)

가 더욱 민감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다시 말하면 Y123 도체 내부로의 산소

확산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느린 확산 이동 과정이다.이때 산소 확산 경로인 결

정입계를 많이 제공해 주면 산소 확산이 진됨을 알 수 있다.산소의 확산경로인

결정입계를 많이 제공해주면 산소확산이 진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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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Y1.6 시편  냉각 도, 산  열처리 시간에  시편    

composition cooling rate annealing time

Y1.6Ba2Cu3O7-y

1 ℃/h

50 h
3 ℃/h

5 ℃/h

10 ℃/h

composition cooling rate annealing time

Y1.6Ba2Cu3O7-y 1 ℃/h

10 h

50 h

100 h

200 h

그림 120. 산  함량에 라 시뮬  한 후 변 하는 peak  양상 : 

                    (a) (005)/(104)/(014), (b)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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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통한 해당하는 피크 과  강도

그림 122. Y1.6  (a) 냉각 도  (b) 산  열처리 시간에  산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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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 거시 이방성

연구

1.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분석 변형집합 조직 -거시 이방성 연구

가.경량소재의 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 분석기술개발

열간압연된 AZ31Mg합 의 거시 기계 특성을 실험 으로 측정하기 해

열간가공모사 장비인 Gleeble3500을 사용하여 일축압축 시험을 수행하 다.4mm

의 폭과 10mm의 높이를 가지는 압축시편을 승온속도 5℃/s로 유도 가열 장치를

통해 가열하 다.200℃에서 1분간 유지시킨 후 0.1/s의 변형률 속도로 변형을 부가

하 다.시편의 하 방향은 재의 압연방향과 평행하게 하 다.소성변형 후에 변

형된 시편은 변형된 미세조직을 유지하기 하여 수냉하 다.FE-SEM에 부착된

EBSD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변형된 시편의 미시집합조직 정의 변화를 분석하

다. 한 이론 인 측면에서 HCP결정구조를 갖는 다결정 Mg합 의 집합조직

발달과 거시 특성은 연속체결정소성이론에 기 하여 작성된 ABAQUS/Standard

의 finiteelementcode를 사용하여 모사하 다.속도의존 구성 계식은 ABAQUS의

사용자 재료 서 루틴 UMAT에서 이론 으로 고려하 다.

Fig.123.Inversepole figuremap (the position ofthe ND in the colored

stereographictriangle)showingthetextureevolutionofAZ31Mgalloys:

(a)as-rolled,(b)truestrain=0.05and(c)truestrai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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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a)는 압연된 AZ31Mg합 의 미시집합조직을 보여 다.이 합 은 비교

불균일하고 조 한 결정립 크기의 분포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단지 압축시편의 미시집합조직만을 고찰하 다.그림 123(b)는 0.05의

진변형률까지 일축압축한 후 AZ31Mg합 에 발달하는 미시집합조직을 보여 다.

0.05의 진변형률까지 일축압축한 후의 정띠는 모 결정립을 통하여 핵생성되고

하 다. 정 역의 형상은 즈형이나 부분 으로 된 형태로 분류할 수 있

다.그림 123(c)으로부터 0.1의 진변형률에서 정띠의 는 모 결정립의 고경각계

나 정립계에의 다른 정띠와 충돌하여 억제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24은 RD방향으로 각각 0.05,0.1의 진변형률까지 변형된 AZ31Mg합 의 압

축시편으로부터 측정된 변형집합조직을 보여 다.미시집합조직은 정에 의한 재

방 로 많은 결정학 격자들이 RD로 회 되었음을 보여 다.이 결과는 정이

존재하진 않는 격자들은 결정학 방 의 진 인 회 에 의해 거시 변형을 수

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124.ExperimentallymeasuredpolefiguresandODFsectionsshowingthe

deformationtextureoftheCA//RDspecimen:(a)truestrain=0.05and(b)true

strain=0.1.

결정소성유한요소해석(CPFEM)을 증명하기 한 하나의 로서 200℃에서 측정된

AZ31Mg합 재의 집합조직 발달과 거시 특성을 측하 다.

그림 125(a)는 TA//RD시편에 한 각 변형모드의 상 인 활동도 변화를 보여

다.소성변형은 주요 모드로서 basal<a>슬립의 활동으로 시작된다.basal<a>슬립

은 변형하는 동안 격히 감소되고 prismatic<a>와 pyramidal<c+a>슬립은 격히

증가한다.그림 125(b)는 CA//RD시편에 한 각 변형모드의 상 활동도의 변화

를 보여 다.소성변형은 주요모드로서 인장 정과 basal<a>슬립의 활동으로 시작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연속 으로 소성변형 시 인장 정은 차 으로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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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amidal<c+a>슬립은 진 으로 증가하 다.

Fig.125.Relativeactivitiesofthefivedeformationmodesoftheuniaxialloading

specimensmeasuredat200℃ :(a)TA//RDand(b)CA//RD

재 CPFEM에 용한 PTR모델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해 정분율을 모사하 다.

그림 126은 일축압축 시 정분율의 변화를 보여 다. 랑색과 빨강색 요소는 각

각 정이 아닌 역과 정 역의 부분으로 의미한다.최근에 EBSD를 사용하여

미시집합조직의 분석을 통해 정띠가 소성변형동안 모결정립에서 핵생성되고

되는 것을 증명되었다. 재 매핑법은 변형된 모결정립에서 정띠의 핵생성과

를 모사하기에는 합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이런 문제 을 극복하기 해

기 배열로서 실제 미세조직을 기 로 한 CPFEM이 AZ31Mg합 에서 불균일한

변형거동을 모사하기 해 사용되었다.

Fig.126.Evolutionofthedeformationtwinningduringuniaxialcompression:

(a)truestrain=0.05,(b)truestrain=0.1and(c)truestrain=0.15

그림 127은 일축압축 시 CA//RD 시편의 정 분율의 발달을 보여 다.EBSD결과

로부터 200℃가 낮은 변형률 수 에서 정이 지배 인 변형에 한 온도임을 알

수 있다.압축시편의 정분율은 약 0.03의 임계 변형률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CPFEM은 실험 인 오류를 고려하면 낮은 변형률 수 에서

CA//RD시편에 발달하는 정분율을 성공 으로 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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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7.Comparison ofexperimentally measured and theoretically simulated

twin-volumefractionintheCA//RDspecimens.

나.경량소재의 집합조직 측정 성형성 평가

자동차 경량화를 해 최근 용하고 있는 BH강(BakeHardeningsteel)의 거시

집합조직을 측정하기 하여 성자회 을 이용하 다. Four-circle neutron

diffractometer(FCD)이용하여 측정된 완 극 도로부터 WIMV방법을 사용하여 3

차원 방 분포함수(ODF)를 계산하 다.집합조직분석을 한 시편은 길이와 폭이

10mm로 동일하게 하여 비하 다.BH강의 성형성을 이론 으로 평가하기 해

연속체결정소성이론에 기 한 결정소성유한요소해석(CPFEM)을 수행하 다.유한요

소해석은 ABAQUS/Standard상용 로그램에 사용자 서 루틴 UMAT을 개발하

여 성형성을 이론 으로 평가하 다.본 연구에서는 이론 으로 평면이방성

(R-value,Yieldstress)계산 디 드로잉공정에 한 이론 모사를 수행하 다.

디 드로잉공정을 실험 으로 수행하기 하여 DR(Drawing Ratio)은 2.0으로

Punch Blank직경은 각각 40mm,80mm로 고정하 다.실험 인 데이터와 유

사한 결과를 얻기 하여 결정학 방 계를 이용하여 이론 인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128(a)와 (b)는 Neutron회 을 이용하여 얻은 거시집합조직을 3D Euler공

간 

에서 나타낸 방 분포함수결과를 보여 다.열처리된 BH강의 주

집합조직은 -fiber인 <111>//ND성분과 함께 {554}<225>성분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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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8.InitialtextureofannealedBH steelsheets-ODF

(a)3DEulerspace (b)

section

BH강의 평면이방성(R-value,Yieldstress)을 이론 으로 측하기 해 성자

회 을 이용하여 측정한 거시집합조직에서 1000개의 방 를 계산하 다.BH강의

평면이방성에 가장 지배 인 인자는 결정학 집합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론 인 해석을 하여 결정학 방 의 이해가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방 맵핑

방법에 따른 이론 인 결과와 실험 인 결과를 비교 고찰 하 다.그림 129은 일축

인장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사용한 기 메쉬 경계조건을 보여 다.

BH강의 CPFEM 해석을 하여 두 가지의 맵핑기술을 사용하 다.Random

Mapping(RM)은 1000개의 방 로부터 random하게 5개 방 를 추출하여 각 분

에 맵핑하는 기술이다.MisorientationbasedMapping(MM)은 1000개의 방 로부

터 random하게 추출한 단일방 와,나머지 방 와 불일치각도를 계산하여 낮은 값

의 불일치각도을 갖는 방 4개를 순차 으로 맵핑한다.

Fig.129.Initialmeshandboundary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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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a)는 실험결과 CPFEM을 이용하여 계산된 방향별 R-value결과를

보여 다.CPFEM의 결과는 실험결과에 비하여 높은 값을 갖으나,방향별 R-value

경향은 맵핑 방법에 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그림 130(b)는 실험결과

CPFEM을 이용하여 계산된 항복응력 결과를 보여 다.실험결과와 이론 으로 계

산된 결과가 매우 일치하 으며,MM 맵핑방법으로 이용하여 얻은 항복 응력 값은

실험 오차범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Fig.130.PlanaranisotropyofBH steelsheets

(a)R-valueanisotropy (b)Normalizedyieldstressanisotropy

그림 131은 디 드로잉 공정 CPFEM해석을 수행하기 한 형상 단면도를 보

여 다.CPFEM해석은 Blank의 칭을 가정하여 1/4만 해석을 수행하 다.총 918

개의 요소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으며,요소 마찰계수는 각각

C3D8R,μ=0.05를 사용하 다.그림 132(a)와 (b)는 맵핑 방법에 따른 CPFEM 실

험 으로 측정된 귀 높이 결과를 보여 다.RM맵핑을 용한 CPFEM결과가 압연

방향(RD)를 기 으로 0°~90°에서 측정된 earing profile을 과소평가하 다. 한

MM맵핑을 용한 CPFEM결과는 RD를 기 으로 0°~45°사이에서 측정된 earing

profile을 정확하게 측하 다.본 연구로부터 earingprofile을 측하는데 방

맵핑 방법의 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향후 성형성 평가를 한 모델링에 용

이 기 된다.



- 143 -

Fig.131.Geometryofthetools

Fig.132.Comparisonofbetweenexperimentalandsimulatedearingprofiles

(a)Random Mapping(RM) (b)MisorientationbasedMapping(MM)

2.변형거동 in-situ측정 해석기술개발

가.다결정 벌크재료의 In-situloading시 결정립에 발달하는 internalstrain/stress

측기술 개발

본 연구의 목표는 다결정 벌크 구조재료의 In-situloading시 결정립에 발달하

는 internalstrain/stress,즉 변형 거동을 in-situ측정 해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체 연구 내용,방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Dualphasesteel의 in-situloading시의 inter-granularstrain측정기술 개발

변형거동 해석 이상 구조강 (ferrite-austenitedualphasesteel)의 in-situ인

장 변형시 탄성 소성 역에서 각 상의 변형 거동을 찰함

-측정 부피 5(width)x3(height)x2(detector)mm
3
,1.457A 장에서 회 각



- 144 -

시험편

중성자빔

RSI in-situ 인장거동 시험 인장거동 시험 (Top-view)

(a)

(b)
(c)

을 각각의 (hkl)에 따라 약 40도 100까지 회 하면서 총 bccferrite4peaks,fcc

austenite5peaks을 약 5분 간격으로 측정함

- 두 상간에는 다른 탄성,소성 변형을 확실히 보여주며 각 (hkl) 간의

intergranularstrain거동도 측정됨

구체 시험편으로는 니 감형 2상 (ferrite-austenite)스테인리스 상이며 이

시험편을 인장시 재료 변형거동을 측정하여 신 강종 개발의 과학 근거 자료를 제

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다. 제조된 니 감형 2상 강종은

Fe-25Cr-8Mn-4Ni-4Mo-0.48N 성분으로 재료연구소 (KIMS)에서 제조되었으며 인장

변형에 한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의 상 인 변형거동을 찰하기 해 in

situ실험을 하나로 ST1빔라인 RSI(ResidualStressInstrument)장비로 수행하

다.

그림 133.RSI 성자회 장치 insitu변형거동 측정시험을 한 인장장치 설

치 (a)인장장치 구성모습,(b)인장장치의 ST1빔라인에 설치 모습,(c)인장방향

빔투과 방향

RSI장치는 엔지니어링 에서 잔류응력과 변형거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정 측

정 장치로 본 연구를 해 변형량이 조 되는 3축 인장 시험 장치를 개발하여 정확

한 인장 (Load)시의 회 를 측정가능 하 다.인장변형 시 두 상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피크 변화를 찰하기 해서 실리콘 (220)단결정 단색기를 사용하

으며 오스테나이트 (111),(200),(220),(311),(222)그리고 페라이트 (110),(200),

(112),(220)회 면을 측정할 수 있도록 PSD(Position-SensitiveDetector)를 회 시

키며 회 패턴을 얻었다.실험에 사용된 RSI장치 구성,insitu인장장비,인장시

의 빔 투과 방향을 설명한 사진을 그림 133(a)-(c)에 각각 나타내었다.

먼 insitu변형 시 얻은 응력 (load)과 변 (displacement)결과를 응력-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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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으로 환산하여 그림 134(a)에 나타내었다.일정 하 혹은 변형 후 성자 회

측정시간은 각 응력 단계에서 약 70분 정도 고,인장 후 측정 시에는 응력 완

화(stressrelaxation) 상이 약 50MPa정도 발생되나 이는 응력 증가 후 기에

격히 발생되어 70분간의 측정시에는 항상 일정한 응력이 유지됨으로 동일 응력하

에서 변형거동을 각 (hkl) 형별로 측정 연구 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Insitu변형 시 탄성 소성 역에서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 상의 변형거

동을 찰하기 해 탄성 역에서는 응력조 로 1.5,3,4kN까지 그리고 항복 이

후의 소성 역에서는 변형조 로 2,3,4,5.5,7mm까지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그림 134(b)은 insitu변형 시 두 가지 변형 단계 (i)0KN,0mm변형,(ii)5.3

KN,7mm 변형에서 측정한 스테인 스 스틸 (fcc)311peak의 형태이다.Peak의

치변화가 뚜렷하며 이는 시험편의 면간 변형 (latticestrain)의 계산에 이용된다.

그림 134.(a)인장변형 곡선 (b)insitu시험시 측정 형 (오스테나이트 311

peak)

그림 135는 insitu변형 시 외부 응력 변화 (load)에 한 격자면 변형 (lattice

strain)측정결과를 분석하여 나타낸 결과이다.다결정 재료에 가해진 인장 응력

(appliedstress,Load,x축)에 따른 다결정 재료 시험편의 latticeplanestrain(y축)

측정 결과 bccferrite강 (110)peak과 fccstainless강 (111)peak의 거동을 보여

다.먼 탄성 역에서는 두 상의 latticestrain값이 선형 으로 증가하며,두 상

의 탄성계수의 차이에 의해 탄성 역에서의 기울기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interstrain이 각 입자마다 다르게 발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소성

역의 경우 페라이트는 거의 선형 인 strain값의 증가를 보이는 반면 오스테나이



- 146 -

트의 경우 탄성 역 이후 기울기 증가가 감소하다가 다시 후반부에 격히 증가되

는 양상을 보인다.이러한 소성 역에서의 두 상의 latticestrain 차이는 stress

partitioning때문에 발생하며,페라이트보다 오스테나이트에 소성변형이 먼 시작

됨을 의미한다.소성변형 후반부에서는 오스테나이트의 기울기 증가가 상 으로

페라이트보다 큰 것 한 특이할만한 결과이다.

총 9가지의 (hkl)결과를 종합하여 단하여 볼때 결정면에 따른 latticestrain

값의 차이는 소성변형에 한 이방성(anisotropy)와 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이후 결정립 변형 측 모델링에 요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그림 135.인장 변형시 따른 페라이트 (110)와 오스테나이트 (111)의 latticestrain의

변화

나.다결정 벌크재료의 In-situ변형시 집합조직 발달을 고려한 internalstrain/stress

측기술 개발

자동차 산업에서 차체 경량화와 승객 안 성을 확보하기 해서 고강도 강 인

DP강(DualPhasesteel)의 사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다.DP강은 연한 페라이트의 기

지 내에 소량의 경한 마르텐사이트로 구성된 이상 조직강으로 마르텐사이트 분율

에 따라 기계 물성의 차이가 발생한다.실험 으로 측정된 기계 물성 성형성

을 이론 인 해석과 비교하기 해서는 상에 한 기계 물성이 우선 으로 필요

하다.본 연구에서는 In-situ 성자회 기술을 이용하여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

의 물성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EBSD를 이용하여 결정방 를 측정하고

IQ(ImageQuality)값으로부터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상을 분리하 다.이론

인 측면에서는 ABAQUS/Standard상용 로그램에 사용자 서 루틴 UMAT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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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정소성유한요소해석(CPFEM)을 수행하 다.일축인장 유한요소해석으로터

얻어진 결정내부 탄성변형률을 실험 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136은 EBSD를 이용하여 측정한 각 상에 한 미시집합조직을 보여 다.측

정한 데이터에서 각 상을 분리하기 하여 IQ의 값을 Gaussian함수를 용하여 각

상에 한 분율을 결정 하 다.두 상 모두 -fiber인 <110>//RD가 주 집합조직으

로 분석되었다.그림 137는 일축인장해석을 해 사용한 기 메쉬 경계조건을

보여 다.1000개의 요소에 EBSD로부터 분리한 각상의 방 를 random하게 맵핑하

으며,3D solidelement인 C3D8R를 이용하 다. 한 입방정 결정 칭을 고려

하여 3개의 독립 인 탄성상수를 사용하 다.

Fig.136.Phaseseparationusinganimagequalitytechnique

그림 138은 일축인장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얻어진 각 총변형률에 따른 탄성변

형률 유효응력을 보여 다.그림 139는 이론 해석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각

상의 (200),(211)회 면에 발생한 내부 탄성 변형률의 결과를 보여 다.CPFEM으

로부터 계산된 페라이트 상에서 각각 (200),(211)회 면에 발생한 내부 탄성변형

률은 실험결과와 일치하 다.반면 마르텐사이트 상에서 (211)회 면에 발생한 내

부 탄성변형률은 실험결과와 비교하면 낮게 측하 다.향후 추가실험 이론

인 모델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그림 140는 이론 으로 계산한 페라이트와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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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사이트상의 물성 값을 보여 다.그림 139에 나타낸 각 상의 내부 탄성변형률이

이론값과 실험값이 일치할 때까지 각 상의 microscopichardeningparameter를 변

화시켜가며 해석을 수행하 다.본 연구결과로부터 DP강 뿐 만아니라 CP(Complex

Phase)와 같이 여러 상으로 구성된 재료에서 각 상에 한 물성을 이론 으로 확보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으며,향후 이 분야에 범 한 용이 기 된다.

Fig.137.Initialmeshandboundarycondition

Fig.138.Evolutionofelasticstrainandeffectivestressduringuniaxial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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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9.Evolutionofinternalelasticstrainineachphaseduringunaxialtension

Fig.140.Determinationofmicroscopichardeningparameterforeachphase

(a)microscopichardeningparameter (b)strain-stressflow curve



- 150 -

(a)

(b)

(a)

(b)

제 7 거 구조물 잔류응력 측정,분석법 확립 이용

연구

1.가공/열처리에 따른 잔류응력 평가기술개발

가.열가공/변형 재료 극후 (50mm 두께 이상)강재의 두께 방향 잔류응력

측정 해석

본 연구의 목표는 가공 열처리에 따른 잔류응력 평가기술개발을 해 용

시험편 가운데 극 후 (50mm 두께 이상)강재를 선택하여 그 시험편의 두께방향

으로 잔류응력 측정하고 해석 수행하 다.구체 인 연구내용 성자 회 방법

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1참조).

-50mm 두께의 열간 압연가공된 후 모재 이 재료의 용 시험편의 두께방

향 잔류응력 측정 분석하고자 함

-구부린 단결정 단색기 (bentperfectcrystalmonochromator)Si(111)사용하여

성자 빔을 집속하여 빔 세기 (intensity)와 분해능 (resolution)을 극 화 함

-take-offangle45°에서 wavelengthof2.4A을 사용하여 장이 낮은 total

neutron cross-section에 치하여 attenuation을 최소화, 최 투과능

(penetrationcapability)을 가지도록 설계함

-(110)peak,bccferrite,2θ=71.7°회 조건을 사용하 으며 112Braggedge를

피한 장을 선택하여 형의 오류범 를 벗어남.

그림 141.RSI 성자회 장치에 50mm 용 시험편이 장착된 모습;(a)잔류응력

측정 한 시험편의 table에 설치 모습,(b) 성자 빔 alignment 시험편

positioning을 한 이 치 보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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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peakresolutionandintensity를 얻어 50mm 두께의 잔류응력을 gauge

volumes2x2x8mm
3
(longitudinalcomponent)and2x2x20mm

3

(transverse/normal components)으로 부터 측정하여 두께방향 응력분포를

mapping제시함

최근 강구조물의 형화에 따라 극후 (두께 50mm 이상)강재의 사용이 토목,

건축 그리고 조선분야에서 폭 넓게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극후 강재를 용

로세스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강재의 가공/열처리 용 로세스에 따라

재료의 두께방향의 잔류응력의 분포가 서로 다르게 발생되고,이것이 취성 괴의

양상에 크게 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조선업계의 경우 형 컨테

이 선의 건조요구에 의해 두께 50mm 이상 강재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각 종 열/변형 로세스에 따른 두께방향의 잔류응력이 취성 괴 능력

에 하게 차이가 있어 이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따라서 극후

강재의 용 잔류응력을 정확히 측정 분석하는 것이 필수 이며 이후 구조물

의 작스런 취성 괴에 미치는 향을 측 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될 것이

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극후 강재의 두께방향의 용 잔류응력에 해 성자

측정방법을 개발하 다.기존의 성자 회 측정방법은 세계 으로 약 30mm 두

께 재가 최 한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최 투과 깊이를 확보

하기 해 다음과 같은 2가지 핵심 기술을 개발하 다:(i)구부린 단결정 단색기를

이용하여 성자 빔을 집속하여 그 세기와 빔 퍼짐성을 극소화 하는 고분해능 빔

제조 기술,(ii)회 시 성자 빔의 충돌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자 Cross-section이

최소화된 장 (oss-sectio)를 선택하는 기술 (그림 142참조).이상의 2가지 핵심기

술은 성자 빔이 재료의 깊이 방향으로 집 으로 투과하여 회 가 측정되기

한 가장 요한 요소이다.그림 1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부린 단결정 단색기

(bentperfectcrystalmonochromator)Si(111)사용하여 cross-section이 최소인

take-offangle45°,2.39Å의 장을 사용하여 50mm 두께 용 시험편의 잔류응

력 측정에 성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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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각 (hkl)회 면에 한 Ferrite강의 totalcross-section계산 값 (2.39Å

의 장이 최소값을 가져서 투과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보여 )

그림 143(b)은 본 연구의 결과로 2.39Å의 장을 사용하여 용 부 두께 방향으

로 잔류응력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먼 그림 143(b)에서 보인 바와 같이 용

단면 의 심 (0mm)으로부터 각각 20,50,100mm 떨어진 지 에서 표면으로

부터 5mm 간격으로 깊이 방향으로 순차 으로 측정 하 다.3축 주응력 방향 변형

(latticestrain)을 측정(용 선방향,용 선 직각방향 두께방향)하여,이를 Hooke's

law에 따라 3축 주응력으로 계산하 다.그림 14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깊이방향

잔류응력의 분포는 sine곡선과 유사한 변화를 보이며 이는 기존의 괴 방법을

이용한 몇몇 문헌들과 유사함을 밝 둔다.

깊이 방향 profile을 토 로 하여 용 선 방향 (longitudinaldirection)의 응력 분

포를 용 단면 에 도식화 (mapping)하여 그림 143(b)에 나타내었다.가장 주요한

특징은 시험편에 가장 유해한 최 인장응력이 용 선 (0mm)이 아닌 열 향부

(20mm)지 의 두께방향 약 (40mm)지 에서 가장 크게 발달되어 약 460MPa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이는 본 모재 시험편 강재 (TMCP)의 항복강도에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이 지 에 아주 높은 잔류응력이 분포하여 크랙 등의 피괴

상이 진 될 가능성이 큼을 알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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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성자 회 법을 이용한 50mm 두께 후 용 부의 잔류응력 측정 결

과:(a)용 부 심선으로부터 0,20,50,100mm 지 의 깊이방향 응력 분포,(b)

용 단면에 한 용 선 방향 응력분포 mapping결과.

나.피로 특성에 따른 잔류응력 측정 기술 개발

본 연구의 목표는 고온 일축 변형 실상황 물성 측정 기술 개발로서 고주 피

로시 변형량 (displacement)에 따른 순간응력 (amplitudestress)의 측정기술 개발이

다.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07cycle이상의 피로시험을 단기간에 수행하기 해 고주 (20kHz) 음

피로시험법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 가장 요한 실험 인자는 재료

끝단부에서 최 순간 응력 (Maximum stressamplitude)값이며 이는 피로거

동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

- 이러한 순간응력을 측정하기 해 음 피로시험시의 시험편 변형

(displacement)와peakbroadening분석하 다.

-순간응력을 in-situ측정하기 하여 fccAl(111)peak을 2θ=76.8°에서 gauge

volume2x2x2mm3로 측정함 (그림 144참조)

-20kHzfrequency,displacement20~55μm의 Alalloy시편 음 실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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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broadening 상이 뚜렷이 발생함

-이 peakwidth의 증가는 입자면의 vibration에 의한 amplitudemode와 계

있으며 width와 displacement,strain/stress간의 상 계 곡선 (calibration

curve)을 제시하여 이후 최 응력을 해석하고자 함

그림 144.RSI 성자회 장치를 이용한 고주 피로시험:(a)insitu 음 피로

시험 장치가 장착된 모습,(b) 음 알루미늄 피로 시험편에서 진동 발생시 peak

형태가 넓어지는 형상 측정

그림 145은 음 피로시험시의 진동 변형량 (displacement)에 따른 peak형태

변화를 peakwidth로 나타낸 것이다.먼 그림 14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동 변

형량을 일정하게 고정하고 ( 55μm) 음 진동를 on-off를 3회 반복시키면 off

상태에서 peakwidth가 약 40channel(약 0.33degree)이던 것이 60channel

(0.52degree)이상으로 격히 증가되는 상을 찰 할 수 있다.이는 20kHz고

주기 음 진동에 의한 격자면 (본 시험의 경우 111면)의 이동에 의한 peak

broadening 상이며 이는 다른 진동 주 수,즉 진동 displacement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난다.단,진동 displacement가 은 경우에는 격자면 이동도 어 peak

width도 은 값을 보인다.

따라서,진동 displacement에 따른 성자 격자면의 간격 변화와 이에 따른

peakbroadening값을 일반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45b참조).이때 2가지

변수 (displacement와 peakbroadening)간의 상 계는 진동 변형량에 따른 각각

의 시험편에 발생되는 strain값 계산에 이용될 수 있다.즉,진동시 발생 width와 각

시험편의 strain,stress값과의 상 계를 일종의 표 화된 calibrationcurve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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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이다.이는 이후 복잡하고도 다양한 재료 형상을 가진 시험편의 진동

시험시 발생되는 최 응력값 (maximum amplitudestress)의 계산에도 매우 유용

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를 들어,임의 재료의 진동시 성자 회 법으로 원

하는 극소 부 의 peakwidth값을 얻어 내고 이에 해당하는 진동 displacement를

표 화된 curve로 환산하여 해당 시험편 strain값 stress값 제시,이 값을 설계

에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림 145.RSI 성자회 장치를 이용한 고주 피로시험 결과:(a)insitu 음

피로시험시 음 진동여부에 따른 peak broadening 발생 결과,(b) 진동

displacement에 따른 측정 의 peakbroadening과의 상 계 (calibrationcurve)

측정

2.용 에 따른 잔류응력 측정 분석기술개발

가.용 특성에 따른 잔류응력 거동연구

조선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강구조물이 형화됨에 따라서 후 강재의 수요량

증가와 함께 용 강종의 범 한 폭넓게 증가 되고 있다.특히,조선산업 에서는

선박의수송 효율의 극 화를 하여 컨테이 선의 형화가 속하게 진행되고 있

으며,2011년 18,000TEU 이상의 형 컨테이 선이 건조되고 있다. 형 컨테

이 선의 건조와 함께 강재의 강도 두께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고 있

다.이에 따라 극후 부 의 용 시 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해 새로운 용 공법

이 개발되고 있다.그 한 가 기존의 럭스코어드 아크용 법 (FCAW,flux-cored

arcwelding)을 바탕으로 하는 다층 용 법 (multipass)을 지양하고 일 트로 가스

용 (EGW,electrogaswelding)공법이 개발되어 극후물을 일층 용 법 (one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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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합하는 신기술이 개발되었다.따라서 극후 용 부의 균열발생 와

정지에 결정 인 향을 끼치는 잔류응력의 정확한 측정과 분석이 실히 필요하

다.

그림 1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 230mm,폭 300mm,두께 70mm의 동일

한 크기의 2개 용 시험편을 각각 단층,다층 용 하여 비하 다. 성자 빔의

측정 치는 용 앙선으로부터 0,30,60,100mm 떨어진 지 으로 용 상부로

부터 깊이 방향 5mm 지 으로 부처 깊이 방향으로 5mm 간격으로 45mm 지

까지 한 측정선당 13개 지 ,총 52지 의 응력값을 종합 으로 측정하 다.회

조건은 용 선 방향 (LD) 직각 방향 (TD)방향 측정을 해 bccferrite(110)

형을 2.39Å의 장을 이용하여 회 각 71.7도에서 측정하 으며 시험편 두께 방향

(ND)측정을 해서는 fccferrite(211) 형을 1.55Å의 장을 이용하여 회 각

82.5도에서 측정하 다.이 때 사용된 성자 빔의 크기 (게이지 볼륨)은 4x4x8

mm
3
(LD측정) 4x4x20mm

3
(TD&ND측정)을 사용 하 음을 밝 둔다.

0
30

60
100 mm LD

ND

TD

300

230

Unit: mm

70

z (ND)

x (LD)
y (TD)

topcenterline

bottom

one-pass multi-pass

(a)

(b) (c)

그림 146.용 특성에 따른 잔류응력 측정을 한 시험편 형상:(a)용

시험편의 크기 성자 잔류응력 측정 치,(b)단층 용 시험편의 단면,(c)

다층 용 시험편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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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a)용 부의 3축 잔류응력 측정을 한 시험편 측정 모습,(b)각 시험편

조건에서의 최악조건에서의 회 형의 분석

완 한 응력 해석을 해 그림 1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편의 용 선 길이

방향 (LD),직각 방향 (TD),두께 방향 (ND)의 형 치 변화에 따른 변형량을 각

각 측정하 다.각각의 시험편 셋 에 따라 형을 사진 아래에 첨부 하 으며 이

들 형은 70mm 두께 시험편의 두께 가운데 지 (35mm)에서 측정한 것으로

가장 낮은 빔세기와 폭을 나타낸다.각각의 조건마다 분석 가능한 정도의 형을

얻기까지 소요된 측정 시간은 약 1시간에서 최 15시간까지 소요되었다.이 게

측정된 각 형은 Gaussianfitting을 통해 형의 치를 결정하고 치 변화를 변

형량과 연결하고 3축 직각방향의 응력으로 계산하여 그림 3에 시험편 두께에 따른

잔류응력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148의 (a)와 (b)는 단층용 (EGW)의 용 선으로부터 각각 0,30mm 떨어

진 지 의 깊이 방향으로의 잔류응력 분포이며 (c)와 (d)는 다층용 (FCAW)부의

동일지 에서의 응력분포를 나타내어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그림 14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2가지의 용 법에 따른 깊이방향 잔류응력의 분포는 확연히 다르다.먼

단층용 의 경우 용 선으로부터 30mm 떨어진지 ,표면에서 20mm 지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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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인장응력 (용 선 길이방향의 응력으로 약 520MPa)을 보인다.반면에 다

층용 부의 경우는 용 선 앙 (0mm)선의 용 상부 표면 약 5mm 지 에서

가장 큰 인장응력 (용 선 길이방향으로 약 550MPa)을 나타낸다.이는 용 공법

의 특성가운데 잔류응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인자인 입열량 (heatinput)의 차이가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즉,단층용 의 경우 입열량이 55KJ/mm 인데 반해 다층

용 의 경우 입열량이 약 2KJ/mm에 미치지 못한다. 한,단층용 공법의 경우

2pole 극이 한번에 1pass용 하는 것에 반해 다층용 공법의 경우 1pole

극이 총 60회 이상 반복 용 을 수행하여 재료의 온도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응력분포를 바꾸는 것으로 설명 된다.이러한 후 용 부의 용 특성에 따른 잔류

응력의 깊이방향의 분포는 극후 의 괴안 성 확보에 있어 균열생성 정지 성

능 (Crackinitiation& arrestfracturetoughness) 별에 매우 요한 기본 자료

로 형 괴시험과 더불어 극후 용 부의 취성균열정지 특성을 평가하는 방향으

로 제시된다.

그림 148.단층 용 부 (onepass)의 용 선으로부터 (a)0mm,(b)30mm 떨어진

지 의 깊이 방향으로의 잔류응력 분포,다층 용 부 (multipass)의 용 선으로부터

(a)60mm,(b)100mm 떨어진 지 의 깊이 방향으로의 잔류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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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상 합된 복잡형상 용 구조물의 잔류응력 측정 분석

극악한 환경의 원 구조물은 응력부식균열 (PWSCC),인장 잔류 응력, 작

스런 균열,피로 괴 상 등 순차 인 제품 유해 상을 야기한다.국내 원 구조

물의 제조공정 기술향상을 하여 이러한 상의 원인과 해결기술 개발이 실하

다.원자력 발 설비 선진국들은 원 구조물에 한 체계 인 연구와 고도의 기술

력을 보유하여 이를 표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EPRI,TWI,AWS,JWS)원자력 선

진국으로서 우리도 기 개발된 원자력 주요기기 최신 핵심 공정기술에 한 과학

근거 실측된 자료제시가 필요하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성자법을 이용

한 원 노즐 (nozzle)부를 모사한 다상 합된 복잡한 용 합부에 한 잔류응

력 측정을 수행하고 원 압력용기 이종 용 (dissimilarweld)부 오버 이(overlay)

노즐 정비기술 개발을 한 잔류응력 분포 측정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림 149.(a)원 노즐부를 모사한 이종용 (dissimilar) 이 오버 이된

(overlayed)이종용 이 시험편,(b)시험편의 크기 복합 구조물의 세부

치수도 (상),이종용 부 각 부의 사용된 재료 성자 잔류응력 측정 치 (하)

먼 그림 149와 같이 비된 페라이트계 강 (SA 508)과 오스테나이트계 강

(alloy182 SA 182F316L)로 구성된 복잡한 다상 합 구조물 시험편을 비하

다.그 가장 취약한 곳으로 사료되는 이종용 합부의 앙선을 따라 잔류응

력을 성자 잔류응력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구체 인 측정 치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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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b,하)에서와 같이 페라이트 강과 오스테나이트 강의 합부 앙선 (centerline)

을 따라 이 표면에서부터 깊이 방향으로 1mm 간격으로 최 14mm 깊이 지

까지 측정하 다.5mm 두께의 오버 이 시험편 경우는 이 표면에서부터 1,

3mm 지 의 잔류응력을 측정하여 비교하고자 하 다.

성자 측정을 한 회 조건으로는 fccaustenite(311) 형을 1.46Å의 장을

이용하여 회 각 84.6도에서 측정하 으며,이 때 사용된 성자 빔의 크기 (게이지

볼륨)은 장축방향 (Axialdirection,AD)과 두께방향 (Radialdirection,RD)의 측정

을 해 1x1x20mm
3
, 선방향 (Hoopdirection,HD)의 측정을 해서는 1x1x8

mm
3
를 사용 하 음을 밝 둔다 (그림 150).이종 합부의 경우는 페라이트계와 오

스테나이트계 강 간의 상당량의 화학성분의 희석과 섞임 상이 있을 것으로 단

되며 이러한 화학성분의 회 치에 한 향을 없애기 해서 마크로 응력

(macro stress)을 제거하고 화학성분 변화만 남아있는 기 시험편 (stress-free

sample)을 제작하여 각 시험편으로부터 제작하여 격자면 간격 (d-spacing)을 측정하

고 이를 기 값 (do)으로 사용하여 잔류응력 값을 계산하 다.

일반 인 이 용 의 경우 이 외부 내부에 크랙 시작 에 유해한 인

장응력이 발달되는데 이는 그림 151과 같이 Weldpipe시험편의 결과에서도 확인

된다. 이 시험편 (우:weldpipe)외부에 약 200MPa,내부에 약 300MPa인장

응력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반면에 오버 이 이종 용 부 이 의

경우는 시험편 오버 이부 이 외부 에 약 100MPa의 약한 인장 응력이 발

달되고 내부로 갈수록,특별히 약 10mm 지 부터 격히 압축응력으로 변경되어

최 600MPa의 압축응력이 발달됨을 알 수 있다.본 결과 (검은색 사각형)는 한국

원자력연구원 RSI장치 측정 결과이면 이를 재차 검증하기 해 미국 오크리지 연구

소 잔류응력 측정용 성자 장치 (NRSF2)를 이용하여 교차 측정한 결과 (붉은색 원

형)두 장치 사용 결과가 모두 유사한 결과를 얻어 RSI장치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종 용 부의 잔류응력에 한 평가는 노즐부의 유해 응력 개선을 한

신 공법에 한 연구에 요한 결과물이며 오버 이 (overlay)공법이 용된 복잡

한 다상,다층 용 부의 잔류응력 측정 해석 연구로 압력경계부의 역학해석

계산에 활용될 수 있겠다.특별히 오버 이된 이 시험편 두께방향 깊이 약 10

mm 내부에서 부터 압축응력을 나타는 결과는 오버 이 공정이 이 내부 압축

잔류응력이 부식응력의 험성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주요한 정량

결과물로 제시할 수 있다.이러한 기 연구 결과물은 추후 다양한 원 구조물

의 건 성 수명 측을 한 유해한 인장 잔류응력 측정 크랙(crack)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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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변형거동 연구를 해 활용될 요한 성과물이다.

그림 150. 성자 회 장치 이용 원 노즐용 이 시험편의 3축 방향 잔류응력응

력을 측정하기 한 설치 모습,(a) 이 의 장축방향 (axialcomponent)측정,(b)

이 선방향 (hoopcomponent)측정,(c) 이 두께방향 (radialcomponent)

측정

그림 151.이종용 이 (좌:weldpipe)와 오버 이된 이종용 이 (우:

Overlay)시험편의 깊이에 따른 성자 잔류응력 측정 결과 ( 이 hoop 선

방향의 응력결과 임,검은색 사각형:한국원자력연구원 RSI장치 측정 결과,붉은색

원형:미국 오크리지 연구소 NRSF2의 교차 측정 결과,두 장치 모두 오버 이된

시험편은 이 깊이 약 10mm에서부터 압축응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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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온 일축 변형 실상황 물성 측정 기술 개발

가.일반 탄소강 내부식강의 상온/고온 인장시 열팽창 계수 인장강도 측정

본 연구의 목표는 고온 일축 변형 실상황 물성 측정 기술 개발로서 일반 탄소

강(S45C)의 고온 (400℃)인장 (20kN)시 열 팽창 계수 인장강도 측정을 목표로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험 조건은 온도 (상온 400도),인장 속도 (0.05mm/min),인장응력 (최

1400kgf,0.8x20kN)에서 성자 빔 (111)회 로 연속 인장 loading모

드에서 2x2x4mm
3
크기의 빔으로 bulk재료의 고온 물성을 측정함(그림

152참고)

-상온/고온에서의 회 탄성계수 (diffractionelasticconstant) 항복강도를 측

정하여 제시하 으며 이는 이후 잔류응력 시험분석 탄소성 모델링의 기본 데

이터로 사용함

그림 153은 상온 고온 인장 시험시 측정된 재료물성 값을 나타낸 것으로 인장

응력 (장비의 loading시 발생된 응력)과 재료의 변형 (latticestrain)과의 상 계를

보여 다.

그림 152.RSI 성자회 장치를 이용한 insitu고온 인장 실험시험:(a)insitu

고온 인장 장치가 빔라인에 장착된 모습,(b)실린더형 S45C시험편이 고온 (400도)

으로 가열된 모습 (가열된 고온 상태에서 동시에 성자 회 을 이용한 물성 측정

)-탄소강 (S45C)의 회 탄성계수 측정을 수행하가 하여 고온 물성 실상황

(in-situ)측정 실험을 수행하여 열팽창계수 고온 인장 회 탄성 계수 측정

이때 latticestrain은 결정면거리 (d-spacing)를 성자 회 로 측정하고 이때 얻어

진 peak을 분석하여 계산된 것으로 이는 재료 내부의 internalstraingauge로부터

얻은 값이라 할 수 있다.이 응력과 변형과의 계는 재료의 탄성변형 역에서는

탄성 계수 (ElasticModulus)를 나타내며 기울기에 따라 2.71x10
6
(상온,2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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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x10
6
(고온,400도)로 측정 되었다.고온의 탄성계수가 상온보다 낮은 것은 일반

이며 측정된 값의 범 는 다른 방법으로 특정된 탄성계수 범 와 유사함을 보여

다.이와 같은 실험 기술은 재료의 고온 탄성계수를 성자 회 법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이후 소성 역에서의 변형거동 연구로 확 가능한 기술을 확

보하 다.

그림 153.RSI 성자회 장치를 이용한 insitu고온 인장 실험시험 결과:상온

고온 상태에서 탄성계수를 측정한 결과

나.벌크 재료 인장시 회 탄성계수 측정 용

산업 구조물의 형화 사용 재료의 후 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다.산업

응용부분의 를 들면, 형 컨테이선의 경우 컨테이 의 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해치 코 부 (Hatchsidecoaming)이 선박 체에서 가장 두꺼운 강재가 용되며,

12,000TEU 기 으로 350MPa이상 항복강도의 80mm 강재가 용되고 있다.이러

한 후 부 는 다양한 방법으로 합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 의 용량의 열

가공 변형이 부가됨에 따라 재료의 물성이 기 모재와는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이번 연구에서는 형구조물을 한 후 재료의 잔류응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하

여 잔류응력의 계산의 결정에 요한 회 탄성계수를 측정을 수행 하 다.

일반 인 재료 인장시 bcc페라이트계 강의 벌크 탄성계수는 약 230GPa로 알

려져 있다.그러나 성자 잔류응력 계산을 해서는 각 결정면으로부터 회 시 각

각의 hkl결정면으로부터의 회 탄성계수 (diffractionelasticconstant)를 사용하여

야 한다.이는 아래와 같이 크뢰 모델 (Kronermodel)을 바탕으로 알려져 있다

(표 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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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크뢰 모델 (Kronermodel) 본 연구에서 측정한 (200),(110),(211)

결정면의 회 탄성 계수

그림 154. 성자회 용 insitu인장실험 장치 80mm 벌크 용 부의

인장시험편 비 도면

본 연구에서는 80mm 두께의 후 용 부의 각 치별로 인장시험편을 비하

고 이를 인장 하면서 탄성구간에서 결정면 마다 변형량을 측정하여 회 탄성계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핬었다.먼 80mm 두께의 다층용 시험편을 비하고 이

를 용 앙선으로부터 0,30,60,100mm 떨어진 지 에서 그림 154(a)은 실린더

형 인장시험편을 각각 비하 다.깊이로는 두께 가운데 (40mm)지 에서 평행부

길이 32mm,직경 6.25mm의 시험편을 용 선 길이 방향으로 제작하여 각 치별

로 탄성계수를 정량화 하고자 하 다.회 조건은 시험편 길이 방향의 변형량을 측

정하기 해 bccferrite(110),(200),(211) 형을 1.47Å의 장을 이용하여 회

각 41.8,60.8,71.0도에서 각각 측정하 으며 이 때 사용된 성자 빔의 크기 (게이

지 볼륨)은 4x4x4mm
3
를 사용 하 고 0kN에서 14kN까지 2kN간격으로 인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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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3가지 결정면의 변형을 각각 측정하 음을 밝 둔다.

그림 155은 성자로 측정된 (211),(200),(110)각 결정면의 변형량 (lattice

strain)과 인장시 응력 (stress,MPa)과의 계를 나타낸 결과이다.이때 각각의 기호

는 인장력에 따라 각 결정면의 변형량 값을 나타내고 실선은 크뢰 모델링에 의한

계산값을 나타낸다.이때 탄성계수는 이 그래 의 기울기로 별되며 반 로 측

정값이 계산값에 비해 낮은 기울기를 보인다. 를 들어 (200)의 경우 계산값은

173.3GPa임에 반해 실측값은 152.8GPa로 약 20GPa이상 작은 값을 나타낸다.

용 부 앙선에서부터 각각의 치별로 비된 4가지 시험편에서 측정된 결과를

로 분석된 (200),(110),(211)결정면의 회 탄성 계수를 표 5에 정리하 으며 크뢰

모델 (Kronermodel)을 이용한 계산값도 표기하여 비교하도록 하 다.측정 치

에 따라 다르나 반 으로 측정값이 계산값보다 약 4~20GPa 은 탄성 계수값

을 보이며 이 게 하되는 이유는 모재의 물성이 용 공정의 입열에 의해 항

복강도로 열화되는 상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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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인장시 회 탄성계수 측정 결과 크뢰 모델과의 비교 (용 부에서

비된 시험편의 211,200,110격자면의 응력에 한 변형량 결과)

측정된 회 탄성계수를 후 용 부의 두께방향 잔류응력 분포계산에 용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여 보았다.먼 ,폭 230mm,길이 300mm,두께 80mm 크기

의 다층 럭스 코어그 아크 후 용 시험편을 제작하고 이를 용 상부 표면 5

mm 깊이에서 부터 최 75mm 까지 두께방향으로 5mm 씩 깊이 변화하며 잔류

응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그림 156에 나타 내었다.이 때 성자 회 는 재료

의 211결정면으로부터 측정하 으며 응력 계산을 해서는 측정 회 탄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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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11,measurement)를 201GPa사용하 다 (표 5참조).이에 반해 크뢰 모델에

의한 값(E211,modeling)은 226GPa로 약 12% 값이 크다.따라서,측정 회 탄성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응력의 분포는 10~80MPa더 작은 잔류응력 값을 보이

며 이는 벌크 용 부의 강도 물성의 하로 인한 잔류응력 값의 감소로 단된다.

얻어진 실측에 근거한 결과는 향후 잔류응력을 컴퓨터 시뮬 이션하기 한 입력

데이터로 사용될 것이며 극후물 벌크 재료의 물성 결정을 해 주요한 기본 데이터

로 활용될 것 이다.

그림 156.실측된 회 탄성 계수 값을 이용한 잔류응력의 분포 (80mm 두께의

다층 용 부 두께방향)와 모델링에 의해 계산된 회 탄성계수 이용한 잔류응력

값의 비교

4.상온 고온 인장 물성 연구

가.고온 상변태 측정기술개발

430계 스테인 스강의 물성 리징 개선을 해서는 열간 압연시 고온에서 오

스테나이트의 상분율 조 이 필수 이다.열연 오스테나이트 상은 가열로 조압

연 구간에서 격한 분율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시료 조성 열간 압연 마무리온도

에 따른 오스테나이트의 상분율 변화를 정량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157은

Cr첨가강의 상태온도에나타낸 것으로 Cr함량 열처리조건에 알 (페라이트 압

연 감마(오스테나이트)상의 분율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실제 제조 공정에서는 시료를 알 +감마상 역인 990∼1260도 사이에서 열

처리한 후 냉하므로 고온 감마상이 거의 모두 마르텐사이트(martensite(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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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게 되고 상온에서 측정된 성자 회 상은 알 상과 마르텐사이트상으로 분

리하여야 한다.그러나 마르텐사이트상의 성자 회 상 치는 알 상의 치와

거의 동일하게 되고 두 상간의 면간 거리도 △d/d< 0.02이므로 존하는 성

자/X-선 회 장치로 두 상의 피크를 완 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와 같

은 이유로 상온에서의 마르텐사이트의 분율을 정확하게 측하기 해서 고온에

서의 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을 측정하고, 1단계에서 개발한 상온에서의 마르텐사

이트의 분율 평가법을 활용하여,고온에서 형성된 오스테나이트가 냉시에 상온

에서 마르텐사이트의 상으로 얼마나 변태되는지 평가를 수행하 다.

그림 157.Cr첨가 스테인 스강의 온도에 따른 상태도

그림 158는 제 1단 계에서 개발한 고온 시료환경장치를 보인 것으로,이 장치

는 최고 1,600도까지 올릴 수 있어 고온에서의 In-situ 성자 회 측정이 가능

하다.

그림 158.HRPD장치에 설치되어 실험 인 고온시료환경장치

그림 159은 SUS430시료에 해서 온도에 따른 상변태 거동을 보인 것으로,고온

에서 온도가 낮아질 수 록 오스테나이트 상이 증가하며,이것이 상온으로 낮아 졌

을 때에는 오스테이이트 상이 마르텐사이트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60는 상온에서 측정된 온도에 따른 마르텐사이트상의 분율을 보 으며,이를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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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In-situ측정에 의한 데이터와 비교하 다.

그림 159.SUS430시료의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피크의 변화 찰

그림 160.상온에서 측정된 SUS430시료의 마르텐사이트 분율과 고온 In-situ

분석결과 비교

다.인장 장치 Upgrade

개발한 인장장치를 3방향 주인장 응력을 측정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인장 압축

시험 피로 크랙 발생 시험시 응력해석 가능하도록 하 다.인장시의 변형거동을

찰하기 해 인장장치의 제작 활용이 필요하다.이는 특별히 피로시의 크랙시

작 거동과 이에 따른 크랙주 의 응력 분포 측정 연구에 매우 요하

며 성자 회 방법으로 3축 주인장 변형 (threeprincipalstrains)을 측정하여야만

Hoole'slaw를 이용하여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기존의 하나로 4축 인장장치는

인장축 방향의 변형을 측정가능 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3축 변형을 in-situ로

직 측정함으로서 3축 응력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61(a)은 인장,피로 균열 연구에 리 사용되는 Compactspecimen(CT

시험편)인데 이때 크랙 끝단에서 3축 방향으로 변형을 측정하여야 만 응력을 계산

할 수 있다.따라서 기존의 주인장 축으로만 인장 가능한 인장장치의 래임을 설

계하여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3축 방향 인장 시스템을 구성하 고 이 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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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b)에 첨부 하 다.

그림 161.(a)CT(Compacttest)시험편의 크랙 끝단 치와 변형 응력 계산을

한 3축방향의 도식화,(b)RSI 성자회 장치용 3축 방향 인장가능 장치의

설계도면

개발된 본 장치의 작동가능성을 검증하기 해 실제 CT시험편을 제작하고 이

를 3축 방향으로 인장시험기에 직 설치하여 빔의 간섭여부,테이블 치변화에

따른 충돌성 슬릿의 근성을 주축 방향 (longitudinal),직각 방향 (transverse),

두께 방향 (normal)으로 변형하여 가면서 확인하 다 (그림 162참조).

그림 162.CT(Compacttest)시험편의 3축 방향 인장 시험기에 설치하여 insitu

시험 test모습:(a)longitudinal방향의 변형 측정,(b)normal방향의 변형 측정,

(c)transverse방향의 변형 측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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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PSD제작 curvedPSD기 설계

    에  사 하고 는  민감   검 는  검  

 200mm(h) × 100mm(w) 다. 재 사   검 는 시간 사 에  

상  타  시 해  동 한 크  검  하고  하 다. 그림 

163는 새  한 검  상과 내  도  보여주고 ,  6는  

변수  보여 다. 그림 164는  He-3는  검  보여 다.

 6. 한 검  하학  

변수(단 ) 값

검 (mm2) 200(h)×100(w)

알루미늄 사창  께(mm) 5

검 체(bar)
3
He(5)+CF4(1.5)

검 (mm) 25

양극  직경(㎛) 10

양극  간격(㎜) 5
양극과 극사  거리(mm) 5

양극과 사창사  거리(mm) 20

극띠  간격(mm) 2
지연  56pF + 145 nH

단 지연시간(ns) 2.85

지연시간(ns) 150
지연  피 스(Ω) 50

            

그림 163. PSD  검  립 도      그림 164.   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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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SANS 이용 나노구조/기공/결함 물성 평가 기반

구축 이용연구

1.편극 극 소각 성자 산란 측정 기반 구축

가.편극 성자 발생기 제작

성자의 편극화를 해 편극 성자 거울과 헬륨 편극기를 이용한다.헬륨 편

극기의 경우 사용이 까다롭고 유지보수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성자 편극화가

80% 정도밖에 안되지만,고에 지의 성자를 편극화 시킬 수 있는 장 이 있어 단

장을 이용하는 장치에 이용된다.그러나 에 지(장 장)을 이용하는 장치 소

각 성자산란장치, 성자반사율 장치 등에는 거울형 성자 편극기는 성자 편극

화가 90~95% 이상이며,유지보수에 간단하여 냉 성자산란장치에 리 이용된다.

하나로 냉 성자 실험동에 설치된 2기의 냉 성자 소각산란장치 40M-SANS

에는 SwissNeutronics사로부터 상용화된 편극 cavity를 구입하 으며,18M-SANS

에는 자체 개발하여 성자의 2 편극화를 이용, 성자 편극화를 99% 이상의 편

극cavity를 제작하 다.제작을 해 편극 cavity마그네틱 하우징 설계 자기력선

시늉을 수행하 다.

성자는 일부물질을(Gd,Mn)제외한 부분 원소들에 양(+)의 산란 길이 도

를 갖는다.이는 자 (가시 선 역)와 달리 성자의 입사방향과 물질면 사이의

입사각이 매질 속에서의 굴 각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자의 이런 특수한

성질은 이상 인 물질 표면에 이들이 임계각 이내로 입사할 때 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일반 으로 성자거울로는 니 을 이용하는데,이는 성자를 반사시

킬 수 있는 능력의 기 인 산란 길이 도가 니 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주기 인 결정면들의 반복구조는 성자, 자,X-선 등을 회 시키는 데,인

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질을 주기 으로 반복시킨 박막구조에서도 이 회

상을 볼 수 있다.반복되는 다층박막들의 두께 변화를 통하여 회 된 선폭을 임

계각까지 넓힐 수 있는데 이를 성자 거울(neutronsupermirror)라 한다.

강자성 물질들을 이용하면 성자를 편극화 시킬 수 있다. 성자는 자신의 자

기모우멘트 때문에 자기장 하에서 스핀방향이 자기장의 방향과 평행하게 spin-up

과 spin-down두 형태로 정렬된다.이 두 가지의 스핀은 자기화 된 물질에 각각 다

른 산란능력을 지니며,이 성질을 이용하여 성자들을 편극화를 시킬 수 있다.박

막제작에 이용되는 2개의 물질 하나는 자성물질 다른 하나는 비자성물질을

이용하여 성자의 입사각을 선택하면 산란 길이 도가 다른 성자들은 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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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로 편극화가 된다.

편극 성자거울 는 유도 제작에는 여러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데, 표

인 가 강자성 물질인 Fe과 Co의 합 과 Si을 이용하는 경우다(그림 165참조).

이 편극 거울에서 FeCo합 과 같은 자기물질은 자기장내에서 자기화 되며,자기

장에서 정렬된 성자 스핀 “up","down"에 각각 다른 산란 거리 도를 가진다.

FeCo-Si의 다층박막에서 FeCo의 스핀 down의 산란거리 도가 비자성체인 Si의

산란거리 도와 부합되기 때문에 down 성자는 두 박막의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울 임계각 아래에서 부 투과되고,스핀 “up"은 회 과 반사에 의해 모두

반사된다.이러한 원리로 성자를 편극시 킬 수 있다.

그림 165 Fe/Co 합  한 편극  거울

이런 형태의 성자 편극 거울은 형태의 성자유도 의 내부에 추가로 설

치되어 성자소각산란장치에 이용된다.이런 장치를 편극 성자 cavity라 한다 (그

림 166).하지만 편극 성자 거울의 성자 반사율 측정결과(그림 167)와 같이 편

극률이 90% 정도이기 때문에 일부 up-spin 성자가 V-모양의 편극 성자 거울을

통과하여 100% 편극률을 얻을 수 없다.

최근 스 스 SwissNeutronics사는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 2 V-형 편극

성자 거울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나,같은 조건하에서 편극 성자 유도 의

길이가 길어지거나,박막의 M값이 증가하여야 하는 단 이 있다. 로 2000mm 길

이의 유도 에 V-shape의 편극 성자 거울이 설치될 경우 성자유도 과 편극 성

자거울간의 각도는 0.716로 M2 의 편극 성자 거울일 경우 우 0.36nm 이상의

성자만을 편극화 시킬 수 있다.이 경우 그림 168과 같이 2 편극 성자 거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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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려할 때 유도 길이가 증가하여,공간제약이 따르는 곳에 설치가 불가능하

다.이를 극복하기 해선 편극 성자 M값을 올리는 방법을 쓰는데,이 경우 유도

의 길이를 동일 0.2000mm로 만들기 해선 편극 성자 거울의 M값을 2배 즉

M=4의 거울로 체하여야 한다 (그림 168).M=2의 거울의 박막수가 80~100층인

데 반해 M=4의 거울은 박막수가 4000~6000층으로 가격이 4~5배정도 비싸다.두

개의 V-shape거울의 간격을 일 경우 편극률이 심하게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169).

그림 166 상   각 산란 에 는 편극

 cavity

그림 167. 독  HZB에  한 편극  거울  과  사 결과: 사 (상), 

과 (하) 결과에  같  편극  약 90% 도  알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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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8. Double V-shape 편극  도  사

시 막 M값  변

그림 169. Double v-shape 편극 거울 간  간

격에  별 편극 .  0.3nm  편극

 95% 상  해  500mm 간격  필 하다. 

[Physica B 404, 2009. 2620-2623]

그림 170와 같이 동일한 M값을 코 한을 기존의 V-shape 후반에 추가로 배

치하면,모든 성자(up 는 downneutron)는 어도 두번 편극 성 편극 성자

거울자 거울을 만나게 되므로,편극률이 n)는정도인 편극 성자를 이용할 경우 99%

의 편극률을, 한 95%일 경우99.75%의 편극률을 만들 편극 성자,즉 아래의 그림

170처럼 편극 성자거울을 배치하면,cavity총길이의 증가 없이 동일한 M값의 편

극 성자 거울로도 높은 편극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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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0. 편극  거울   한 편극  

cavity

편극 성자 거울의 2 배치를 이용한 편극 성자 cavity제작을 해 편극 성

자거울은 독일 NOB에 의뢰하여 제작 하 다 (그림 171).NOB사로부터 공 받은

편극 성자 거울은 M=2.6 편극 성자 거울을 0.5mm두께의 실리콘 웨이퍼

양면에 코 하 다.

그림 171. 독  NOB 사  공  편

극  거울(M=2.6)

성자 유도 편극 성자 거울에 자장을 공 하는 magnetichousing은

permanentmagnet를 이용하여 자체 제작하 다.Magnetichousing제작을 한

Cavity내부의 편극 성자 거울의 자기화를 한 자기력선 시늉은 Vizimag ver.

3.19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그림 172과 같이 편극 성자 거울이 설치된 성자

유도 내부의 자기력선이 성자 spin정렬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하고,마그네틱

filed가 균일하게 분포 되도록 자석을 편극 성자 거울과 평행하도록 배치하 다

(그림 172:오른쪽).

상기의 simulation결과를 이용 편극 성자 거울과 평행하게 자석을 배치한 마그

네틱 하우징을 제작,하우징 내부 자기장이 400~500gauss로 NOB사가 공 한 편극

성자 거울 자기화 조건을 만족하 다(그림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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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2. 편극  cavity  한 magnetic field simulation 결과

 편극 거울( 색) 상하 향에 했 ( ), 평행하게 했  경

우(우).

그림 173. 편극  거울 cavity  한 마그 틱 하우징 개 도( ), (우)

NOB로부터 공 받은 편극 성자 거울을 자체 개발한 성자 유도 내부에 정

교하게 배치하기 해 특수 합지그를 제작하여 assembly업무를 수행하 다.편

극 성자 거울을 삽입하기 해 상하 기 에는 1mm깊이의 홈을 내었으며 총

1.8m cavity의 길이를 고려 0.9m 길이 2개의 유도 을 제작한 후 편극 성자 거

울 삽입,lasertracker를 이용하여 2기의 유도 을 합하 다(그림 174,175).

제작 완료된 편극 성자 cavity를 상기의 마그네틱 하우징에 Lasertracker를 이용

최종 정렬하 다 (그림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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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4. 편극 거울    도 ( ), 2   도  합 습(우)

그림 175. 편극  거울   내 에 삽 후 습.

그림 176 편극  cavity  마그 틱 하우징 내

에 한 습



- 178 -

나.편극 성자 발생장치 설치 측정

그림 177은 40m SANS장치의 첫 번째 콜리메이터 박스에 설치된 편극 성자

발생장치인 투과형 편극기를 보여 다.투과형 편극기 내부에는 m값이 2.6인 편극

미러가 V자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성자의 편극도를 유지하기 하여 편극기

내부가 400gauss이상의 자장이 유지되도록 Nd 구자석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178는 투과형 편극기에 사용된 편극 미러에 해서 제작사인 Swissneutronics사에서

PSI연구소의 성자반사율측정장치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177.콜리메이터 박스내에 설치된 투과형

성자 편극기

그림 178.편극 미러에 한 반사율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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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형 편극기를 콜리메이터 박스 내부에 설치한 이후 성능평가를 하여 그림 179

와 같이 별도의 편극미러를 해석기 역할로 시료 에 설치한 후 빔 테스트를 실시하

다.그림 180은 그림 투과형 편극기를 빔라인에 설치한 경우와 설치하지 않은 경

우 각각에 하여 해석기를 거친 빔 스팟을 이차원 검출기로 측정한 결과이다.반

사된 빔의 강도를 비교하여 반편극율(depolarizationratio,D)를 계산하면 0.03이 얻

어지며 이 결과 편극율(polarizationratio,P)은 계산식(P=1-D)에 의해서 97% 임

을 확인하 다.

그림 179.해석기용 편극 미러가 설치된 실험

setup

그림 180. 해  거  빔  2D & 1D ( 과  

편극   무에  결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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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ocusingLens MultipleConversingBeam 방법을 이용한 극소각 성자

산란 측정

일반 인 pinhole형태의 SANS장치는 0.001Å
-1
이하의 q 역에서는 충분한

neutronflux(>10
4
n/s)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SANS장치의 낮은 q 역에서는

SANS 실험이 제한되어진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refractive lenses,

ellipsoidalshapedmirrors,multipleconfocalconvergingbeam 등의 다양한 성

자 빔 focussing방법들이 제안되어져 있으며, 재 미국,독일 등에서 이런 장치

를 용하기 한 연구를 진행 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efractivelenses와

multipleconfocalconvergingbeam 방법을 이용하여 40m SANS에 용하여 측정

가능한 최소 q값을 확장하 다.

(1) FocusingLens방법

일반 으로 낮은 q 역을 측정하기 해서 collimation길이와 aperture의 크기

가 작아져야 한다.따라서 하나로 40m SANS장치에 측정 가능한 Sourceto

SampleDistance=19.98m,SampletoDetectorDistance=19.85m에 측정하

으며,이때 SourceAp=12mm,SampleAp=12mm를 사용하 다.28개의

MgF2BiconcaveLens를 빔경로에 설치하여 빔의 크기를 집속하 다.측정된 빔

크기는 36mm에서 23mm로 으며 7.49Å일 때 측정 가능한 q 역은 0.0016

Å
-1
에서 0.0007Å

-1
로 확장되었다 (그림 181). 그림 182은 ODS 합 에 한

SANS측정결과로 즈를 이용하여 최소 측정 역이 0.0007Å
-1
로 확장된 것을 보

여 다.

그림 181.RefractiveLens설치 경 빔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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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2. ODS 합 에 한 SANS 실험 결과

(2)MultipleConversingBeam 방법

낮은 q 역을 측정하기 해 aperture의 크기를 무한정 이면 샘 에서의

성자속이 감소하여 샘 에 의한 산란이 배경산란보다 낮아져 측정할 수 없게 된

다.따라서 aperture의 크기를 어들 때 성자속을 확보하기 해 pinhole의 개수

를 증가시켜 검출기에서 집속되게 함으로서 측정 가능한 최소 q값을 확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sourceap의 크기를 10mm,개수는 20개로 하 으며,crosstalk를 막

기 해 sourceap에서 7.95m,13.26m 떨어진 곳에 aperture를 추가로 설치하 다

(그림 183(a)).이때 pinhole의 크기는 거리에 비례하여 감소하 다.그림 183(b)

multipleconversingbeam방법을 이용하여 빔을 집속하 을 때 빔의 크기를 나타내

고 있다.이때 이론 으로는 빔의 크기는 20mm이며 6Å에서 도달 가능한 최소 q

역은 0.0006Å-1이다.그러나 실제 측정된 빔의 크기는 약 25mm 이며 이는

refractivelenses를 사용하여 도달할 수 있는 q의 역과 비슷하다.

(a) (b)

그림 183.MultipinholeAp 측정된 Beam Size.(a)multiple

conversingpinholes(mcp),(b)mcp를 설치한 후의 빔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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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성 나노 구조/결함 측정 분석기술 개발

가.조사손상결함이 항복강도에 미치는 향

원자력발 소의 압력용기 강에서는 성자 조사에 의해 조사결함이 형성되고

형성된 조사결함은 압력용기강의 기계 성질에 큰 향을 끼치며 궁극 으로 재

료의 수명과도 깊은 련이 있다.조사결함은 수 나노미터의 크기의 CuCluster나

void로 혹은 vacancy-solutecluster알려져 있으며 성자소각산란은 조사손상 재

료의 나노결함을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당해연도에서는

지난단계에 성자소각산란 실험결과 분석한 정량 미세조직 분석결과를 토 로

조사결함과 항복강도와의 상 계를 분석하 다.

그림 184는 조사 후의 항복강도 증가값을 성자 조사량에 하여 도시한 것

으로 문헌에 보고된 데이터와 하나로에서 조사하여 실험한 결과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미세 석출물 형성으로 인한 항복강도의 증가는 식 (1)과 같이 표 되며,

식 (1)의 P/E항은 식 (2)로 나타낼 수 있으며 석출물의 종류에 따라서 식 (2)의

계산 값은 달라지게 된다. 성자 소각산란실험결과 조사결함은 약 4.5nm의 크기

를 가지고 부피 분율은 0.23%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85은 성자소

각산란 실험결과 분석한 정량분석 결과를 토 로 석출물 종류별로 항복강도 증가

값을 계산한 결과와 실제 측정값을 비교한 것이다.자기산란과 성자산란의 비율

로 표 되는 A-ratio 값을 분석하여 4호기 압력용기강의 조사결함이

Cu-cluster가 아니고 void가 더 유력한 것으로 성자소각산란 실험결과 분석 되

었다.그러나 그림 185와 같이 계산결과와 실제 측정한 항복강도 증가 값을 비교

한 결과 조사결함은 void보다는 coherent한 석출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최종

분석결과 4호기의 조사결함은 vacancy-solutecluster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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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4.조사량 변화에 따른 항복강도 증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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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5.석출물 종류에 따른 항복강도 증가값 계

산결과 측정결과 비교

나.IF강에서의 나노 석출물의 측정

(1)나노 석출 거동 분석 기술개발

본 연구에서는 Ti첨가 IF강에서 나노 석출물이 IF강의 재결정 거동에 미

치는 향을 SANS로 규명하 다.일반 으로 IF강에서 Ti를 첨가할 때에 일부

원소들과 반응하여 석출되고 남은 고용 Ti원소들이 재결정 온도를 높여 다고

알려져 왔으나,재결정 에 Ti원소들이 어떻게 석출물 형성에 작용되는지 불명



- 184 -

료하 다. 따라서 SANS를 이용하여 Ti첨가 IF강에서의 재결정 후의 시료

들에 해서 석출 거동을 분석 하여,그 메 니즘을 이해하고자 하 다.

그림 186는 Ti첨가 IF강에서의 2차원 SANS데이터를 보인 것으로,재결정

의 시료에 해서는 데이터가 비등방성을 보이고 있으며,열처리 후에는 보다

등방성 데이터를 보이고 있다.이는 재결정 에는 다량의 마그네틱 홀이 존재하

으나,재결정 과정에서 이들 석출물들이 변하여 자성 석출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이에 한 자세한 측정과 분석은 차기년도에서 수행할 정이다.

    

                         (a) 열처리                  (b) 열처리 후   

    그림 186. Ti 첨가 IF 강에  재결  열처리에  2차원 SANS  변   

다.나노 입자/결함과 기계 성질간의 상 계 분석-피로주기에 따른 단 거동

기존의 주기 피로에서는 단은 주로 시료 표면근처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찰되었으며,피로시험으로 인한 응력이 표면에 집 되면서 균열의 시작 이 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그러나,고주기 피로 시험이 가능해지면서 고주기로 피로 후

단은 주기 단과 다른 것이 찰되었다. 주기 피로의 경우 개 균열이 시료

의 표면의 넓은 면에서 시작되며 거친 단면을 나타내는 반면,~108이상의 피로에

서는 균열이 표면에서 발생하지만 표면의 한 에서 발생해 퍼져나가는 것으로

찰되었다.그러나 ~109이상의 고주기 피로에서는 표면 바로 아래에서 균열이 사직

되는 것이 찰되었다.따라서 고주기 피로의 경우 응력이 시료의 표면이 아닌 내

부에 집 되어 균열의 시작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되며,이때 균열의 시작

은 작은 기공이나 입계의 균열 등으로 측할 수 있다.앞선 연구에서 Al6061과

Al1050에 해 고주기 피로시험을 수행한 후 SANS패턴 측정과 TEM 이미지 찰

하 으며 피로시험으로 인한 미세구조 변화를 찰하 다.Al6061의 경우 피로시험

으로 나노 석출물과 다량의 들이 찰되었으며 비교 낮은 주기에서 단이

발생되었고,매우 거친 단면을 나타내었다.Al6061의 경우 다량은 석출물과

들이 은주기 피로에도 응력을 견 지 못하고 단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Al1050경우는 108~109주기의 피로시험 후에도 동일한 SANS패턴(그림 18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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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고,10
9
이상의 피로 후에도 단이 발생되지 않았다.결과로부터 피로시험

은 Al1050과 같은 순수 단상 재료의 경우 기공 는 입계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거

나, 는 하나의 기공 는 입계 균열이 생기면 균열의 시작 으로 작용하여 단

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반면에 Ti-Al합 과 같은 이상(2phase)

재료에서는 피로시험으로 인한 입계균열 등이 찰된 사례가 있다.따라서,Cu-Zn

와 Ti-Al과 같은 이상시료에 해 고주기 피로시험을 수행하 으며 SANS측정 수

행하 다.

그림 187.10
8
~10

9
주기의 피로시험 Al1050의 SANS패턴

3.기능성 나노 구조/바이오 구조 측정기술개발

가.SANS용 기능성 나노 구조 합성 분자간 인력의 측정 기술 확보

고분자의 물성은 고분자의 interface에 변화를 으로써 조 할 수가 있다. 로

벌크 상태의 블락 공 합체(block copolmyer)와 기능성 단말기를 가진 고분자

(polymerbrush)가 코 된 박막 의 블락 공 합체는 order-to-disorder(ODT),

order-to-order(OOT)등 거동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그림 188).

고분자가 grafting된 박막 의 고분자의 물성변화는 grafting된 고분자의 분자

량,집 도(graftingdensity)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이는 grafting된 고분자와 그

에 코 된 고분자가 같은 화학 성질,즉 같은 monomer로 형성된 고분자라도

확인할 수가 있다(그림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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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8.벌크 상태의 폴리스틸 -폴리이소 블락 공 합체( )와 폴리스틸 이

grafting된 박막 의 폴리스틸 -폴리이소 블락 공 합체(아래)의 거동변화를

도식화한 그래 .

그림 189.기능성 단말기(-OH)로 grafting된 폴리스틸 의 분자량에 따른 코 된

폴리스틸 의 Tg를 도식화 한 그래 .grafting된 폴리스틸 의 분자량이 낮을수록

높은 집 도를 가지게 된다.

이는 집 도가 높게 grafting된 고분자 박막과 비교 낮게 grafting된 고분자 박

막의 interface가 다른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낮은 집 도가 grafting된 고분자의

경우 같은 화학 성질을 가진 고분자가 그 에 코 될 경우 서로 간섭하는 반면

높은 집 도로 grafting된 고분자는 그 자체만으로 hard한 interface를 이 비록 코

된 고분자가 같은 화학 성질을 가졌다고 해도 이를 배척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를 선행 자료로 하여 grafting되는 고분자를 성자화 하면 냉 성자 소각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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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사용하여 코 되는 고분자의 물성이 아닌 grafting되는 고분자의 물성 변화

를 직 찰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나.자기조립 나노 구조체 제조 연구

계면활성분자,고분자,인지질,액정분자 등과 같은 연성물질은 분자의 구조,용

매의 특성,농도,온도,압력 등에 따라 매우 풍부한 상변화 상을 나타내며,새로

운 나노구조체 제조기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연성물질의 풍부한

상 특성은 다양한 형태의 자기조립 나노 구조체 제조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상된다.본 연구에서는 기 ,기계 ,열 성질이 매우 우수한 탄소

나노튜 와 연성물질과의 정 기 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자기조립 나노 구

조체 제조 연구를 수행하 다.

사용된 연성물질은 Cetyltrimethylammonium tosylate (CTAT)와 Sodium

dodecylbenzenesulfonate(SDBS)계면활성분자이며 이들을 한 비율로 혼합하

여 양이온성 계면활성분자 베시클을 제조하여 나노 구조체의 Template로 사용하

다.계면활성분자가 형성하는 베시클의 구조는 하나로 40m 소각 성자 산란장치

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그림 190).양이온성 베시클과 정 기 상호작용을 해

서 탄소나노튜 는 표면을 음이온성으로 기능화하 다.이를 해서 계면활성분자

와 음이온성 염제를 혼합하여 탄소나노튜 를 수용액에 분산한 후 합반응을 통해

탄소나노튜 표면에 고착시켜 안정한 기능성 탄소나노튜 를 제조하 다.

그림 190.a)Scatteringintensityof

surfactantvesicles.b)Bilayerthicknessof

surfactantvesicles

그림 191.SAXSIntensityof

SWNT-surfactantvesiclecomplex

andtheir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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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탄소나노튜 와 양이온성 베시클을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zeta

potential측정을 통해 mixture의 isoelectricpoint를 측정하 다.혼합된 mixture는

isoelectricpoint일 때 정 기 인 상호작용에 의한 자기조립 구조체를 형성하는 구

동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탄소나노튜 -계면활성분자의 구조는 isoelectricpoint에서

소각 X-ray산란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그림 191).이를 통해 탄소나노튜 -계면

활성분자 복합체가 계면활성분자의 혼합비율(CTAT:SDBS)에 따라 intercalated

lamellarstructure with one-dimensionalarray와 doubly intercalated lamellar

structurewith2differentsetsofhexagonalcolumnararrays를 형성하며 (그림

191),이는 계면활성분자의 혼합비율이 변함에 따라 형성되는 베시클의 표면 하가

변하기 때문에 기능성 탄소나노튜 와 정 기 상호작용이 어들어 상변화 상

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다. 성자소각산란을 이용한 생체 재료 분석 연구

(1) 성자소각산란을 이용한 세 분포 분석

 뼈는 내  엉 뼈  엉 뼈  어싸고 는 뼈  어  뼈 

내에는 등  통과하는 새 들  다  루  재하는 , 들  포

상태는 뼈  과 매우 한  어  뼈 역에 걸   포에 

한 연 는  실  미지  어 연 들  지  심  얻고 

다. 지  연 에 는 재료내  미  결함 등  량  평가할 수 는 한 

도  각산란  뼈  포 에 하  하여 뼈  상  

8m SANS에  산란  하 , 타원   산란  뼈 

직과  합 는 보  얻  수 었다. 그러   비  한계  한  

에  얻  산란   포에 한 한 보  얻 에 하 다. 

또한, 실질  심 상  간뼈에 한    필 하므  새   

18m SANS  하여 간뼈에 한  하 다. 시편 는 별  양상

태가  다  사람에게  채취한 4개  뼈  사 하 다. 가능한  Q 역  

산란  얻  해 2개  set-up 건에  하여 0.005∼0.2 /A  산

란  얻었다. 

2차원 산란  뼈  사한 타원   타내었 , 시편에 라 

low-Q  산란강도에  많  차  타내었다. 701 시료 2개  경우  비

 동심원에 가 운 양  타내었고(그림 192), 678 시편 2개는 low-Q에

는 마  타내고 high-Q  갈수  한 타원  타내었다(그림 193).  

든 시편에 해 타원  과 단   각각 ±10  산란강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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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하여 1차원  하 다(그림 194).  1차원  울 가 변하는 

만한  보여주는  단  1차원  약 Q = 0.01/Å에  피크  

타내었다(그림 195). 또한 시료에 라 산란강도에 차  타내었다. 단  피크

  규  열에 한 보  얻  수 , 각  산란강도

 울   포량과  에 한 보  얻  수 다. 차

도에는  낮  low-Q에 한 가  할  뼈   꾸어가  

SANS  하여 할 다. 

그림 192.시료 701-19의 2D-SANS패턴

그림 193.시료 678-31의 2D-SANS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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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4.2D-SANS패턴으로부터 1D-SANS패턴 계산

그림 195. 시료의 1D-SANS패턴,(좌)장축,(우)단축

(2) 성자소각산란을 이용한 치 구조분석

단축의 1차원 SANS패턴에서 찰된 Q =0.01/Å에서의 피크에 한 정보를 더

얻기 하여 보다 낮은 Q에 한 SANS패턴을 측정하 다(그림 196).그러나,더

이상의 피크는 찰되지 않았다.따라서 Q =0.01/Å의 피크가 첫 번째 피크로 추

측되며,이것은 성장방향과 수직방향으로 약 63nm 크기의( 는 거리로)구조물

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치 는 무기질인 아 타이트 성분과 유기물이

콜라겐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콜라겐 섬유 (collagen fibrils)와 아 타이트

(apatite :unitcell=2-3nm,grain = 20-40 nm,plate=100-1000 nm),골소강

(canaliculi,직경 <100nm)등이 SANS패턴에 향을 수 있다.그러나 63nm에

히 매치되는 의 구조는 밝 져 있지 않다. 장축에 해당되는 SANS패턴의

경우 뚜렷한 피크는 없고,Q =~0.007/Å과 Q =~0.06/Å 부분에서 기울기 변화

를 나타내고 있다.이로부터 략 90nm와 10nm에 해당되는 물질을 추측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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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것은 체로 아 타이트 plate와 grain의 크기와 맞는다.SANS패턴

을 만드는 주요 산란물질이 아 타이트로 단되어 치 에 해 탈회처리를 하

면서 SANS패턴의 변화를 찰하 다.그림 197에 3일씩 세 차례 탈회처리를 한

후 측정한 SANS패턴을 장축과 단축 방향에 한 1차원 패턴으로 나타내었다.탈

회가 진행됨에 따라 SANS산란강도가 조 씩 감소하 지만 뚜렷한 변화가 찰되

지는 않았다. 재 같은 시료에 해 추가로 탈회처리를 하 으며 SANS패턴 측

정을 진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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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6.치 벼 low-QSANS패턴

그림 197.탈회 처리 시간에 따른 치 의 SANS패턴 변화



- 192 -

라.온도 민감형 자기조립 계면활성분자 베시클 제조 SANS연구

양친성 분자인 계면활성분자는 CriticalMicelleConcentration(CMC)이라는 특

정 농도이상에서 구상, 상, 상등의 마이셀을 형성한다. 한 온도,첨가제,pH

등과 같은 외부조건에 의해 다양한 상변화 상을 나타내어,나노 구조체의 템

이트,나노빌딩블록,약물 달체등과 같은 나노 바이오 분야에 다양하게 응

용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CMC이하의 농도에서 유기 유도체의 첨가를 통하

여 약물 달물질로 활용 가능한 온도 민감형 계면활성분자 베시클을 제조하 으

며,하나로 40m 소각 성자 산란 장치(SANS)를 이용하여 그 구조 특성을 분

석하 다.

계면활성분자 Do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 (DTAB)은 수용액상에서

CMC가 14.1mM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6.25mM과 12.5mM에서

는 어떤 자기조립 구조체도 형성하지 않는다.그러나 유기 유도체 5-methyl

salicylicacid(5mS)를 CMC이하의 DTAB용액에 첨가하여 그 농도가 증가시키

면 계면활성분자는 상 마이셀,베시클 구조를 차례로 형성하는 것을 SANS측

정을 통하여 확인하 다 (그림 198a).그리고 계면활성분자-유기유도체의 혼합으

로 제조된 5mS/DTAB 베시클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 마이셀로 상변화하

는 것을 확인하 으며,이 때 온도가 더욱더 증가하면 계면활성분자는 어떤 구조

도 형성하지 않고 수용액상에서 용해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198b).이것은

DTAB 계면활성분자와 5mS 유기 유도체의 강한 상호작용을 통한 packing

parameter의 변화에 의해 베시클 구조를 형성하고,온도증가에 따른 5mS유기 유

도체의 수용액상의 용해도가 증가하여 계면활성분자와 상호작용 없이 수용액상에

용해되어 생기는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계면활성분자-유기유도체 혼합체의 상

변화 개념도는 그림 199에 표시되어있다. 한 이러한 베시클- 상 마이셀 상변화

온도는 유기 유도체의 양과 계면활성분자의 농도에 의해 쉽게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을 VisualInspection,DynamicLightScattering측정을 통하여 확인하 다.이

연구는 계면활성분자를 이용하여 만든 베시클이 가지는 농도 제약을 해결하여 매

우 낮은 역의 농도에서 베시클을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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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8a)SANSintensityofthe5mS/DTAB(6.25mM)mixtureatvarying

5mS concentration.b)SANS intensity ofthe5mS/DTAB (4.5mM/6.25mM)

mixtureatvaryingtemperature.

그리고 베시클에서 마이셀(micelle)로 상변화하는 온도를 제어하여,인체의 온도

와 비슷한 35°C~40°C에서 마이셀로 상변화를 유도하여 특정 온도에 민감한

베시클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이는 특정온도를 가지는 인체내의 장기에 약물을

집 으로 달할 수 약물 달물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림 199.A schematicview ofthephasebehaviorofthe5mS/DTAB

mixtu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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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ANS시료환경 구 기술 개발

가.SANS장치용 온도 시료환경장치

그림 200은 40m 성자소각산란장치에 활용하기 하여 제작된 10 stage

circulationbath로 이 장치는 매질로 에틸 리콜을 사용하며 작동온도는 -20～ 

90℃이다.그림 201는 시운 결과인 온도 보정 그래 로 설정온도와 실제 측정

온도를 보여 다.그림 202는 18m 성자소각산란장치와 40m 성자소각산란장

치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한 5stageheatingblock으로 작동온도는 30-250℃

이다.그림 203은 heatingblock에 한 시험결과로 설정 온도와 5개의 stage들의

실제 측정온도를 보여 다.그림 204은 자석에 설치한 수직형 시료 이송장치로

이 이송장치는 총 5개의 시료가 자동으로 이송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스테핑 모터

로 구동된다.

그림 200. 40m SANS  circulation 

bath

그림 201. Circulation bath  

도보  결과

그림 202.SANS용 heating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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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3.Heatingblock온도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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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4.  수직  시료

나.SANS장치용 고압 온도 시료환경장치

냉 성자 소각산란장치에서 고분자의 물성을 측정하기 해서는 고분자 시료를

가열할 수 있는 장치(heatingblock)가 필요하다.고분자 시료를 가열하며 측정하기

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먼 고분자의 온도에 따른 상태변화는 매

우 민감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 인 heating을 필요로 하고 한 고분자는 고

온에 변형(degradation)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막기 해 산소와의 을 피하게

해야 된다.

기존 heating-block은 고분자 시료 용이 아닌 solvent,metal등 범용성 시료

가열 장치라 산소와의 을 막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기기를 수정,보완하여

그림 205과 같은 장치를 제작하 다.

그림 205Heating-block의 이미지.가공한 단열재 에 설치되었다.

기존 heating block과 에 띄는 가장 큰 차이 은 시료가 loading되는 각

holder들이 떨어져 있어 각각의 온도조 이 따로 이루어 진다는 이다.이는 고분

자의 경우 고온에 오래 방치될 경우 열에 의해 변형될 험이 있기 때문에 각

holder들을 한꺼번에 heating하지 않고 하나씩 heating하기 함이다.그리고 각

holder들로 연결된 서스 은 holder내에 Hegas를 흘려주는 으로 고분자 시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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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간의 을 피하게 해 다.

네 개의 holder 맨 왼쪽의 holder만 다른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는 압력-가열

장치로 고분자 시료를 특정조건 압력에서 heating을 가능하게 해 다.고압의 실험

을 해서는 이를 견딜 수 있는 shell을 필요로 한다.그림 206는 고압용 시료 shell

을 장착한 후의 이미지이다.

그림 206.압력용 shell이 장착된 heatingblock의 이미지.

원형 모양의 압력용 shell내부에는 고분자 시료가 두 개의 15mm의 사 이어

window 사이에 치하게 되고 이 실린더 내부로 서스 이 연결되어 유압,혹은 기

압을 조 하게 된다.그림 207은 압력용 shell에 압력 조 용 서스 과 온도감지 센

서를 장착한 이미지이다.

그림 207.압력용 shell에 서스 과 온도감지 센서가 장착된 heatingblock의 이미지

다.SANS장치용 고주기 피로 인가 시험 기술 개발

(1)고주기 피로 인가된 알루미늄 시편의 성자소각산란 측정

고주기 피로시험은,일반 인 피로시험에서 수년에 걸리는 시험을 수일로 단축

할 수 있으므로 실질 인 재료 수명 평가에 많은 이 을 제공한다.본 연구에서는

고주기 피로시험을 수행한 알루미늄 시편의 미세조직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성

자소각산란패턴(SANS)을 측정하 다.시편으로는 Al6061을 사용하 으며,시험시간

을 다르게 하여(0,5,10,20,30분)피로시험한 후 응력이 집 되는 앙 부분을

1mm 두께로 단하여 SANS측정을 하 다.

2D SANS패턴은 그림 208과 같이 모든 시료에서 유사한 동심원을 나타내었으

며 시료에 따라 조 씩 강도차이를 보 다.1D SANS패턴에서 뚜렷한 강도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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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데,측정 Q 역에 따라 조 씩 다른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09).

체 으로 기시편 Al0에 비해 피로시험을 가한 시편들은 모두 산란강도가 증가

하 다.특히 5분 후 시료에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고 피로 인가 시간이 증가할

수록 변화 폭은 감소하 다.Q 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Q >0.03/Å에서 피로 시

험 후 산란강도가 큰 폭 증가하 으며,0.003/Å <Q <0.006/Å 역에서도 피로

시험 후 산란강도가 다른 역에 비해 에 띄게 증가하 다.피로시험 5분 후에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것으로 보아 피로시험 기에 조직내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단되며 피로시험이 진행되면서 이들이 조 씩 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Q

역에 따라 다른 경향을 나타내므로 SANS패턴을 만드는 나노 물질이 한 종류이

상으로 단된다.피로시험 기에 20nm 이하의 나노 물질이 다량 생성되었다가

피로 시험이 진행되면서 조 씩 그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며,100~200nm 사

이의 물질도 피로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조 씩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일반 으

로 피로시험을 통해 알루미늄 조직내에는 기공,미세 균열 등이 발생하며 이들이

차 자라 재료에 거시 인 균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Al6061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석출물이 존재하는데,피로시험 내부온

도 상승(피로시험 시료 표면을 공기로 냉각하여 30deg.정도를 유지하지만 내부

온도는 상승할 수 있다.)에 따라 석출물들이 용해되었다가 재석출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피로 시험 들도 발생되면 이들이 재배열되거나 이동할 수 있다.

SANS패턴 변화 요인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며,이들을 자세히 분석

하기 해 TEM 작업과 더불어 순수 Cu시료에 한 추가시험을 진행하 다.

그림 208.고주기 피로 인가 Al시료의 2D-SANS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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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9.고주기피로인가 Al시료의 1D-SANS패턴

(2)고주기 피로 나노결함 측정 연구

년도에는 고주기 피로시험을 수행한 Al6061시료에 해 SANS패턴을 측정

하여 피로시험 시간에 따른 패턴 변화를 확인하 다.피로 시험 기에 ~20nm 이

하의 산란물질(scatterer)이 다량 생성되었으며,피로시험이 진행되면 ~100nm의 산

란물질이 조 씩 생성되었다.산란물질을 확인하기 하여 기 시편과 단 직

의 시편을 TEM으로 찰하 다.Al6061(Al6061-T6)은 여러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상용 Al합 으로써 구형과 침상형의 나노 석출물을 다량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구형의 경우 10~50nm의 다양한 크기의 석출물이 있으며 침상의 경

우 길이는 수십 nm이지만 직경은 수 nm이다.5분간 고주기 피로시험을 수행한

Al6061 시편의 경우 그림 210(a)와 같은 TEM 이미지를 찰할수 있었는데,구형

는 침상형의 석출물을 찰되지 않았고 수 nm 작은 석출물을 찰할 수 있었다.

반면 30분 피로 시험을 진행한 후에는 그림 210(b)와 같이 다량의 가 찰되었

다.두 경우 모두 나노 기공 는 TEM 찰 결과로부터, 기 피로시험편의

SANS패턴에서 찰된 ~20nm 이하의 산란물질은 미세 석출물로 단되며,이들

은 기 시료 내에 존재하던 석출물들이 피로시험으로 시료 내부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 용해되었다가 재석출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피로 시험이 진행됨

에 따라 증가되었던 ~100nm의 산란은 석출물과 엉킨 덩어리들과 입계에

집되어있는 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단된다.고주기 피로 시험이 기공 는 입

계균열 등의 결함을 발생시키는 지를 조사하기 해서는 게재물,석출물 등의 향

을 배제할 수 있는 순수 재료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되어 순수 Al계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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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050에 해서 연구를 수행하 다.Al6061과 같은 방법으로 먼 피로주기(고주

기 피로 시험 시간)에 따른 시료에 해 SANS패턴을 측정하 으며,두 번째는 변

를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하여 같은 주기동안 피로시험을 수행한 후 SANS 패턴을

측정하 다.그림 211(a),(b)와 같이 두 경우 모두 SANS패턴에서는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30분 이상 피로 시험을 수행한 Al1050시편의 TEM 이미지를 찰하

다(그림 212).피로시험 주기의 증가나 변 변화에 계없이 동일한 SANS패턴으

로부터 측되는 것과 같이 Al1050에서는 석출물, 등이 찰되지 않았으며 기

공이나 입계균열 등도 찰되지 않았다.

(a)5분 피로시험 후 (b)30분 피로시험 후

그림 210.고주기 피로시험 Al6061시편의 TEM 이미지

(a)피로시험 주기별 (b)피로시험 변 별

그림 211.고주기 피로시험 Al1050시편의 SANS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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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고주기 피로시험 Al1050시편의 TEM 이미지

라.SANS시료 비실 구축

나노 바이오 물질의 SANS실험을 해서는 시료를 비하는 기본 인 시료

비실이 필수 이다.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SANS실험을 한 나노 바이

오 시료 비를 한 FumeHood, 울,항온수조, 음 세척기,동결 건조기 등

의 기본 인 실험 장비 비실을 구축하 으며(그림 213),산학연 이용자들이 하나

로 장에서 다양한 실험 목 을 해서 시료를 만들 수 있도록 실험실을 제공할

것이다.

그림 213.하나로에 구축된 연성 물질 실험 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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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개발 기술의 연구 성과 확산 산학연 기술 지원

1.산업체 기술지원 성과

가.공군기술연구소 수탁과제 수행

-과제명:F-5E/F(MLG)구조 건 성 평가기법 개발 용역 (2008.10.15-
2009.05.31)

-참여연구원:성백석,신은주 (공동/ 력 수행: 성자 마이크로 상기술개발
과제책임자 심철무 박사)

-수행 내용:항공기 부품의 잔류응력 측정 분석

그림 214.항공기 부품의 잔류응력측정

그림 215.항공기 부품의 성자 회 측정데이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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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시료의 Axialdirection으로 분포하는 변 시료 면 홀 주변의
잔류응력

나.두산 공업 의뢰 원자력 재료 잔류응력 측정 지원

-두산 공업 의뢰,지경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탁과제(2009.03.01～ 2010.02.28)

력 지원

-참여 연구원 :우완측,성백석 (원자력재료연구부(이호진)와 력으로 수행)

-수행 내용 :원자력 발 소 냉각 순환 이 용 부 잔류응력 측정

다.삼성 SDI(주)에서 제안한 HEV용 이차 지,"SpinelMn산화물 양극에서 Mn용출 억

제 해결방안 도출“ 탁 과제의 성자 회 분석 기술 지원

-서울 산학 력단,고려 와 동연구과제(2009.1.1～2011.12.31,3년)로 수행

-참여 연구원 :원자력연 (이상헌(박사과정 연구생),성백석),서울 오승모

교수 과 공동으로 수행,세부 과제 책임자 고려 /김건

-수행 내용 :충 방 /온도 In-situ측정 기술을 이용한 HEV용 이차 지 열화 요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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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스코기술연구소의 성자 비 괴 잔류응력 측정 기술 지원

-포스코기술연구소의 탁과제(2011.03.01～ 2012.02.28) 력 지원

-참여 연구원 :우완측,성백석

-수행 내용 : 형 조선 선박용 80m두께 후 용 부 의 3차원 잔류응력 측정 지원

2.주요 연구 결과

가)세계 최고 투과력 비 괴 3D 성자 잔류응력 측정 기술 개발

하나로 잔류응력 측정 장치

FiniteElementModeling
(오버 이 신공정 추가로
압축응력 발생을 측)

성자 회 분석결과 확인

○ 성과내용:하나로의 잔류응력 장치는 세계 최고 수 으

로 Fe시료 두께 약 80mm,Al시료 두께 150mm까지

비 괴로 3차원 잔류응력 측정 기술 개발

○ 보이지 않는 구조 재료의 내면의 유해한 인장 잔류응력은

작스런 균열,피로 괴의 주요인으로 이에 한 정확한

측정 분석이 요구됨

○ 두산 공업은 본 기술을 용한 신 용 공정 개발로 고리

1호기의 노화 보수 작업에 용 이며,2~4호기에도 활용

할 정으로,약 500억원의 해외 유출방지 효과 있음.

○ 포스코와 공동으로 16,000TEU 형 컨테이 선용

80mm 두께 용 부 구조신뢰성 평가기술 개발로 선주발주

증 기

○ SCI논문 5편 (Journalofappliedcrystallography외 4

건)발표 YTN Science인터뷰,MBC,SBS,YTN 뉴

스보도 등 20개 언론매체 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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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충방 -온도 시료환경장치 개발 HEV용 이차 지 열화 요인 분석

충방 -온도 겸용
시료환경장치

충방 압 변화에
따른

구조 상변화

LiMn2O4상과 LiF상의
규명

리튬이차 지 MEM
분석

○ 하이 리드자동차(HEV)용 리튬이차 지는 고출력,고안

성,고수명화 요구됨.

-최근(2009.1.)이차 지 폭발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 충방 -온도 겸용 (-30~100℃)시료환경장치 개발.

○ 성과내용 :Maximum EntropyMethod(MEM)를 이용한

성자회 의 이차 지 도 path(리튬이온 분포)의 규명

○ 산학연 력 연구를 통한 인력양성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 추진.

○ 충방 -온도 이 환경 조건에 따른 성자 회 상

In-situ측정 기술 개발 상용 지의 충방 온도변

화에 따른 극소재 구조 변화 평가 : 지 성능 하시

새로운 LiF상이 생성됨을 규명함.

○ 충방 -온도 In-situ측정 기술을 이용한 상용 지의 열화

요인 분석에 따라 재 사용 인 리튬 이차 지의 해

액(LiPF6)개질 필요성 최 제기 :삼성 SDI,고려 ,서

울 등에서 성자 이용 공동 연구 제안.

○ 성자를 이용한 산학연 력/공동 연구로 차세 지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경제발 녹색 환경 구 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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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노 구조 분석용 극소각 성자 산란 측정 기술 개발

하나로 SANS 장치 설치

 40M SANS에 설치된 MgF2
FocusingLens

40M SANS에 설치된
Multi-PinHoleSystem.

향상된 SANS측정 데이터

○하나로에는 2010년 냉 성자 연구 기반 시설이 완공되고,세

계 수 인 40M SANS,18M SANS장치가 완공되어,산학

연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공개하고 있음.

○SANS장치는 일반 으로 재료내에 크기가 1~150nm인 불

균일성(구조,기공,결함 등)을 측정 할 수 있는 나노 구조 분

석 장치로 원자력,나노-바이오,생명공학,친환경 에 지 재

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음.

○40M SANS장치에 기존의 측정 능력을 배가하기 하여,

MgF2Focusing 즈 Multi-ConversingBeam 방법을 이용

한 극소각 산란 측정 기술을 개발함.

-40M SANS장치 측정 능력을 1~200nm에서 1~500nm

크기의 나노 구조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향상 함(Global

Top5성능을 보유함).

○이와 같은 측정 능력은 원자력,생명공학,에 지 장재료,

매,기공 재료 등 련 소재 산학연 공동 연구 산업 응

용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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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자 잔류응력 측정장치의 성능향상 산업용 재료의 안 성 평가

Upgrade된 고 해능
잔 응력 측정장치

가공된 스테인레스 시험편의 
(220) peak 위치변

탄소성이론에 근거한 위치별 
잔 응력의 해석

잔 응력 상시 측정 모드 축 
료

○ 성자 잔류응력 측정장비 (Neutorn ResidualStress

MappingDiffractometer)는 자동차,항공우주,철강 선

박등의 산업 반의 소재 부품에서 발생되는 응력,크

랙,피로 괴 메커니즘 그 안 성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설비 임

○ 잔류응력 측정 장비의 hardware성능향상

-시료 ,계측 제어장치를 상세설계,설치 후 특성시험

-최 빔 세기를 한 단색화 장치의 최 화

-회 된 성자 검출용 고성능 검출기 (PSD)개발

-장치 공간 분해능(△d/d):기존 40“에서 18”으로 향상

-시료크기:기존최 약10cm에서 약70cm까지 측정가능

-잔류응력 상시 측정 모드 구축 완료

○ 잔류응력 측정 장비의 software성능향상

-ISO기 에 따른 시료 비 측정 공정기술 개발

-측정된 data의 정량 분석 해석 로그램 개발

-열,탄소성 공정에 의한 잔류응력 측 로그램 구축

○ 열처리 소성가공 부품의 잔류응력 측정

- 표 원자로의 구조재인 SUS 이 의 소성변형에

의한 잔류응력 측정

-열처리된 자동차용 래이크의 잔류응력 평가

- 형 (50x10x2cm 크기)구조물의 측정기술 습득

○ 다수의 산업계 학계의 측정 요청에 의한 지원

-2009년 석사 학 과정 2명 (고려 ,충남 ):잔류응력

측정 지원

-공군항공기술연구소,두산 공업,포스코기술연구소,

RIST등 잔류응력 측정 공동 연구 수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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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성자소각산란기술을 이용한 극미세 (<5nm)나노 석출물의 정량 분석

하나로 SANS 장치

보론 나노 석출물의 
SANS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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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법에 의한 나노 
석출물 포 석

○ 철강 재료에서 극미세 석출물은 재료의 물리 ,기계 성질 향

상시키는데 매우 요한 인자임.

○ 목표하는 첨단 소재 개발을 해서는 제조 공정상에서 극미세

석출물의 정량 제어 기술이 요구됨.

○ 성자는 속에 한 투과력이 크므로 성자소각산란(SANS)

기술은 벌크 재료의 나노 석출 거동을 정량 으로 분석하는데

유일한 기술임.

○ SANS에 의한 철강재료 석출물 정량 평가 기술은 세계 최고 수

이며,포스코 등 산업체에서 이용 수요가 증하고 있음:하

나로 SANS장치의 우수성 입증.

○ 하나로 냉 성자 연구시설이 가동되면 세계최고 수 의 분석기

술 제공 국제 수월성 연구 선도 기여.

바)PTA에 의한 보론 분포 분석 표 화 기술 개발

PTA 조사장치 

보론 석  방법 
및 절차

보론강 연주 공정 

시늉에  보론 포 

석

○ 철강 재료에서 극미량 첨가로 고강도를 구 할 수 있는 보론 원

소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체에서는 보론 거동의 정 제

어를 한 정 한 분석법을 요구하고 있음.

○ 성자를 이용한 PTA(particletrackingautoradiography)법은

벌크 시료의 보론 분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석 기술임.

○ 성자 조사량/조사시간,에칭 온도/시간을 고려하여 보론 첨가

량에 따른 표 분석기술을 개발함.

○ 보론강 장제작(포스코,연주 공정시)에 발생하는 크랙 문제

를 해결하기 한 연구에 활용함으로서 본 기술의 우수성 입증.

○ 친환경 경량소재 자동차 개발에 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국

가 산업 기술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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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 훈련 등 연구 성과 확산

가.심포지엄 교육

(1)제 3차 성자 방사 X-선 이용 국제 분석 심포지엄

-일시 :2007년 11월 18일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 원자력 연수원

-스 스,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문가 80여명 참석

(2)제 4차 성자 방사 X-선 이용 국제 분석 심포지엄

-일시 :2008년 4월 25일 ( 한 속 재료학회 춘계 학술 회)

-장소 : 컨벤션 센터

-미국,일본 등 국내외 문가 80여명 참석

(3)제 5차 성자 방사 X-선 이용 국제 분석 심포지엄

-일시 :2009년 10월 22일 ( 한 속 재료학회 추계 학술 회)

-장소 : 구 컨벤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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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등 국내외 문가 100여명 참석

(4)제 6차 성자 방사 X-선 이용 국제 분석 심포지엄

-일시 :2010년 11월 4일 ( 한 속 재료학회 추계 학술 회)

-장소 :창원 컨벤션 센터

-미국,일본 등 국내외 문가 100여명 참석

(5)제 7차 성자 방사 X-선 이용 국제 분석 심포지엄

-일시 :2011년 10월 28일 ( 한 속 재료학회 추계 학술 회)

-장소 : 컨벤션 센터

-미국,일본,체코 등 국내외 문가 60여명 참석

(6)제 1차 한국-체코 성자 산란 공동 workshop개최

-일시 :2010년 5월 16~18일

-장소 :체코,원자력연구원

-양국 련 문가 40여명 참석

(7)제 2차 한국-체코 성자 산란 공동 workshop개최

-일시 :2011년 10월 26~28일

-장소 :한국원자력 연구원, 컨벤션 센터

-양국 련 문가 30여명 참석

(8)KAERI-KISTJointSymposium : 형 장비 활용화

-일시 :2011년 11월 29일

-장소 :KIST국제 회의

-양국 련 문가 2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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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자 회 을 이용한 잔류응력 측정 분석 교육훈련 개최

-일 시 :2008년 10월 1～ 2일

-참석자 :산학연 이용자 60명

-미국 ORNLSNS의 VULCAN장치 개발 책임자인 T.M.Holden박사 청 강연

(10) 성자 산란을 이용한 결정구조 미시구조 분석 교육훈련 개최

-일 시 :2009년 10월 20～ 21일

-참석자 :산학연 이용자 60명

-연사 :일본 J-PARCT.Kamiyama,NIMSMasatoOhnuma등 국내외 연사 4명

(11) 성자 과학 정책 공청회 지원

-일시 :2008년 10월 29일

-장소 :강원도 평창 휘닉스 크 (추계 원자력학회)

-하나로 운 과 활용 고도화 방안에 한 의견 수렴을 함

(12)하나로 2007,2008,2009,2010,2011심포지엄 개최 :5회

(13)원자력 학생 교육: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 9개 학

(14)하나로 이용자 교육 훈련 :2007년 1회,2008년 1회,2009년 1회,2010년

1회,2011년 1회

(15)제 9회 에 지 변환 장 센터 workshop 청 강연 1회

(16)POSCO보론강 연구회 참여 :2회 청 강연

(17)TMS2010,2011참여 청 강연

(18)2011ICNST 청 강연

나.연구 결과 홍보 :총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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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철강재료 연구 소개 (신은주):2007.11.9,동아 일보

-하나로 소식지(신은주,김만호,우완측):3편

-에 지 변환 장 센터 뉴스 터(성백석):1편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 연구원 소개 강좌 (성백석):1회

-제 3,4,5회 성자 방사 X-선 이용 속 나노 구조재료 분석 국제

심포지엄 개최(2007/2008/2009):언론 매체 10회

-화학 세계 2011년 2월호 : 성자 소각산란 (한 수,김태환)

-방사선 동 원소 학회지 2011년 11월호 : 성자소각산란 기술(성백석,한

수,신은주,김태환)

-세계 최 투과력 성자 비 괴 잔류응력 측정 장치 개발(2011.11.17,우완

측,성백석):YTN Science인터뷰,MBC,SBS,YTN 뉴스보도 등 20회 언

론 매체 보도됨

-제 6,7회 성자 방사 X-선 이용 속 나노 구조재료 분석 국제

심포지엄 개최(2010.11.03/2011.10.27):언론 매체 10회

다.인력 양성 성과

-학 과정 지원 :석사 4명,박사 6명 (석사 2명 배출)

-연수 지원 :박사 4명 (RCAPost-Doc.등 ),석사 후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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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권
/호 주 단체

연구
(발표)자

국내 게재 1
성자를 이용한 리튬이온

이차 지 극 구조분석

Journalofthe

Korean

Electrochemical

Society

2007/10

Journalof

thekorean

Electroche

mical

Society

김창섭,박헌용,

양연화,김지 ,

성백석,김 건

2

Neutrondiffractionanalysis

offibroustitanium carbide

ofnano-sizediameter

formedbyusing

self-propagatinghigh

temperaturesynthesis

Journalofthe

KoreanPhysical

Society

2007/50 JKPS
Choi.Y,

Seong.B.S

3

Structureandphase

behaviorof

Widom-Rowlinsonmixture

:integralequation

approach

Journalofthe

KoreanPhysical

Society

2007/52

/1
JKPS

Kim SoonChul,

SeongBaek

Seok

4

성자 회 법에 의한 Ni-W

합 소결체의 격자상수

측정

Journalof

Koreanpowder

metallurgy

institute

2008/15/

3

분말야 학

회지

김찬 ,박순동,

병 ,성백석

5

성자를 이용한

고탄소강에서의 보론 분포

분석

POSCO철강기술

연구회
2008 POSCO

신은주,성백석,

박헤민,문동

6

EffectofFedopingonthe

structureand

auperconductingproperties

of(Ga,Co)

Sr-2(Rm,Ca)Cu2OZ

Journalofthe

KoreanPhysical

Society

2008/56/

6
JKPS

LeeH.K,

SeongB.S

7

Populationlnversionof

confinedsymmetric

nonadditivehard-sphere

Journalofthe

KoreanPhysical

Society

2009/54/

2
JKPS

Soon-chul.Kim,

Soong-Huck

Suh,

라.연구 발표 논문/게재 실

구 분
1단계 (2007-2009)

2단계 1차년도

(2010)

2단계 2차년도

(2011)
합계

(단 :건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논문게

재

SCI 7 16 0 18 1 23 65

비 SCI 2 0 0 0 1 1 4

논문발표 62 31 18 24 29 23 187

특허출원 1 0 2 0 1 0 4

특허등록 0 0 0 0 0 0 0

1)논문게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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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tures
Baekseok

Seong( 탁)

8

Cuttingdegeofstudiesin

inclusionandprecipitates

behaviorrelatedto

microstructure

ISIJInternarional
2009/49/

7
ISIJ

Dong-JunMun,

Kyung-Chu

lCho,

Yang-MoKoo

Eun-JooShin

9

Simulationof

Strain-SofteningBehaviors

inanAZ31MgAlloy

ShowingDistinct

Twin-InducedReorientation

BeforeaPeakStress

Metal&Material

International

2009/15/

2
KIM

S.-H.Choi,

D.H.Kim,

B.S.Seong

( 탁)

개재 10

Astudyonthebehavior

ofborondistributionin

low carbonsteelby

particletracking

autoradiography

NuclearEngineering

andTechnology

Journalofthe

KoreanNuclear

Society

(SCIE)

vol.43no.1

Feb.2011
원자력학회

DongJunMun,

EunJooShin,

YangMoKoo

11 성자소각산란장치 화학 세계 2011/34/2 화학학회
한 수,성백석,

김태환

국내 발표 1
재료분석에의 성자

산란기술동향
한 속재료학회 2007/04

한 속재

료학회
성백석

2

smallanglescattering

studyonthecoldrolled

steel

07춘계

한 속재료학회
2007/04

한 속재

료학회

신은주,성백석,

이기홍

3

FeSubstitutionEffectonthe

Structureof

GaSr2(Tm,Ca)Cu2Oz

Compound

2007년 하나로

심포지엄
2007/05

한국원자력

연구원

이호근,배수민,

성백석

4

SMARTerforStructuralStudy

ofSodiumDodecylSulfate

MicellarSolutions

2007년 하나로

심포지엄
2007/05

한국원자력

연구원
EdyPutra

5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결정방향 률 평가

2007년 하나로

심포지엄
2007/05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 수

6

Boron첨가강의 주편 corner

크랙 발생 규명을 한 고온

물성 연구

2007년 하나로

심포지엄
2007/05

한국원자력

연구원
문동

7

Simulationofdeformation

twinsanddeformationtexture

inanAZ31Mgalloyunder

uniaxialcompression

2007년 하나로

심포지엄
2007/05

한국원자력

연구원
최시훈

8
Onthecrystalstructureof

CR2N

2007년 하나로

심포지엄
2007/05

한국원자력

연구원
이태호,신은주

9
냉간압연 강 에 한

성자소각산란 패턴의 이방성

2007년 하나로

심포지엄
2007/05

한국원자력

연구원
신은주

10
속재료 연구를 한

성자산란 기술

2007년 하나로

심포지엄
2007/05

한국원자력

연구원
성백석

11

AnalysisoftheBoron

DistributioninSteelbyusing

theNeutronatHANARO

2007년 하나로

심포지엄
2007/05

한국원자력

연구원
신은주

12

Residualstressanalysisof

severeplasticdeformed

materialsusingthefinite

08춘계

한 속재료학회
2008/04

한 속재

료학회

김형섭,

강미 ,

성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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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methodandthe

neutrondiffractionmethod

13

성자 회 데이터를

이용한 AZ31Mg합 의

거시물성 측

08춘계

한 속재료학회
2008/04

한 속재

료학회

최시훈,김 하,

이형욱,신은주,

성백석

14

성자 회 상 Rietveld

해석법을 이용한

고온열처리 재료에서의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분율

정량분석

08춘계

한 속재료학회
2008/04

한 속재

료학회

성백석,신은주,

김학노,이기홍,

채동철,이윤용

15

Appicationofsmallangle

neutronsatteringto

analyzebonycanliculiin

compactboneofhuman

body

08춘계

한 속재료학회
2008/04

한 속재

료학회

Y.Choi,

E.J.Shin,

B.S.Seong,

D.J.Paik

16

Structualchangeanalysis

ofLiCoO2byneutron

diffraction

08춘계

한 속재료학회
2008/04

한 속재

료학회

KeonKim,

LianhauLiang,

SanheonLee,

Baekseok

Seong

17

Neutronautography를

이용한 탄소강의 보론

분포에 한 연구

08춘계

한 속재료학회
2008/04

한 속재

료학회

문동 ,조경철,

신은주,구양모

18

StructuralCharacterization

ofLiCoO2byneutron

diffraction

2008하나로

심포지옴
2008/05

한국원자력

연구원

SangheonLee,

LianhauLiang,

Ji-yougKim,

Baekseok

Seong,

KeonKim

19

Identificationofthe

formationofsolidsolution

inNi-W alloysbyneutron

diffraction

2008하나로

심포지옴
2008/05

한국원자력

연구원

ChangJoong

Kim,

MinWoonKim,

SoonDing

Park,

Byunghyun

Jun,

SerkWonJang,

Baekseok

Seong

20

Neutron

Autoradiography를 이용한

탄소강의 보론

분포거동연구

2008하나로

심포지옴
2008/05

한국원자력

연구원

문동 ,조경철,

신은주,구양모

21
소 세 의

성자소각산란패턴

2008하나로

심포지옴
2008/05

한국원자력

연구원

신은주,성백석,

이기홍,최용

22

성자 회 법을 이용한

마르텐사이트 상 분율 정량

분석 기술개발

2008하나로

심포지옴
2008/05

한국원자력

연구원

성백석,신은주,

김학노,이기홍,

채동철,이윤용

23
성자 PTA를 이용한 보론

첨가강의 보론 분포 분석법

2008하나로

심포지옴
2008/05

한국원자력

연구원

박혜민,신은주,

성백석,이성효

이기홍

24

Aneutrondiffraction

analysisofType316L

austeniticODSsteels

2008하나로

심포지옴
2008/05

한국원자력

연구원

HoJinRyu,

MinHoKim,

ChangHe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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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seok

Seong,

JinSungJang

25

Residualstressanalysisof

severeplasticdeformed

materialsusingthefinite

elementmethodandthe

neutrondiffractionmethod

2008하나로

심포지옴
2008/05

한국원자력

연구원

강미 ,

성백석,

김형섭

26

Preliminarystudyofbony

canliculimorphologyin

compactboneofhuman

jaw-bonebysmallangle

neutronscattering

2008하나로

심포지옴
2008/05

한국원자력

연구원

Y.Choi,

E.J.Shin,

S.B.Seong

27

In-situevaluationofcrack

morphologychangeof

electro-depositedthin

chromium layersbySANS

2008하나로

심포지옴
2008/05

한국원자력

연구원

Y.Choi,

J.J.Lee,

E.J.Shin,

B.S.Seong

28

YBCO 도 박막 선재용

Ni-W-Cu합 기 의

격자상수 집합도의 변화

2008하나로

심포지옴
2008/05

한국원자력

연구원

병 ,김민우,

김찬 ,박순동,

장석원,신은주,

성백석

29

FractalstructureonFe3O4
ferrofluids:Asmall-angle

neutronscatteringstudy

2008하나로

심포지옴
2008/05

한국원자력

연구원

EdyGiri

RachmanPutra,

Baekseok

Seong,

AbarrulIkram,

ParminTo,

SistinAriAni

30

Neutron

Autoradiography를 이용한

탄소강의 보론 거동에

한 연구

철강과학포럼 2008/06
철강과학포

럼

문동 ,조경철,

신은주,구양모

31
1차 에 지변화연구센터

과제보고 진행상황발표
RCECS 2008 RCECS

김 건,이상헌,

양연화,이철우

32
2차 에 지변화연구센터

과제보고 진행상황발표
RCECS 2008 RCECS

김 건,이상헌,

양연화,이철우

33

원천소재 문인력양성을

한 2008년 심화 교육

강좌

2008/07 BK사업단 신은주

34

성자회 법과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ECAP

가공된 구리의 잔류응력

분석

08추계

한 속재료학회
2008/10

한 속재

료학회

강미 ,성백석,

김형섭

35

성자회 법과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ECAP

가공된 구리의 잔류응력

분석

09춘계 한

재료 속학회
2009/04

한 속재

료학회

강미 ,성백석,

김형섭,홍순익

36
성자 PTA를 이용한

형강의 보론 분포 분석

2009HANARO

symposium
2009/05

한국원자력

연구원

주종 ,박혜민,

신은주,이오연,

성백석

37

In-situtime-resolved

neutrondiffraction

measurementsofthermal

stressesduringsevere

thermo-mechnical

2009춘계 원자력

학회
2009/05

한국원자력

학회
우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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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ormation

38

성자회 법을 이용한

항고기 부품의 잔류응력

분석

2009HANARO

symposium
2009/05

한국원자력

연구원
신은주

39
성자 PTA를 이용한 보론

첨가강의 보론,질소 분석법

2009HANARO

symposium
2009/05

한국원자력

연구원
박혜민

40
PhaseTransitionofBlock

CopolymerThinFilm

2009HANARO

Symposium
2009/05

원자력연구

원

C.Shin,

H.Ahn,

D.Y.Ryu

41

Characterizationof

nano-sizedprecipitatesof

low carbonsteelsbySNAS

2009HANARO

symposium
2009/05

원자력연구

원

성백석,신은주,

한 수,이기홍

42

OxygenContentsof

Orthorhombicand

Tetragonal

YBa2Cu3OxOxidesSintered

inOxygenandArgon

Atmosphere

2009HANARO

Symposium
2009/05

한국원자력

연구원
정선아

43

ExamplesofWideangle

Neutrondiffraction

Measurementsinsevere

Thermo-mechanical

deformedmaterials

2009HANARO

symposium
2009/05

한국원자력

연구원
우완측

44

Astudyofthebehaviorof

boroninlow carbonsteel

byNeutron

Autoradiography

2009HANARO

symposium
2009/05

한국원자력

연구원

DongJunMun,

Kyung-Chul

Cho,

Eun-JooShin,

YangMoKoo

45

TransitionBehaviorof

BlockCopolymerinThin

Film Geometr

SpringMeeting

atthePolymer

SocietyofKorea

2009/05
한국고분자

학회

D.Y.Ryu,

C.Shin,

H.Ahn

46

TransitionBehaviorof

BlockCopolymerThin

Film onPreferential

Surfaces

SpringMeeting

atthePolymer

SocietyofKorea

2009/05
한국고분자

학회

C.Shin,D.Y.

Ryu,

J.Huh,K.Kim

47
Closed-LoopTransition

InducedbyHomopolymers

SpringMeeting

atthePolymer

SocietyofKorea

2009/05
한국고분자

학회

E.Kim,D.Y.

Ryu,

H.Ahn,W.Joo,

J.K.Kim,J.

Jung,

T.Chang

48

PhaseTransitionofBlock

CopolymerThinFilm on

PreferentialSurfaces

SpringMeeting

atKorean

instituteof

Chemical

Engineers

2009/05
한국화공학

회

C.Shin,D.Y.

Ryu,

J.Huh,K-W.

Kim

49
Astudyofthebehaviorof

boroninlow carbonsteels
철강과학포럼 2009/07

철강과학포

럼

DongJum Mun,

Kyung-Chul

Cho,

Eun-JooShin

YangMoKoo

50

Non-destructiveevaluation

ofNano-sizedstructureof

thinfilmsdevicesbyusing

smallangleneutron

NanoKorea

symposium
2009/09

Nano

Korea

symposiu

m

E.J.Shin,

B.S.Seong,

Y.Choi,

J.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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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ttering

51

EffectofGrainSizeon

Oxygendiffusionand

SuperconductingProperties

ofTopSeededMelt

GrowthProcessedYBCO

SuperconductorsatVarious

CoolingRates

한국 도 학회

(KSS2009)
2009/09

한국 기연

구원
정선아

52

단결정형 YBa2Cu3O7-y
도체의 산소 확산과

도 특성

2009한국 도

온공학회

학술 회

2009/09
한국 기연

구원
정선아

53

Analysisofstackingfault

usingneutrondiffraction

inFe-Cr-Mn-N-Calloys

제5회 성자

방사 x-선 이용

속

나노재료분석

국제 심포지옴

2009/10
한 속재

료학회

Tae-hoLee,

EunJooShin,

Baekseok

Seong

54

Insituneutrondiffraction

forthecharacterizationof

carbonanodefor

Lithium-ionbatteriesthe

charging

제5회 성자

방사 x-선 이용

속

나노재료분석

국제 심포지옴

2009/10
한 속재

료학회

SangheonLee,

Baekseok

seong

55

Crystallographictexture

analysisofpolgered

zirconium alloysusing

neutron,X-rayandelectron

beam scatteringtechniques

제5회 성자

방사 x-선 이용

속

나노재료분석

국제 심포지옴

2009/10
한 속재

료학회

J.J.Lee,

Y.Choi,

E.J.Shi,

B.S.Seong

56

Applicationofsmallangle

scatteringtoanalyze

humancompactbone

제5회 성자

방사 x-선 이용

속

나노재료분석

국제 심포지옴

2009/10
한 속재

료학회

Y.Choi,

E.J.Shin,

B.S.Seong,

D.J.Baik,

A.Pirogov

57

Optimizationofresidual

stressmeasurementsat

HANAROReactor

제5회 성자

방사 x-선 이용

속

나노재료분석

국제 심포지옴

2009/10
한 속재

료학회

Vyacheslav.Em,

Baek-seok

Seong,

WanchuckWoo,

PavolMikula,

Mi-HuynKang,

Jong-KyuChen,

EunjooShin,

KwangPyo

Hong

58

Time-dependentstudyof

stressbehaviorduring

severethermalmechanical

deformationusingNeutron

diffraction

제5회 성자

방사 x-선 이용

속

나노재료분석

국제 심포지옴

2009/10
한 속재

료학회

WanchuckWoo,

ZhiliFeng,

Xun-LiWang,

KaAn,

BjornClausen,

DonBrown,

Thomas

Sisneros,

Camden

Hubbard,

StanDavid

59

Presentstatusofthe

residualstressinstrument

atHANAROreactor

제5회 성자

방사 x-선 이용

속

2009/10
한 속재

료학회

Baek-seok

Seong,

VTE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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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재료분석

국제 심포지옴

Woo,

M.-K.Moon,

Jong-KyuChen,

EunjooShin

KwangPyo

Hong,

Kye-hongLee

60

NeutronDiffraction

MeasurementsofResidual

StressesinStainlessSteel

Pipes

09추계 한

재료 속학회
2009/10

한 속재

료학회

강미 ,우완측,

VyacheslavEm,

김형섭,홍순익,

성백석

61

성자 회 법을 이용한

마그네슘 고상 합 공정

응력발생 잔류응력의

측정

23회

첨단구조재료

심포지옴

2009/10
한 속재

료학회
우완측

62

Time-dependentresidual

stressmeasurementsina

severethermo-mechanical

deformedmetalusing

neutrondiffraction

2009추계한국

원자력학회
2009/10

한국원자력

학회

WanChuck

Woo,

AhiliFeng,

Xun-Li.Wang,

HahnChoo,

Camden

Hubbard,

StanDavid

63

Studyonthemicrostructure

andcrystallographicTexture

developmentsofElectroplated

thickFilmsbyusingx-rayand

neutronscatteringmethods

한 속재료학회

2010추계학술 회
한국

최용,이종재,

이경배,신은주,

성백석,김만,

권식철,H.Inoue

64

AnalysisofKoreanCompact

BonesofrtheEstablishmentof

newcriteriaofOsteoporosis

diagnosisbyUsingNeutron

AndX-rayScatteringMethods

한 속재료학회

2010추계학술 회
한국

최용,신은주,

성백석,백두진.

A.Pirogov

65

Neutrondiffractionstudyon

stackingfaultenergyand

DeformationMicrostructure

한 속재료학회

2010추계학술 회
한국

이태호,신은주,

하헌 ,오창석,

김성

66

성자 회 법과 FEM을 이용한

50mm 두께의 후 강재

용 부의 잔류응력 해석

한 속재료학회

2010추계학술 회
한국

강미 ,우완측,

엄배체,주종 ,

안규백,성백석

67
하나로 40m

성자소각산란장치개발

한 속재료학회

2010추계학술 회
한국

한 수,최성민,

김태환,이창희,

성백석

68

Through-Thickness

MeasurementsofResidual

StressesinanOverlay

DissimilarWeldPipeusing

NeutronDiffraction

2010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 회
한국

우완측,엄배체,

이호진,김강수,

강미 ,주종 ,

변진귀,박 수,

성백석

69
성자 회 법을 이용한 50mm

두께 강 의 잔류응력 측정

2010첨단구조재료

심포지움
한국

우완측,엄배체,

안규백,박정웅,

성백석

70

성자 회 법을 이용한 이종

용 부의 상분석 잔류응력

측정

2010

한 속재료학회

춘계학술 회

한국

우완측,엄배체,

성백석,이호진,

강미 ,주종 ,

변진귀,박 수

71 Residualstressanalysisinbent 한 속재료학회 한국 강미 ,우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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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lesssteelpipesusing

neutrondiffractionandfinite

elementmodeling

2010춘계학술 회
엄배체,성백석,

이 국,이기홍

72
성자 회 을 이용한 Insitu

고온 인장 특성 측정장치

한 속재료학회

2010추계 학술 회
한국

주종 ,강미 ,

우완측,엄배체,

성백석

73

TheEffectsoftheCoolingRate

andPrecursorPowder

CompositionontheCritical

TemperatureofMelt-Processed

YBCOBulkSuperconductors

한국 도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KSS)

한국

정선아,박순동,

성백석,홍순익,

병 ,김찬

74

층결합에 지변화에 기 한

오스테나이트 강재의 변형

미세조직 해석(1)성자 회 을

이용한 층결합에 지 측정

2010년도

한 속재료학회

춘계학술 회

한국

이태호,하헌 ,

오창석,김성 ,

신은주

75

Developmentof40m Small

AngleNeutronScattering

InstrumentatHANARO

ResearchReactor

2010년 한국물리학회

춘계학술 회
한국

한 수,김태환,

최성민,이창희

76 Insitu인장 성자 회 측정

2010년도

한 속재료학회

춘계학술 회

한국
신은주,주종 ,

성백석,이기홍

77

QuantitativephaseAnalysisof

MartensitePhaseinSUS430

steelsbyNeutronDiffraction

2010년도

한 속재료학회

추계학술 회

한국

성백석,신은주,

박순동,김성진,

이기홍,채동철,

이윤용

78
철강재료 연구에서의 성자

산란 분석 기술

2010년도

한 속재료학회

춘계학술 회

한국

성백석,신은주,

우완측,한 수,

홍 표,이기홍

79
성자 회 법을 이용한 용 부

깊이방향 잔류응력 측정법

2010년도

용 강도학회추계

학술발표 회 발표

한국

우완측,엄배체,

안규백,주종 ,

강미 ,성백석

80

Astudyofthebehaviorof

borondiffusioninsteelsby

particletracking

autoradiography

2010년도

한 속재료학회

추계학술 회

한국
문동 ,이재상,

구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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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 회
2011.04 한국

우완측,

SooYeolLee,

E-WenHuang,

Kuan-WeiLi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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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체,강미 ,성백

석

97
성자 회 법을 이요한

고망간강의 변형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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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mperaturesynthesis

reactionandmechanical

milling

PhysicaB
2009/404

/689
PhysicaB

Y.Choi,

B.S.Seong,

S.S.Kim

14 Neutrondiffraction ScriptaMaterialia2009/61/ Elsevier W.Woo,



- 223 -

measurementsof

time-dependentresidual

stressesgeneratedby

severethermomechanical

deformation

624

Z.Feng,

X.-L.Wang,

C.R.Hubbard

15

Predictionofhardness

minimum locationsduring

naturalagingi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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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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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scattering

2011 체코 이성수

67

Encapsulatedstructureof
noncovalently

fuctionalizedisolatedsingle
wallcarbonnanotubes

fabricatedby
polymerizationofmicolles

5thEuropean

conferenceon

neutronscattering

2011 체코
김태환,도창우,

S.Kline,최성민

68
Performancetestofnew
40meterSANSinstrument
atHANAROresearch
reactor,KOREA

5thEuropean

conferenceon

neutronscattering

2011 체코

한 수,김태환,이

창희,성백석,최성

민

69
나노바이오 구조 연구를
한 하나로 신규 단결정
회 장치 개발 황

The11th

Japan-Korea

MeetingonNeutron

Science

2011 한국
조상진,김신애,이

창희,윤태성

국외 발표 70
Crystal&magnetic
structurestudiesofdoped
BiFeO3

1stAsia-Oceania
Conferenceon
Neutron
Scattering

일본
SeongsuLee,
G.K.Hong,
H.O.Jung,K.P.
Hong

71
Neutronandbulkstudies
ofhoneycomblattice
Li2MnO3

1stAsia-Oceania
Conferenceon
Neutron
Scattering

일본

SanghyunLee,
SungilChoi,
JiyeonKim,
ChoongjaeWon,
SeongsuLee,
ShinAeKim
NamjungHur
andJe-Geun
Park

72

Combinedneutronand
X-raydiffractionstudyof
pyrophosphate-based
Li2-xMP2O7(M=Fe,Co)
forlithium rechargeable
batteryelectrodes

1stAsia-Oceania
Conferenceon
Neutron
Scattering

일본

H.Kim,S.Lee,
Y-U.Park,H.
Kim,J.Kim,S.
JeonandK.
Kang

73
Crystalstructureand
cantedferrimagnetism in
terbium irongarnet

1stAsia-Oceania
Conferenceon
Neutron
Scattering

일본
K.M.Song,S.
S.Lee,andN.
Hur

74
ElectronicConductivity
StudyofLithium Titanate
DuringLiIntercalationBy
NeutronScattering

1stAsia-Oceania
Conferenceon
Neutron
Scattering

일본
J-H Park,S-S
Lee,J-H Kim,
S-SKim

75
Spindynamicsofnew
multiferroicBiFeO3single
crystal

1stAsia-Oceania
Conferenceon
Neutron
Scattering

일본

JaehongJeong,
TatianaGuid,
EugeneA.
Goremychkin,
KenjiNakajima,
ShinAeKim,
SeongsuLee,
Shunsuke
Furukawa,Gun
SangJeon,
YongBaekKim,
S.-W.Cheong,
andJe-Geun
Park

76

SmallAngleNeutron

ScatteringTechniquesfor

Characterizationof

International

Conferenceon

NanoScience

2011.11.10~

11
한국

Baek Seok

Seong,Tae-Gyu

Shin, Eun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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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structuredMaterials.
andNano

Technology2011

Shin, Young

Soo Han,

Tae-Hwan Kim,

K.H.Lee

77
StudyofPrecipitationandStudyofPrecipitationand
RecrystallizationBehaviorRecrystallizationBehavior
inTi-addedLow CarboninTi-addedLow Carbon

SteelsbySANSSteelsbySANS
TMS2011 2011.03. 미국

BaekSeok
SEONG,Eunjoo
Shin,Y.S.Han,
ChuckWoo,J.
Y.Choi*,H.C.
Lee

78
SmallandWideAngle
NeutronScatteringfor
IndustrialApplications

1stAsia-Oceania
Conferenceon
Neutron
Scattering

2011.11 일본

Baek-Seok
Seong,
Young-Hyun
Choi,Eunjoo
Shin,Young-Soo
Han,Chuck
Woo

 

2) 지식재산  원․등

구분
연

번
명칭 국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

번호
발명(연구)자

특

허

출원 1
2 편극 성자 거울을

이용한 성자 편극기
한국 2010.08.12

출원번호:

IP10061501K1
조상진,성백석

출원 2

다층 박막구조를 이용한

반 장 억제 방법 이를

이용한 장치

한국 2010.08.12
출원번호:

IP10061601K1

조상진,김경표,

성백석

출원 3
거울 는 반사체를

코 한 고효율 단색기
한국 2011.07.19

출원번호:

IP11053105K1

조상진,성백석,

박정선,김상원

로

그

램

등록

1
SANS

dataacquisitionsystem
한국 2007.12.27

2007012110
09124

신은주

성백석

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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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목표 달성도 기여도

1.국내 유일의 성자원인 하나로에 설치 완료되어 운 인 성자분 장치

를 활용한 재료 벌크물성 평가,실 상황/실시간 측정법 개발,집합조직/잔류응력 측

정 분석법 개발, 성자소각산란(SANS)에 의한 나노 석출물/기공 구조 정 평

가 산업 응용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서 국가 산업 과학기술 국제 경쟁력 강

화에 기여하고자 하 다.특히 성자 산란/회 기술의 유일성으로 인해 첨단 산업

응용기술을 개발하고,국내 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성자 기술을 지원하

기 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 성자산란기술을 이용한 선도 산업응용

기술 개발,다 시료환경장치 개발,고도의 냉 성자빔 응용기술 개발을 통하여 산

학연 이용자들과의 력/공동 연구 강화,산학연 이용자의 기술지원,웍샵,훈련 과

정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 성과/기술을 확산하여 “국가 거 연구기반시설”로

서 하나로의 산업 활용을 극 화하는 것이다.

2.이러한 노력으로 세계 최고 투과력(80mm 두께)비 괴 잔류응력 측정 기술

을 세계 최 로 개발하고,포스코와 공동 연구로 16,000TEU 형 컨테이 선

건조용 80mm 두께의 후 용 부 잔류응력 측정,분석에 용함으로써 세계 최

고수 의 국내 선박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두산 공업과

공동 연구로 원자력 발 소의 노즐부 overlay신 용 공정을 개발하여 고리 1호

기의 노화보수 작업에 활용하 다.(2011.11.17MBC,SBS,YTN 등 20개 언론

매체 홍보)

3.아울러 냉 성자기반 연구시설 구축사업으로 개발된 40M SANS장치의 측

정 능력 확 를 해서 극소각 편극 성자 소각산란 기술을 개발하여,CNT,

ODSsteel시료 측정에 용함으로써 세계 Top5내의 성자 소각산란 측정,

분석 기술 능력을 확보하 고,이러한 기술은 향후 연성 나노 물질과 자성나노 구

조체를 활용한 나노표 약물 달 물질 개발에 활용할 정이다.

4. 한 차세 에 지 장 소재인 리튬이차 지의 충방 동안의 Li거동을

규명하기 한 성자 In-situ측정 MEM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향후 산업체

와 공동으로 미래 에 지 장 소재의 열화 도 기구 규명에 용하고 있다.

5. 성자 산란을 이용한 원자 단 에서 마이크로 단 의 구조를 분석,연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특히 철강재료 연구에서 꼭 필요한 다상분석,1~40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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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 고

재료 실상황

(In-situ)물성

측정

분석법 개발

∙ 4축 방 선택 인장 시료장치

(~20KN)개발

-4축 방 선택 인장 시료장치 상세

설계,자료 조사,구매 발주

∙충방 -온도(-30~80〫C)겸용 시료환경장

치 개발

-충방 -온도 겸용 시료환경 장치 설계,

제작 발주

- 극 물질 In-situ측정 기술 개발

ㆍLi(NixCoyMn1-x-y)O2시료 합성 최

화 연구

ㆍ싸이클 특성 minor-phase 향 분석

ㆍ상용 지 In-situ측정 분석 연구

25 100

-인장장치 기본 설계,

일부 제작 완료

-충방 -온도 겸용 시

료환경장치 상세 설

계,제작 완료

- 극 물질 In-situ측

정 기술 개발

-국내외 논문 발표 3

편

-SCI논문 게재 1편

-비 SCI논문 게재 1

편

의 석출/결함/게재물의 분석,보론 분석,고온/인장하의 In-situ측정/분석 기술,

잔류응력 평가 기술을 확립하여,onesite 성자 산란 물성 측정 분석 연구 기반

을 확보되었다.이러한 기술들은 세계 최고 수 의 잔류응력 장치 SANS장치

의 가동과 더불어,포스코,두산 공업, 자동차,삼성 SDI,LG화학 등 국내

외 련 산업체의 기술지원 공동연구 요구가 증하고,실험 요구도 다양해지

고 있으므로,이에 한 선도 용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6.제 1,2단계에서 달성한 정량 연구 성과

-논문 게재 69편 (SCI:65편)

-학술 발표 187편

-국제 심포지엄 7회 개최와 이용자 교육훈련 과정 등 총 21회 개최

-과제 연구 성과 홍보 :총 10회

7.국내 유일의 성자원인 하나로 성자빔 실험장치들을 이용한 산업응용을

한 선도 분 기술 개발 분석기술 산업 지원은 국가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에 극히 요한 연구 분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 2 연차별 연구 목표 달성도

제 1,2단계 동안 수행한 연차별 연구 목표,주요 연구 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1)제 1단계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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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조직

거시 이방성

측정

측평가

시스템 확립

∙ 소성 변형시 거시 변형집합조직 변

화 측정 측 평가 산모사 시스템

개발

-변형집합조직 측정 분석

ㆍHCP구조 Mg합 의 집합조직 측정

분석

-일축인장 등을 이용한 거시 이방성 측

정,분석기술 개발

ㆍAZ31시료의 일축 압축에 의한 집합조

직변화 측정 이방성 평가

-소성 변형시 거시 이방성 측 로그

램 개발

ㆍHCP구조의 VPSC모델을 이용한 거

시 이방성 측 로그램 개발

25 100

-HCP 구조 집합조직

측정,분석

-거시 이방성 평가

-거시 측 로그램

개발

-국내외 논문 발표 2

편

-SCI논문 게재 1편

잔류응력 측정,

분석법 확립

∙잔류응력 측정 기반 구축

-시료 계측 제어장치 수정 상세설

계 시료 제작 발주

∙열처리시 잔류응력 변형 측 평가

산모사 기 기술 개발

-열처리시 잔류 응력 측정,변형 측 평

가 기 자료 조사 잔류응력 측정계

획 수립

25 100

-시료 수정 상세 설

계,제작 발주

- 잔류 응력 기 측정

사모사 기 자

료 조사 잔류응력

측정 계획 수립

기 시늉

SANS에 의한

나노 석출물

기공 구조

분석 평가법

개발

∙단일첨가 미량원소(Ti,Nb,V)에 따른

석출 상변태 거동 분석

-나노석출 거동 분석기술개발

ㆍ나노 석출물 평가 자기장 향 분석

ㆍ보론 석출물 거동 분석

-상변태 거동 분석기술개발

ㆍSUS430시료 고온열처리시 상변태

거동 분석 기술개발

ㆍ고온 열처리시 페라이트 마르텐사

이트 정량 분석 기술 개발

∙탄소나노튜 구조 SANS측정 분

석법 개발

-다공성 나노 구조 SANS특성 고찰

통계 이론에 의한 구조 특성 모델

개발

-분자 사모사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

의 변형 흡착 특성 고찰

25 100

-나노 석출물 자기장

향 측정/분석

-보론 석출물 거동 분

석 분석

-고온 열처리시 페라이

트/마르텐사이트 상

변태 분석

- 통계 이론 분자

사 모사법에 의한

나노 기공 해석 자료

-국내외 논문 발표 7

편

-SCI논문 게재 3편

총계
5)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연구개발실 가 치
(%)

연구목표
달 성 도
(%)

비 고

재료 실상황

(In-situ)물성

측정

분석법 개발

∙고온-변형 시료환경장치개발

-고온시료환경장치(～1,600℃)제작

∙ 충방 -온도 실상황 /실시간 물성 측

정법 개발

-충방 -온도(-30~80〫C)겸용 시료환경

장치 제작,특성 평가,개선

25 100

-고온시료환경장치 설

계,제작 구매

-충방 -온도 겸용 시

료환경장치 수정 제

작 완료,특성평가

-양극재료(LiCoO2,

2)제 1단계 제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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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물질 In-situ측정 기술 개발

ㆍ양극재료 싸이클 특성 minor-phase

향 분석 최 조성 도출

ㆍ상용 지 In-situ측정 분석 연구

∙ 4축 방 선택 인장 시료장치(~20KN)

개발

-4축 방 선택 인장 시료장치 제작 완

료,특성 평가

-YBCO 고온 도체에 한 성자

회 이용기술 개발

LiMn2O4, LiFePO4)

의 싸이클 특성에 따

른 성자 구조 분석

-상용 지 In-situ측정

기술 개발

-4축 방 선택 인장시

료장치 제작 완료

-YBCO 재료 제조,기

공 냉각속도 향

분석

-국내외 논문 발표 8

편

-SCI논문 게재 1편

-비 SCI논문 게재 1

편

집합조직

거시 이방성

측정

측평가

시스템 확립

∙소성 변형시 거시 이방성 측정

측 평가 산모사 시스템 개발

-변형집합조직 측정 분석

ㆍAZ31Mg합 의 압축 인장에 따른

거시 집합조직 측정,분석

-일축 인장 등을 이용한 거시 이방성

분석기술 개발

ㆍAZ31시료의 일축 인장에 따른 집합

조직 변화 측정 이방성 평가

-소성 변형시 거시 이방성 측 로

그램 개발

ㆍVPSC 모델을 이용하여 정을 고려

한 거시 이방성 측 로그램 개

발

∙일축 인장의 탄성-소성 변형 거동 분석

법 개발

-Al,SUS304,보론강의 변형거동 분석

계획 수립 시료 제조

25 100

-HCP 구조 집합조직

측정,분석

-거시 이방성 평가,

정의 향 분석

-거시 측 로그

램개발

-국내외 논문 발표 2

편

-SCI논문 게재 1편

잔류응력 측정,

분석법 확립

∙잔류응력 측정 기반 구축

-시료 계측 제어장치 수정 제작

설치 특성 시험,단색화 장치 구매

∙열처리 부품 잔류응력 측정 분석 기

술개발

-ECAPCu시료의 잔류응력 분포

산모사 성자 회 에 의한 잔류응

력 측정 분석

∙잔류응력 변형 측 평가 산모사

로그램 개발

-원자력 구조재 SUS304의 밴딩에 의

한 잔류응력 측정 계획 수립, 산 모

사 시료 제조

25 100

-시료 /모터제어 장

치/ 계측장치 설치,

수동모드 측정 가능

-Cu시료 잔류응력 측

정 사모사 수행

-밴딩에 따른 산 모

사 수행,시료 제조

-국내외 논문 발표 4

편

SANS에 의한

나노 석출물

기공 구조

분석 평가법

개발

∙ 복합첨가 미량원소(Ti,Nb,V)에 따른

석출 상변태 거동 분석

-보론강 나노 석출 거동 분석

-소성변형에 따른 SANS패턴 이방성

연구

-보론 분포 분석법 표 화

ㆍ 성자 조사량,에칭시간 최 화

ㆍ보론 고온 물성 거동 연구

25 100

-보론 나노석출물 거

동 분석

-SANS소성변형 향

분석

-보론 분석법표 화기

술개발

-고온 In-situ페라이트

마르텐사이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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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벌크 재료

실상황(In-sit

u)물성 측

정 분석

법 개발

∙고온변형 실상황/실시간 물성측정연구

-고온시료환경장치(～1,600℃)특성시

험

-고온변형 시료환경장치[인장(20kN)-

온도(1,000K)]제작

∙충방 -온도(-30~80도)환경제어 기술개

발 구조 물성 연구

-양극재료(LiCoO2,LiMn2O4,LiFePO4)

의 싸이클 특성에 따른 성자 구조

분석

-HEV용 LMO이차 지의 충방 In-

situ측정 분석

- YBCO상변태,산소확산 거동 분석

25 100

-고온시료환경장치(～1,60

0℃)개발완료 특성 시험

완료

-고온변형 (인장 -온도

겸용)시료 환경장치

제작,특성 평가 완료

-충방 -온도(-30~80〫C)겸

용 시료환경장치 개발

완료 운

-양극재료의 싸이클

특성에 따른 구조 열화

규명

-논문게재:1편

-논문발표:5편

-인력양성:석사 2명

집합조직

거시 이방

성 측정

측 평가시

스템 확립

∙일축인장(~20kN)의 탄성-소성 거동 분

석법 개발

-Al,SUS304강 변형거동 측정

-TRIP-TWIP강의 변형거동 측정기술

개발

∙소성 변형시 내부 축 변형에 지 측정

분석법 개발

-IF강 집합조직 측정,내부변형에 지

측정기술 개발

-내부 변형 에 지 측 로그램 개발

20 100

-소성변형시 내부축 변

형에 지 측 로그램

개발 완료

- 일축인장을 이용한

TRIP- TWIP강의 내부

축 에 지 측정 기술개

발 ,시료제작

-논문게재:1편

-논문발표:1편

열처리부품

의 잔류응력

측정,분석법

확립

∙열처리 공정에 따른 잔류응력 변형

측평가 시스템 확립

-잔류응력 장치 구조개선

.시료 ,계측제어장치 수정 제작

특성 시험 완료

.굽힘 단색화 장치 제작 특성 시

험 완료

.바닥 dancefloor수리/에어패드 개

선

30 100

-잔류응력 측정 장치

성능 개선 완료

.상시 측정 모드

구축(장치 공간 분해능

18“달성,시료 크기

70cm 까지 측정 가능)

-잔류응력 변형 측

평가시스템 확립

.잔류응력 변형 측

-고온 상변태 In-situ측정분석기술 개

발

∙탄소나노튜 분산성 거동 분석 물

성 연구

-SANS에 의한 기능성 나노구조 특성

연구

-분자 산모사법을 이용한

morphology해석

량 분석

-분자 사모사법에 의

한 나노 기공 구조

해석

-CNT결함/수소 장

황 분석

-SANS이용 생체 나

노 구조 분석

-국내외 논문 발표 19

편

-논문 게재 7편

총계
5)

100 100

3)제 1단계 제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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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응력 장치 종합 시험 상시

측정모드 구축

.측정 시료크기 기존 약 10cm에서

약 70cm 까지 확 :공간 활용률

225%로 증

.측정 공간분해능 기존 40“에서 최소

18”으로 향상

.모터 제어/계측 자동화시스템 구축

.검출된 피크 자동 분석 로그램 개

발

-굽힘 소성 변형된 원자력 구조재 SU

S304의 잔류응력 측정 변형 산

모사,곡률-잔류응력 상 계 해석

-잔류응력 변형 측 평가 산모

사 로그램 개발

.열처리 공정에 따른 자동차용

이크 디스크의 잔류응력

측정(고려 - 자동차 력)

. 소성 변형가공시료 잔류응력 측정

(포스텍-충남 력)

산모사기술개발

.자동차 이크,

원자로용 이

잔류응력 측정 측

시스템 개발

-산학연 잔류응력 측정

기술 지원 정

. 자동차 자동차용

이크 측정

.두산 공업 오버 이

용 재료 측정 에정

.포스코 후 (60m t)

용 부 측정 정

-논문게재:4편

-논문발표:17편

-인력양성:석사 1명

SANS이용

나노 석출물

/기공 구조

분석 평가법

개발

∙미량첨가원소의 석출 상변태 거동

향평가 연구

-SANS이용 나노 석출물 정량평가

기술개발

.나노 석출물/조성 정량 분석기술개

발

.보론 고온 물성 거동 연구

-고온 상변태 In-situ측정분석기술

개발

.고온시료환경장치 이용 고온

(~1,400℃)상변태 In-situ측정,분석

기술 개발

∙탄소나노튜 기공성 흡착 특성 연

구

-분산제를 이용해 제조된 탄소나노

튜 의 표면흡착 특성 분산성 측정

연구

-SANS이용 나노기공고분자 구조 측

정 연구

25 100

-SANS이용 나노석출물

조성 정량 평가 기술 확

보

-PTA 보론 분석 표 화

기술 확보

- SUS 430 시료 고온

In-situ 상변태 정량 측

정 분석 연구

-다공성 나노 구조 SANS

특성 고찰 통계 이

론에 의한 구조 특성 모

델 개발

-SANS이용 나노기공고

분자 구조 측정 기술 확

보

-논문게재:8편

-논문발표:18편

-기술보고서 :1편

-인력양성:석사 1명

총계 100 100

세부 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실상황/실시간

측정법의

녹색산업 용

기술 개발

∙HEV용 이차 지 열화기구 요인 분석

-LiMn2O4의 Mg도핑 열처리 조건에

따른 구조변화 분석 연구

∙에 지 장용 YBCO고온 도체 시료의

제조 구조 물성 평가

- 도 시료의 산소 열처리 조건의 성

15 100

-LiMn2O4의 Mg도핑/

열처리 조건 변화에 의한

구조 분석 기술 확보

-에 지 장용 cm

4)제 2단계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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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 측정 구조분석

-에 지 장용 cm 도 단결정형 시

료 제작 성자 구조분석

도 단결정형 시료 제작

성자 구조분석 기술 확보

-국내외 논문 발표 5편

-SCI논문 게재 2편

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

거시

이방성 연구

∙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 분석기술개

발

-열간 압연된 AZ31Mg합 의 집합조직

측정,분석 거시 이방성 평가

∙변형거동 in-situ측정 해석기술개발

-SS이상 구조(DualPhase)강에서의 in-situ

인장변형시의 탄.소성 변형거동 연구

15 100

-열간 압연된 AZ31Mg합

의 집합조직 측정,분석

거시 이방성 평가 기

술 확보

-이상 구조강에서의 in-situ

인장 변형시의 탄.소성 변

형거동 기반 확보

-국내외 논문 발표 9편

-SCI논문 게재 4편

거 구조물

잔류응력 측정,

분석법 확립

이용연구

∙가공/열처리에 따른 잔류응력 평가기술개발

-열가공/변형 재료 극후 (50mm 두

께 이상)강재의 두께방향 잔류응력 측정

해석

-일반 탄소강(S45C) 내부식강의 In-situ

상온-고온 (~400℃)인장 (20kN)시 열팽

창 계수 인장강도 측정,평가

-In-situ고주 피로 시험에 따른 잔류응

력 거동 측정기술개발

∙고온 일축 변형 실상황 물성 측정 기술

-SUS430시료의 In-situ고온(~1,400℃)

성자 회 측정 오스테나이트 상 분

율 측정,물성 평가

∙PSD제작 curvedPSD기 설계

-잔류응력 장치용 PSD 제작 curved

PSD제작 설계 완료

25 100

-극후 (50mm 두께 이상)

용 강재의 잔류응력

측정 해석 기술 확보

-재료의 In-situ고온

(~400℃)-인장 (20kN)시

열팽창 계수 인장강도

측정기술 확보

-Giga싸이클 고주 피로

시험기술 확보

-SUS430시료의 In-situ고

온(~1,400℃) 성자 회 측

정 오스테나이트 상 분

율 측정

-잔류응력 장치용 PSD제작

curvedPSD 제작 설계

완료

-국내외 논문 발표 18편

-SCI논문 게재 4편

SANS이용 나노

구조/기공/결함

물성 평가 기반

구축 이용연

구

∙편극 극 소각 성자 산란 측정 기반 구

축

-40M SANS용 편극 성자 발생기의 구매

제작 18M SANS용 편극 성자 발생

기의 제작 설계 완료

-40M SANS용 MgF2 BiconcaveLens

MCB제작 설치 완료,SANS실험 ( 장

7.49Å에서 측정 최소 Q =0.00075Å-1달

성)

∙자성 나노구조/결함 측정 분석기술 개발

-압력 용기 강에서 조사손상결함이

항복강도에 미치는 향 평가

-IF강에서 나노 석출물이 재결정 거동에

미치는 향 평가

∙기능성 나노구조/바이오 구조 측정기술개발

-벌크 박막용 폴리스틸 -폴리이소

블락 공 합체의 제조 특성 평가

45 100

-편극 성자 발생기 제작

편극 성자 산란 기법

개발

-FocusingLens Multiple

ConversingBeam(MCB)방

법을 이용한 극소각 성자

산란 측정 기반 확보

-압력 용기 강에서 조사손상

결함 평가기술 확보

-IF강에서 나노 석출물의

물성 향 평가기술 확보

-SANS 이용 기능성 나노

구조/바이오 구조 측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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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T/SDBS혼합 양이온성 계면 활성분

자 베시클의 제조 SANS측정과 계면

활성분자-탄소나노튜 구조체 제조

구조 분석

-비정상인의 세 분포의 SANS측정을

통한 성장 요인 규명 연구

∙SANS시료환경 구 기술 개발

-40M/18M SANS 용 Circulation Bath

(-20~90℃)제작 이용

-40M/18M SANS용 HeatingBlock(30~

250℃)제작 이용

- 자석용 수직형 시료이송장치 제작

-고압-온도 겸용 시료환경장치용 셀제작

-연성 나노 바이오 물질의 SANS실험

을 한 시료 비실 구축 (FumeHood,

항온수조, 울, 음 세척기,동결 건조

기 등 구비)

개발 용 확

-다양한 시료환경 구 기술

개발 SANS측정 용

기술 확

-국내외 논문 발표 10편

-논문 게재 8편,특허 등록

2건

총계 100 100

세부 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달 성 도(%)

실상황/실시간

측정법의

녹색산업 용

기술 개발

∙HEV용 이차 지 열화기구규명 개질연구

-in-situ충/방 에 따른 이차 지 구조 측

정 MEM분석 연구

∙에 지 장용 YBCO고온 도체 산소 함

량분석기술개발

- 성자 회 에 의한 도 산소 함량 제

어 물성-산소함량 상 계 연구

15 100

- 성자회 결과의 MEM

분석에 의한 Li거동 분석

- 도 산소 함량과 물성간

의 상 성 규명 연구

-국내외 논문 발표 18편

-SCI논문 게재 5편

In-situ변형

집합조직 측정

거시

이방성 연구

∙변형 집합조직-거시 이방성 연구

-BH 경량소재의 집합조직 측정 성형성

평가

∙경량재료 성형성 측/평가 기술 개발

-DP재료의 in-situ변형시 집합조직

발달을 고려한 internalstrain/stress 측

기술 개발

15 100

-경량소재의 집합조직 측정

성형성 평가 기술 확보

-in-situ변형시 집합조직 발

달을 고려한 internalstrain

/stress 측 기술 확보

-국내외 논문 발표 6편

-SCI논문 게재 4편

거 구조물

잔류응력 측정,

분석법 확립

이용연구

∙용 에 따른 잔류응력 측정,분석 기술개발

-선박용 80mm 두께 후 용 특성

에 따른 잔류응력 측정 거동 분석

-원 노즐부 다상 합 용 구조물의 잔

류응력 측정/분석 평가

∙상온/고온 인장 물성 연구

-SS이상조직 재료의 In-situ고온 상변태

측정 기술 개발

-80mm 용 부 상온/고온 인장시 회 탄

성계수 측정 고강도강의 변형거동 분

25 100

-최 80mm 두께 비

괴 잔류응력 측정 기술

확보

-이종용 구조물의 잔류응

력 분석 평가 기술 확보

-고온 In-situ측정기술 확보

-고온-인장시 회 탄성계수

측정 고강도강의 변형거

동 분석기술 확보

5)제 2단계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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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Giga싸이클 In-situ고주 피로 시험에

따른 Al잔류응력 거동 측정,평가

-3축으로 인장을 인가할 수 있도록 인장

장치 성능 개선

-3축으로 인장을 인가할 수

있는 인장 장치 개선

-국내외 논문 발표 10편

-SCI논문 게재 8편

SANS이용 나노

구조/기공/결함

물성 평가 기반

구축 이용연

구

∙편극 성자 이용 자기구조 분석 기술개발

-편극 성자 발생장치 설치 성능시험

-집속 Lens를 이용한 극소각 산란 측

정 시험 연구

∙나노구조/결함-기계 성질 향 기 기술

개발

-나노입자/결함과 기계 성질간의 상

계 분석

-고주기 피로주기에 따른 단 거동 연구

∙기능성 나노/바이오 구조 -물성 상 계

연구

- 수소가 치환된 자기 집합형 나노구조의

질서-질서 이 상 분석

-온도민감형 자기조립 계면활성분자 베시

클 제조 SANS연구

-SANS를 이용한 치 구조분석

∙극한 시료환경(압력,온도)조건의 구조 물성

연구

-SANS실험을 통한 압력변화에 따른 구

조 이 상 측정

-고주기 피로 나노 결함 측정 시험

45 100

-편극 극소각 성자 산

란 측정 기반 확립

-나노입자와 기계

상 계 데이터 확보

-Al재료 고주기 피로 결함

측정 기술

-자기 집합형 나노구조의 질

서-질서 이 상 이해

-온도 민감형 자기조립 계면

활성분자 베시클 구조 이해

-치 구조 분석 데이터

확보

-SANS를 이용한 압력변화

에 따른 구조 이 상이해

-In-situ 고주기 피로 나노

결함 측정 기반 확보

-국내외 논문 발표 18편

-논문 게재 6편,특허 출원

1건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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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하나로에 재 운 인 열 성자 산란 장치와 더불어 2010년 말에 냉 성자

연구기반시설의 구축이 완료되어 세계 수 의 첨단 성자 연구 기반 시설을 보유

하게 되었다. 성자 산란기술의 유일성으로 인해 첨단 기 원천 연구에서부터 산

업응용에 이르기까지 범 한 연구 역을 확장할 수 있어,국내 련 산업의 국

제 경쟁력 강화 국가 과학기술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특히 다양한 선도 산

업응용 분 기술 개발,시료환경장치 개발,고도의 냉 성자빔 응용기술 개발과 산

학연 이용자들과의 력/공동 연구 강화를 통한 “국가 거 연구기반시설”로서 하

나로의 기 원천 산업 활용을 극 화하기 한 노력할 것이다.

2.이를 해 국가 연구 지원 시설로서 국가과학기술 정책(녹색기술,차세 에

지,나노-바이오 등)을 기에 지원하기 한 원천 기반 분석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 이 지원이 필요하며,산학연과의 공동/ 력 연구를 강화할 수

있는 임계수 이상의 성자 분석/운 문 인력의 확보가 실히 요구되고 있다.

3.범국가 인 기 ㆍ원천 분석 기반 연구시설로서 안정 인 운용과 산업 활용기

술 선도를 해서는 산학연과 연계된 지속 인 인 자원 운 지원이 요청되

며,국가거 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정이다.특히 하나로

와 산학연 연구자들 간의 소통을 통한,즉 하나로이용자 의회, 문연구회 타

연구사업과의 유기 력체재 구축으로 상호 공동연구/기술지원 체계를 강화함으

로써 효율 으로 구성과를 확산하며,국내의 산업체 연구 그룹과 연계 강화를 통

해 실질 산업 응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조기에 개발을 시도한다.본 사업

에서 개발한 기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산업 응용기술 개발 내용으로 확

하고,기존의 성자 산란장치 외에 냉 성자 연구 기반 시설에서 개발된 성자

소각산란 장치들의 장치 운 최 화 이를 이용한 차세 에 지 장재료,원

자력,항공우주,나노,생체 연구 분야를 더욱 확 할 정이다.

4.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자 빔 이용기술에 한 주요연구 분야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성자 회 기술을 이용한 온도,충방 을 동시에 구 할 수 있는 충방 -온

도 겸용 시료환경 구 기술과 MEM 분석 기술은 차세 에 지 장 소재 개발



- 245 -

지 수명 연장 신 이차 지 개발 련 삼성 SDI,LG화학 등 산업체의 활용 수

요가 증하고 있어,산업체,연구소와 공동으로 차세 에 지 장재료를 개발에

용할 정이다.

나.하나로의 잔류응력 장치는 세계 최고 수 으로 철강 시료 두께 약 80mm,

Al시료 두께 150mm까지 비 괴로 3차원 잔류응력을 측정할 수 있어,보이지 않

는 거 구조 재료의 내면의 유해한 인장 잔류 응력을 측정하여 작스런 균열,

피로 괴를 측하거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두산 공업은 본 기술을 용한 신 용 공정 개발로 고리 1호기의 노화

보수 작업에 용 이며,2~4호기에도 활용할 정으로,약 500억원의 해외

유출방지 효과 있다.

-포스코와 공동으로 16,000TEU 형 컨테이 선에 들어가는 80mm 두

께 후 용 부의 잔류 응력 측정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신 철강재료 개발

에 성자 분석 기술의 용을 확 하고 있다.

다.냉 성자기반 연구 사업으로 개발된 40M SANS장치의 측정 능력 확 를

해서 극소각 편극 성자 소각산란 기술을 개발하여,CNT,ODSsteel시료

측정에 용함으로써 세계 Top5내의 성자 소각산란 측정,분석 기술 능력을

확보하 고,이러한 기술은 향후 연성 나노 물질과 자성나노 구조체를 활용한 나

노표 약물 달물질 개발 등 기능성 나노-바이오 물질 연구에 용될 정이다.

라. 성자 회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활용성이 뛰어난 온,인장,온도,자기

장,충방 을 동시에 구 할 수 있는 다 환경 구 기술을 이용한 In-situ측정,

물성 평가 기술은 첨단 기능성 나노-바이오 소재,친환경 경량 소재,차세 에

지 장 재료의 개발과 련한 산업응용 활용도가 증 하고 있어,산학연 력 연

구를 더욱 강화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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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가. 성자 산란 연구동향 자료

○ InternationalConferenceonNeutronScattering(ICNS),May2009,Knoxville,

Tennessee,USA,ProceedingBook

○ Neutron and X-ray Studies ofAdvanced Materials,2009 TMS (The

Minerals,Metalsand MaterialsSociety),Feb.2009,San Fransisco,USA,

ProceedingBook

○ Introduction to the Characterization of Residual Stress by Neutron

Diffraction,Hutchingsetal.,Taylor&Francis,TextBook

○ PolycrystallineMaterials-DeterminationofResidualStressesbyNeutron

Diffraction,1stEdition,TechnologyTrendsAssessment,ISO/TTA 3,ISO

VAMAS,2001,Report

나.재료연구 동향

○ Oak Ridge NationalLaboratory Direct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2007Annualreport,OakRidgeNationalLaboratory,Tennessee,

USA,Report

○ 2008InternationalHydrogenConference,EffectsofHydrogenonMaterials,

Sep.2008,Moran,Wyoming,USA,ProceedingBook

○ MaterialsScienceand engineering:An introduction,JohnWiley& Sons,

New York,2006,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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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나노박막 구조 연구

- 산모사 시료 형식 결정 성자 반사율 산모사

-ICP모듈 형식 설계 ICP 로그램 제작

-PNR구 기구 성능평가 완료

-자성박막 측정 PNR기법 확립 시료의 PNR측정 데이터 해석

-냉 성자 PNR측정 기반 구축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제작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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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반사 이용 생체계면 측정 기반 구축

-생체막 계면 특성 구조 분석 연구

-생체막 단백질과 생체막과의 복합 구조체 분석 연구

○ 성자 산란을 이용한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동역학 연구에 용

-에 지 가변형 TAS1차 분 기 설계,제작 조립 시험

-최 의 시료환경 요건 설정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제작

-표 반강자성 분말 시료 회 상 측정,해석

-엇맞는 반강자성체 스핀 구조 연구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성능시험

-열 성자 격자 스핀 동역학 측정 기반 구축

-반강자성 상 계 분말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

-Thermal-TAS용 시료환경장치 제작

-반강자성 상 게 결정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



-3-

○ 단결정회 을 이용한 수소결합 구조,상 이 protonglass 상 연구

-강유 체 단결정 상온 측정 해석

-수소/ 수소 치환 단결정 상온/온도 실험 해석

-열운동 보정과 해석기법 개발 용

-수소결합형 혼합결정 제작 물성측정

-수소결합형 혼합결정 실온 측정 구조해석

-수소결합형 혼합결정 온 측정 상 이 연구

○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단결정 성장장치 설계 제작

-단결정 제조 물성 기 연구

-단결정성장 공정 확립

-단결정 제조공정 확립 물성 연구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성자 반사율,나노 자성박막,편극 성자,반강자성,스핀구

조,삼축 성자 분 장치,강유 체,수소결합구조, 성자 산

란용 단결정

어

Neutron reflectivity,Nano magnetic thin film,Polarized

neutron,Antiferromagnetism,Spin structure,Triple Axis

Spectrometer, Ferroelectricity, Hydrogen bond structure,

Singlecrystalforneutronsca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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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제목

응집 물질 구조 측정 해석 연구

II.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연구개발의 목

원자와 분자 단 의 상을 발견한 것은 20세기 인류의 물질에 한 이해에

근본 인 변 을 가져왔다.이는 석유나 석탄과 같이 기존에 알려진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물론 도체와 같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

류 문명의 발 에 기여하여 왔으며,궁극 으로 물질에 한 지식이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응집 물질은 특히 고체와 액체 상태의 물질을

가리키며 인류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질을 망라하고 있어 동 물질의 연구는

물질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성자는 지난 50년간 성자 고유의 산란 특

성을 이용하여 물질의 구조와 운동,특히 응집물질의 특성을 연구하는 기본 인 수

단이 되어 왔다.유럽,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이 성자를 이용한 산란 연구를

주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호주, 국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도 련 연구를 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국내에서도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

로의 가동에 맞추어 고분해능 성자 분말 회 장치(HRPD),4축 성자 회 장치

(FCD), 성자 소각 산란장치(SANS),수직형 성자 반사율 측정장치(REF-V)등

의 분 장치를 순차 으로 개발,운 함으로써 성자를 이용한 다양한 응집물질

연구의 기반을 확립하여 왔다.

본 연구 개발의 목 은 물성 기 연구에 으로 필요한 세계 수 의 삼

축 성자 분 장치(TAS) 고자장,극 온 등의 조건에서 상 이 상 연구가

가능한 강력한 성능의 시료환경장치를 개발하고 나노자성박막 다강체, 도체,

강유 체 등의 정 구조해석이 가능하도록 편극 성자반사(PNR)기술 HRPD,

FCD를 이용한 고도의 해석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성자를 이용한 선진

국 수 의 다양한 분야의 응집물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2.연구개발의 필요성

가.기술 측면

○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측정,해석 기술은 스핀의 구조와 동역학을 연구하

는 강력한 도구임

○ 생체막 계면구조 해석 기술은 생체세포의 감염 의학 인 반응을 이해하는 핵심 정보

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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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 로 세계 수 성자 비탄성 산란장치(열 성자 삼축분 장치,

ThermalTAS)의 개발로, 성자를 이용한 응집물질 내의 동역학 연구의 인

라 구축과 기술개발의 견인차가 됨

○ PNR기술은 첨단 자기 기억소재 등의 표면 해석에 강력한 수단임

○ 강유 체의 수소결합구조,동 원소 치환에 따른 구조 해석 등은 성자만이

가능한 기술임

○ 수소결합물질인 양성자 유리 연구는 연료 지의 해질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수소의

정렬-비정렬 상 수소의 에 지 우물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의

하나임

○ 도,자성물질의 단결정 시료에 한 성자 산란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원자

와 자의 거동에 한 이해와 기구의 규명

나.경제 측면

○ PNR기술은 자성박막, 도 박막 등의 구조 연구에 활용 가능하여 국내

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

○ 독자 인 TAS설계 제작기술 확보와 국내업체에 의한 제작 수행으로 향후

성자빔 이용 장치의 제작과 운 상의 소요비용과 시간의 감이 가능해짐

○ 반강자성 상 계의 스핀 동역학 측정,해석 연구는 고온 도체 등과 같은 첨단

소재의 핵심을 이루는 자성체의 구조연구에 기여함.자성 물질은 세계 시장 규모

만도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등 산업 응용이 왕성한 물질이므로 장기 으로 국가

경제와 산업 반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임.

○ 강유 체 수소결합구조와 상 이 해석기술은 압 성 등이 우수한 재료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고,친환경 연료 지의 해질 물질로 이용이 가능함

○ 단결정 시료에 한 성자 산란정보를 통하여 산업 으로 이 큰 물질의

설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다.사회 측면

○ 다양한 신기술 개발 이용에 의한 지식창출과 고도 산업사회형성에 기여

○ 국가 연구기반 확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 상 재고

○ 응집물질 구조 연구는 첨단 소재의 개발을 한 핵심 인 방법으로 국내 연구

수 향상 기여

III.연구개발의 내용 범

1.최종 목표 당해 단계 목표

가.최종 목표

○ 성자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나노 자성 박막 구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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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산란을 이용한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동역학 연구에 용

○ 단결정 회 을 이용한 수소결합 구조,상 이 protonglass 상 연구

○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나.당해 단계 연구개발 목표

○ REF이용 나노 자성박막의 교환 바이어스 상연구

○ 성자 반사 이용 나노 박막 구조 측정,해석 연구

○ 에 지 가변형 TAS1차분 기 제작

○ 반강자성 상 계 스핀구조,측정 해석연구

○ 반강자성 상 계 스핀 동역학 측정,해석 연구

○ 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상 이연구

○ 수소결합형 강유 성과 반강유 성 혼합결정 구조연구

○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2.단계 연구개발 목표에 따른 주요 연구개발 내용

○ REF이용 나노 자성박막의 교환 바이어스 상연구

∙ 산모사 시료 형식 결정

-Fe/Cr,Co/CoO등의 박막조건에 따른 성자 반사율 산모사 수행,기술보

고서 작성

∙ 성자 반사율 산모사

-PNR측정 해석에 한 시료형식 결정

∙ ICP모듈 형식 설계

-국내외 문가 의견 반 REF와 PNR구 기구의 통합 형식 설계 완료

∙ ICP 로그램 제작

- PNR측정 ICP 로그램 제작,평가 완료

∙ PNR구 기구 성능 평가 완료

-Tmin=4K,P=95%,Bmax=0.8T,Rmin<10
-4

∙ 자성박막 측정 PNR기법 확립

- PNR측정 차 데이터 보정 차 수립,기술보고서 작성

∙ 자성박막시료 PNR측정 데이터 해석

-교환바이어스 박막 시료에 한 각기 다른 4가지 스핀상태의 PNR측정 수

행 데이터 분석

-인공반강자성(SAF)다층박막 시료의 PNR측정 수행 계면의 자기 특성

분석

○ 성자 반사 이용 나노 박막 구조 측정,해석 연구

∙ 냉 성자 PNR측정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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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성자 이용 PNR구 기구 설치,P평가완료,기술보고서 작성

-냉 성자 이용 가능성 확인을 한 Fe,Ni박막 등의 PNR측정

∙ 성자반사 이용 생체계면 측정 기반 구축

-Bio-REF단색기,시료 치별 성자속 평가

-EPICS와 SPEC를 기반으로 하는 Bio-REF장치 구동 실

-Bio-REF이용 표 박막 시료 성자 반사율 측정,최소반사율 평가

∙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 PNR 산모사

-PNR반사율 변화 평가

-시료형식 결정 ;Co40Fe40B20/MgO,Co50Fe50/MgO,Co/Cu다층박막

∙ 생체막 계면 특성 구조 분석 연구

-생체 이 막 형성 구조 분석

-펩타이드 단분자막 형성,반사율 측정 분석

∙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의 PNR이용 자기 유발/감쇠 상 연구

-자성/비자성 다층박막, 기 열처리 시료 제작(크기 10x10mm2,4개)

-포화자기장 조건에서 자성/비자성 다층박막 PNR측정(8개 데이터),

-PNR데이터 분석으로 자기 유발 감쇠 상 평가

∙ 생체막 단백질과 생체막과의 복합 구조체 분석 연구

-Tat-펩타이드 결합에 의한 세포막 상 이 평가

-WALP의 길이에 따른 세포막 구조 특성변화 측정,평가

○ 에 지 가변형 TAS1차분 기 제작

∙ 1차 분 기 설계

-MCNP코드를 이용한 차폐 평가모델 개발

-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상세설계

-빔 경로 부품/기기,고하 다축 시료 설계,구동 제어장치 설계 등

∙ 1차 분 기 제작

-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제작

-시료 빔 경로 부품/기기 제작

-집속형 단색기 유니트,해석기 유니트 제작

-해석기/검출기 시스템 차폐 유니트 제작

-통합 제어 장치 로그램 개발

∙ 장치 조립 시험

-제작품의 장설치 조립

-구동시험,차폐성능 성자속 측정

○ 반강자성 상 계 스핀구조,측정 해석연구

∙ 최 의 시료환경 요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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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시료 환경의 하나로 이용자 수요조사 수행

-HRPD용 극한 시료환경 요건(10T,100mK이하)설정

∙ 장치 개념설계

-시료환경 장치의 HRPD와의 interface설계 완료

∙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제작

∙ 표 반강자성 분말 시료 회 상 측정,해석

-Cr2O3등 4가지 표 분말 시료 회 상 측정 스핀 구조 해석

∙ 엇맞는 반강자성체 스핀 구조 연구

-(Mn,Co)WO4시료 등 2종류 다강체의 스핀 구조 분석

∙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성능 시험

-희석식 냉동기 시료 치 온도 100mK이하 달성

∙ 기 반강자성 결정 시료 회 상 측정

-FeO등 4종의 회 상 측정

○ 반강자성 상 계 스핀 동역학 측정,해석연구

∙ Th-TAS장치성능 최 화

-장치 특성 자료 생산 :단색기 차폐유니트 차폐능 평가, 성자속 측정 등

-구리 단색기 결정 특성평가

-장치 구동시험 성능 개선

-구동제어/측정 로그램 개발 최 화

∙ Th-TAS 온시료환경장치 제작

-시료 교체 정렬이 용이한 Top-loading형식 CCR로 개발

-성능:최 도달온도 5K,시료 교체 후 냉각 소요시간 <1hr

∙ 반강자성 상 계 분말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

-견본 분말 시료 측정,해석

․Ba0.5Sr1.5Zn2(Fe1-XAlX)12O22의 자기 이방성 변화 해석

․MnWO4의 스핀 웨이 스펙트럼 측정 해석

․MnV2O4의 스핀 요동을 동벡터 함수로 측정,해석

∙ 반강자성 상 계 결정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

-견본 단결정 시료 측정,해석

․Ba0.5Sr1.5Zn2(Fe1-XAlX)12O22,X=0.0,0.8단결정의 자기 이방성 변화 해석

○ 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상 이연구

∙ 강유 체 단결정 상온 측정,해석

- LiN(DxH1-x)SO4단결정 상온 측정,결정 구조 해석

∙ 수소/ 수소 치환 단결정 상온/온도 실험 해석

- KDCO3단결정 상온, 온 측정 결정구조 바탕으로 상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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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운동 보정과 해석기법 개발 용

-LiH2PO4단결정에 한 열진동 보정에 따른 결합길이 변화 물성 해석

○ 수소결합형 강유 성과 반강유 성 혼합결정 구조 연구

∙ 수소결합형 혼합결정 제작 특성 연구

- (Tl1-xRbx)H2PO4합성 물성측정

∙ 수소결합형 혼합결정의 온도에 따른 비정렬 수소 거동연구

- (Tl1-xRbx)H2PO4상온측정,해석, 온실험 상 이 연구

○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 수직형 단결정 성장 장치 설계 제작

∙ 단결정 제조 물성 기 연구

-성장장치 온도,가스 분 기 변수

-단결정 시료 제작

∙ 단결정 성장 공정 확립

∙ 단결정 제조공정 확립 물성연구

-Ca 는 Mo첨가된 YBa2Cu3O7-d 도 단결정에 한 미세조직 분석

자기 특성 평가

IV.연구개발결과

1. 성자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나노 박막 구조 연구

1-1.REF이용 나노 자성박막의 교환 바이어스 상연구

다양한 편극 성자반사(PNR)해석 로그램의 특성을 정 검토하여 최 의

로그램을 선정하고,교환바이어스 상을 보이는 강자성/반강자성 나노 자성 박막

의 구성비 박막의 두께에 따른 반사율의 산모사로 성자 반사율의 변화를

악함으로써 최 의 시료 형태를 결정하 다.

나노자성박막의 성자 반사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직형 성자 반사율 측정

장치(REF-V)와 스핀반 기, 자석, 온시료환경장치(CCR)등의 PNR구 기구를

정 통합제어 할 수 있는 PNR ICP를 설계,제작함으로써 다양한 시료 조건에서

성자 반사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REF-V를 이용한 자성박막의 PNR측

정 차를 수립하 으며,각기 다른 스핀 상태를 갖는 측정 데이터에 하여 편극효

율,스핀 반 비 등의 보정 차를 수립하 다. 자석,스핀 반 기 편극기/해석

기 등의 PNR 구 기구들의 구동 시험을 마치고 REF-V에 설치하 으며, 성자

빔을 이용하여 편극효율,스핀반 효율,최 도달 자기장 최 온도 등의 성능을

평가하고 Ni,퍼말로이 등의 일부 기 자성 박막에 한 PNR실험을 성공 으로

수행하 다.

한 교환바이어스 효과를 보이는 시료,NiFe/NiO를 제작하고 자기이력곡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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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자기장 coercivefield에서 각기 다른 4가지 스핀상태의 성자에 하여

PNR측정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하 으며,DCsputtering방법으로 제작한 인

공반강자성(SAF)다층박막 시료(TaN/NiFe/Ru/NiFe/TaN)계면의 자기 특성을

PNR측정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수행하 다.

1-2. 성자 반사 이용 나노 박막 구조 측정,해석 연구

CN REF-V를 이용하여 편극기,해석기,스핀반 기 자석 등의 최 구동

조건을 시험,설정하고 장치편극율을 측정,평가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냉 성자를 이

용한 PNR측정,실험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장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Fe,Ni박막 등의 PNR상을 측정하 다. 한 CoFeB/MgO계열의 자성/비자성 이

종 합 박막에 하여 두께, 층형태 등의 다양한 시료조건에 따른 산모사로

성자 반사율의 변화를 악함으로써 하나로 REF-V를 이용한 PNR실험에 최 인

박막 형태를 결정하 다.

CoFeB/MgO다층박막의 PNR 산모사를 통해서 최 의 시료형태를 갖는 시료

MgO/[Co40Fe40B20(3nm)/MgO(2nm)]10,MgO/[Co50Fe50(3nm)/MgO(2nm)]10를 제작하

다.이러한 CoFeB박막은 기 층 상태에서는 비정질구조를 보이지만 고온에서

열처리를 해주면 다결정 MgO층의 template효과로 비정질 구조에서 나노크기의 단

결정시료로 구조변화가 일어난다.

앞서 제작한 박막시료의 XRR,X선 회 실험 고분해능 단면 TEM 실험 결

과 CoFeB/MgO의 경우 CoFeB MgO 층의 두께와 계면거칠기 산란길이 도

가 각각 변화하 으며 열처리 에는 비정질 구조를 가지고 있던 CoFeB이 열처리

후에는 일부가 집합조직을 가짐을 확인하 다.하나로 CNREF-V를 이용하여 앞서

제작한 시료의 PNR측정을 수행하 다.각 시료의 수직방향으로 인가되는 자기장

은 자기이력곡선의 포화자기장을 고려하여 결정하 으며, 체 인가 자기장

(최 0.2T)에 하여 장치편극율은 >95% 이상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

었다.측정결과 인가 자기장에 따른 성자산란길이 도 차이에 의한 반사 임

계각의 변화와 함께 다층막의 반복 형성에 의한 라그 피크가 발생함을 확인

하 다.일반 으로 편극 성자 반사실험에서 보정계수율은 편극기,해석기

스핀반 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구할 수 있으며 계수율의 오차까지 평가

하기 해서는 복잡한 계산과정이 필요하다.이러한 편극 성자 반사 측정

실험에서 계수율의 보정 오차를 계산하고 성자 반사율을 평가하기

하여 련 로그램 HanaREF와 HanaPNR을 개발,시험하 다.

CN REF-V를 이용하여 얻은 PNR 실험 데이터는 SimulReflec 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CoFeB시료에서 열처리 후 각 층의 두께는 CoFeB의 경우 증

가하 으나 MgO는 감소하 으며 다층으로 층한 CoFeB과 MgO가 서로 해있는

상,하 두 계면에서 자기모멘트가 서로 다름을 확인하 다.이러한 다른 자기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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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처리를 한 후에도 증가하 다.반 로 CoFe/MgO다층박막의 경우 두 계면에

서의 자기모멘트의 크기는 기 층시료 열처리시료에서도 거의 균일하 다.이

와 같이 PNR측정 실험을 통하여 열처리과정에 의한 자성층 CoFeB 는 CoFe과

비자성층 MgO사이의 계면에서의 자기모멘트의 유발 혹은 감쇠 결과를 확인하 다.

최 의 생체계면 반사율 측정 기반 구축을 하여 EPICS와 SPEC를 기반으로

하는 Bio-REF장치 구동을 실 함으로써 반사율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한

고온,고압 등이 가능한 시료환경장치를 비하고 그 성능을 시험하 으며,반사율

측정에 의한 생체박막의 구조특성 분석을 수행하 다.

바이오 계면의 반사와 회 에 의하여 두 개의 다른 하를 가지는 인지질 분자

들을 배향하여 측정할 경우 음 하를 띄고 있는 DPPS인지질과 zwitterionicDPPC

간에 상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복합 생체막에 DNA와 같은 하 된 분자를 넣었을

때 인지질 막에 상분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상에 착안하여,highlypositive한

Tatpeptide를 넣고 인지질 복합 다층막에 삽입한 후 반사율 측정 결과 DPPS의 양

이 많아지게 되면 라그 피크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확인하 다.

Alpha-helical구조를 갖는 WALP 단백질은 구성된 tryptophan,alanine,

leucine의 기의 구성에 의하여 well-defined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세포막 내의 삽

입이 용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세포막 단백질이 인지질 막에 삽입되는 방식을 확

인하기 하여 서로 다른 소수성 길이를 갖는 여러 WALP시료를 합성하고 멤

인 특성을 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WALP가 없는 DPPC의 이 막의 성자 반사율을 측정,분석한 결과 모델링한

인지질 이 막 각 성분의 산란길이 도와 두께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동시에

세포막 내부에 침투한 외부 수상도 평가할 수 있었다.1%의 서로 다른 WALP를

삽입하 을 때 체 으로 인지질 이 막의 두께는 두꺼워 졌으며 이는 생체막과

alphahelix단백질체의 결합에 따른 새로운 일반 인 특성인 것으로 단된다.

2. 성자 산란을 이용한 반강자성 스핀구조 동역학연구

2-1.에 지 가변형 TAS1차분 기 제작

입사에 지를 가변시킬 수 있는 에 지 가변형 열 성자 TAS1차 분 기의 주

요부를 설계하 다.MCNP 산모사에 의해 장치 차폐구조를 평가하고 해석하 으

며 성자 산란장치 차폐 평가모델( 산코드)개발 TAS단색기 차폐 유니트에

한 차폐 해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하 다.이를 반 하여 단색기 차폐 유니트를 설

계하여 안 성 확보와 비용 감을 이루었다.장치 사양 성능목표를 달성하기

한 주요부의 설계자료(도면,제작 시방서 등)를 생산하여 기술축 과 성능에 부합되

는 품질확보를 하 으며 이는 향후의 장치 제작,운 /유지보수 등의 작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단색기 차폐 유니트를 비롯한 TAS1차 분 기의 주요부 제작을 계획된 공정

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 다.부분품별로 제작 후에는 간단한 구동시험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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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체 조립체에 한 구동시험을 수행한 후에,차폐능 성자속을 평가

시험 하 다. 도 자석을 이용한 고자장 시료환경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고 도 비자성 단색기 차폐 유니트를 비롯한 주요 구성요소들을 제작하 고,

장치 자동화를 최 한 구 하여 사용자의 편리성과 이용효율 극 화 안 성을

확보하 다.

이 집속형 단색기 유니트는 양면형으로 설계하여,한 면은 PG 결정을 99개

장착하 고 다른 한 면은 제 2단색기 결정(Cu 정)을 99개 부착할 수 있도록 기

구부(mechanism)를 설계/제작하여 에 지 역에서부터 간과 고에 지 역

의 입사에 지를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 다.이로써 장치 성능의 제 1요

소인 시료 치에서의 높은 성자속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이 집속형 해석

기에 63개의 PG결정을 부착하고,해석기와 검출기 주변의 차폐능이 극 화된 해

석기/검출기 차폐 유니트의 설계/제작으로 장치 성능의 제 2요소인 높은 신호/배

경값을 구 토록 하 다.제 1콜리메타부터 제 4콜리메타까지 각각의 분산각을

선택하여 조합할 수 있는 자동 콜리메타 교체기를 설계/제작하여 설치함으로써,장

치 성능의 제 3요소인 다양한 장치 분해능을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극 화하여 장치 활용도가 극 화되도록 하 다.

시료 치에서의 성자속은 Ei=13.7meV(2θM=42.7도)으로 단색화된 성자를

부분 으로 집속한 (underfocusing)상태에서 2.3×108n/cm2/s로 측정되어 당 목

표치(10
7
n/cm

2
/s)를 월등히 상회하 다.단색빔을 최 조건으로 집속하고,좀 더

고에 지(Ei=30.5meV,2θM=28.3°)의 단색빔에 해서 측정하면 10
9
n/cm

2
/s에 근

할 것으로 상되어 세계 최고 수 의 성능을 갖춘 열 성자 삼축 분 장치가 될

것이다.장치 최 화의 작업을 거치고 나면,국내에서도 최첨단의 신물질에 한

선도 인 동역학 연구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2.반강자성 상 계 스핀구조,측정 해석연구

성자 자기 산란은 의 응집 물질 연구에 필수 인 도구이다.하나로는

성자 자기 산란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반강자성 상 계의

물질을 상으로 성자 자기 산란의 활용법을 연구하 다. 한 향후 더욱 발 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자 자기 산란 연구에 필수 인 온 도 자석에

사용할 희석 냉동기를 제작하 다.

보통 새로운 물질은 분말 시료부터 만들어지므로,분말 시료를 통해 스핀 구조

를 측정하고 해석하는 기술은 오랫동안 발 하여 왔다.하나로에서도 강력한 성능

을 지닌 HRPD가 있으므로,이 장치를 활용하여 스핀 구조를 측정하고 해석하는 연

구를 수행했다.먼 데이터 축 을 해 CoO,MnO,FeO,Cr2O3와 같은 여러 표

물질을 선정하여 측정하 다.특히 Cr2O3의 경우 SRM이 존재하므로 이를 통해

질 좋은 분말 시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이 외에도 최근 심을 끌고 있는 엇맞는

반강자성 상 계인 Mn1-XCoXWO4와 Ba0.5Sr1.5Zn2Fe12(1-x)Al12xO22의 분말 시료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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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역시 분말 회 법으로 스핀 구조를 측정하고 그 물리 상을 연구하 다.

질 좋은 단결정 시료를 보유하면, 성자 자기 산란을 통해 스핀 구조를 더 정

하게 해석할 수 있다.하나로 FCD는 이 목 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이다.데이터

축 을 해 다음 세 가지의 기 반강자성 상 계 단결정을 선정하고,이들 시료

의 회 상을 측정하 으며 스핀 구조의 해석을 시도했다.FeO,CsMnCl3̇2(H2O)2,

Cr2O3.이 외에도 MnSi2S4,MnGe2S4,Mn1-XCoXWO4와 같이 최근 많은 심을 받고

있는 단결정을 제조하여 자기 상 이와 스핀 구조를 측정하여 새로운 물리 상에

한 이해를 넓혔다.

성자 자기 산란 연구에,특히 자기 상 이 연구에 온 도 자석은 필수

인 역할을 한다.새로운 자기 상 이는 보통 극 온에서 일어나므로,수십 mK정도

의 극 온 시료 환경을 갖추는 것도 요하다.따라서 하나로에서 새롭게 도입하기

로 한 온 도 자석에 극 온 구 이 가능한 희석 냉동기를 제작,설치하는 연

구를 수행하 다.희석 냉동기는 100mK 이하의 온도를 구 하도록 제작 되었고

도 자석에 설치되어 성능 시험을 마쳤다.이 장비는 앞으로 첨단의 성자 자

기 산란 연구에 사용될 것이다.

2-3.반강자성 상 계 스핀 동역학 측정,해석연구

앞서 수행한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측정,해석 연구에 이어 동역학 측정,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이 연구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하드웨어인 온 시료환경

장치의 제작이 포함되어 있으며,비탄성 산란장치를 사용해 분말과 단결정 시료의

스핀 동역학을 측정하고 해석하는 연구를 수행 하 다.

스핀 동역학 측정을 한 필수 인 시료환경장치인 온 시료환경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시료의 교체가 쉽고,단결정 시료들의 정렬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해

Top-loading방식으로 제작하 다.최 도달온도는 5K이며, 온 상태에서 시료

를 인출하여 교체 혹은 정렬 후 다시 삽입하여 온으로 냉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 짧아서(< 1시간)측정 효율이 좋을 것으로 상된다.본 시료환경장치는 온

에서의 격자 스핀 동역학 측정,자기 상 이 연구 등 첨단 스핀 동역학 연구에

활용될 것이다.

스핀 동역학 측정을 한 시료로서 선택한 물질은 반강자성 상 계인

Mn1-XCoXWO4와 Ba0.5Sr1.5Zn2Fe12(1-x)Al12xO22등으로 단계에서 이미 스핀 구조 분

석을 완료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 단계의 연구는 연속성을 가지고 동역학 측정을

통해 연구를 심화하 다고 볼 수 있다.

스핀 동역학 측정으로 이들 물질은 스핀 갭을 가진 것을 확인하 고,도핑에 의

해 스핀 갭이 어드는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같이 측된 스핀 이방성의

감소는 물질의 다강성과 한 련을 가짐을 알 수 있으며,스핀 동역학 측정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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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결정회 을 이용한 수소결합 구조,상 이 protonglass 상 연구

3-1.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상 이연구

강유 체 단결정인 LiN(DxH1-x)SO4를 하나로 FCD에서 시료 정렬,UB-행렬 측

정 후,실온 223K에서 회 데이터를 수집하고 단결정 구조정련 로그램인

SHELXL을 이용하여 결정구조를 해석하 다.시료에 들어 있는 Li H 원자는 X

선 회 데이터로는 원자 치와 비등방성 온도인자를 정 하게 얻을 수 없으나,

FCD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들 원자의 치와 비등방성 온도인자 뿐 아니라 동 원

소인 H와 D의 유율도 정련하 다.상온에서 무질서 상태로 존재하던 수소원자가

상 이를 거치면서 온에서 질서상태로 존재함을 밝히고 결정구조 인 계를 연

구하 다.

강유 체 수소/ 수소 치환 단결정인 KDCO3에 해 상온과 온에서 측정데이

터를 수집하고 결정구조를 해석하 다.이 과정을 통해 수소결합 강유 체의 온

결정구조와 온도에 따른 상 이 연구를 수행하 다.

수소결합 물질 LiH2PO4(LDP)단결정에 해 상온과 100K에서 측정데이터를 수

집하 다.이 물질은 고온에서 높은 양성자 도율을 보여 연료 지의 해질 물질

로 응용이 가능하다.결정구조 해석에 있어 결합길이는 매우 요한 정보를 제공하

며,분자 원자들의 열진동에 의해 결합길이가 달라진다.TLS (Translation,

LibraionandScrew)분석을 사용하여 LDP데이터를 보정하고 분석하 다.이를

통해 실온에서 높은 기 도율을 보이는 LDP는 가벼운 Li이온에 의해 도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PO4사면체의 운동에 의한 것임을 밝 냈다.사면체의 운동

은 략 4.95°정도이다.

3-2.수소결합형 강유 성과 반강유 성 혼합결정 구조 연구

강유 성과 반강유 성의 결정을 혼합한 결정을 생성하여 두 개의 상이한 성질

간의 경쟁에 의해 생성되는 양성자 유리 상을 연구하 다.Rb Tl은 이온반경

이 유사하나,Rb가 들어간 물질은 강유 성을,Tl이 들어간 물질은 반강유 성을

보인다.두 개의 이온을 혼합한 결정은 성자 연구에 의하면 Tl이 들어간 것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며,기존에 NQR연구에 알려진것과는 달리 온에서 엇맞는 구

조를 보이며,이것은 일반 으로 양성자 유리에서 보여지는 상이다.수소는 온

에서도 비정렬 상태로 존재를 하며,Tl이온 주변은 순수하게 Tl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 비해 Rb이온이 들어가 있기에 주변의 산소와의 거리의 변화가 기는 하

지만,2.8Å-3.0Å정도로 다양하다.

4.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성자 산란용 산화물 단결정 열처리로를 제작하 다.열처리로 제작의 기본 개

념은 고온에서 결정성장의 종자가 되는 결정을 로의 상부에서 공 하는 방식이었

다.최 가열온도 1500
o
C이었고,시간당 0.1

o
C까지 조 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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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열처리로로 산화물 고온 도 단결정을 제조하여 열처리로의 성능을 확인

하 다. 도 온도가 90K인 YBaCuO의 분말을 성형하여 펠렛을 만들고,그

에 단결정 종자를 심은 후,열처리하여 단결장 성장을 유도하 다.온도조 기의 온

도와 로 내부의 온도를 보정하 고.최고 가열온도와 냉각속도를 변화시키면서 단

결정 성장의 변화를 찰하여 최 의 열처리 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이 공정으로

용하여 수 mm 크기의 도 단결정을 제작할 수 있었다.

도체의 자기 특성을 변화시키는 물질로 Ca과 Mo을 선택해서 도 단

결정의 특성에 한 도핑효과를 조사하 다.Ca은 도 구성물질 의 Ba이나 Y

에 치환되는 원소이고,Mo은 Cu에 치환되는 원소이다.두 도핑 물질의 첨가량을

조 하여 단결정을 성공 으로 제조할 수 있었다.두 첨가 물질 모두 첨가량의 한

계량이 존재하며 수 %의 과도한 첨가시에는 단결정이 성장하지 않았다.특이 으로

Ca도핑의 경우에 결정내부에 포획되는 Y2BaCuO5상의 성장이 진되었으며,Mo

도핑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수 마이크론 크기의 Mo화합물이 생성되었다.Mo도

핑의 경우 0.1% 이하의 미량 도핑시 도 결정 내부에 치환된 Mo원자에 의한

외부자장을 속박하는 럭스 피닝 (fluxpinning) 상이 찰되었다.도핑의 의한

자력 속박 상은 추후 성자산란 연구와 연계하면 자기력과 도간의 상 계

를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V.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성자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나노 박막 구조 연구

1-1.REF이용 나노 자성박막의 교환 바이어스 상연구

REF이용 나노 자성박막의 교환바이어스 상 연구를 통하여 자석,헬룸홀쯔

코일,스핀반 기,편극기/해석기 등의 PNR구 기구의 구동기술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 으며,각기 다른 4가지 스핀상태의 성자 반사 강도에

하여 나노 자성박막의 반사율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보정하는 차를 수립하는 연

구 결과를 얻었다.이러한 PNR기술은 첨단 자기 기억 소재 등의 표면 해석에 강

력한 수단으로 두께 수십～수백 nm인 첨단 나노 자성 박막의 구조 특성 연구에 활

용이 가능하므로 고도의 정 도를 요구하는 GMR이용 스핀밸 형태의 자기기록

헤드,MRAM 등과 같은 장매체의 자기기록 도 동작 속도 등의 향상에 필요

한 나노 자성 박막의 구조 특성 연구 활용으로 국내 IT,NT 련 기술 산업 발

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회 으로도 다양한 신기술 개발 이용에

의한 지식 창출과 고도 산업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성자 반사 이용 나노 박막 구조 측정,해석 연구

REF이용 PNR 기법은 첨단 기억소재로 리 이용되는 스핀트로닉스 분야의

자성 박막의 반사율 측정으로 교환상호작용,교환스 링,스핀밸 등의 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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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될 수 있다.편극 성자 반사를 이용한 자성체 박막과 비자성체 박막의 계

면의 자기 특성에 따른 자기 유발 상 연구는 자의 스핀을 이용하는 첨단 소

재 분야에서 계면의 특성 향상에 활용될 수 있다. 기능성 단백질의 제어기술

구조 분석을 통한 생체 에 지 환을 한 바이오 칩 고효율 에 지 환 기술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국내 유일의 생체 바이오 박막 구조 분석장치를 통한 국내

외 바이오 기술 연구에 연구 기술 를 통하여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1-2. 성자 반사 이용 나노 박막 구조 측정,해석 연구

REF-V이용 편극 성자 반사(PNR)기법은 첨단 기억소재로 리 이용되는 스

핀트로닉스 분야의 자성 박막의 반사율 측정으로 교환상호작용,교환스 링,스핀밸

등의 상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PNR을 이용한 자성체 박막과 비자성체 박막

의 계면의 자기 특성에 따른 자기 유발 상 연구는 자의 스핀을 이용하는 첨

단 소재 분야에서 계면의 특성 향상에 활용될 수 있어 국내 첨단 자기기억소재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한 생체막 계면 특성 생체막 복합 구조체 분석 연구

는 기능성 단백질의 제어기술과 생체 에 지 환을 한 바이오 칩 고효율

에 지 환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2. 성자 산란을 이용한 반강자성 스핀구조 동역학연구

2-1.에 지 가변형 TAS1차 분 기 제작

물질문명의 근간이 되는 신소재/신물질 개발과 활용을 한 기 물성 규

명의 국가 연구인 라를 성공리에 구축함으로써,국내 기 연구와 응용연구가 더욱

활발해져 과학 발 과 ·장기 인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일부 선진 국가에

서만 가능하던 TAS이용 비탄성 산란연구 기반,극한 시료환경 하에서의 자성체

내의 동역학 해석기술 등 첨단 연구의 인 라 구축으로 국가 과학 수 을 향상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 심 고취에 기여한다.본 연구 TAS장치 개발에

참여한 국내 업체들이 개발·확보한 기술 노하우는 좁게는 TAS장치의 운 과 유

지보수 개선의 용이성 확보와 타 장치의 개발과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넓게는 국외 수출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2-2.반강자성 상 계 스핀구조 측정 해석연구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측정,해석 연구의 결과는 크게 하드웨어(희석식 냉

동기)와 축 된 데이터(분말과 결정의 회 상)의 두 가지로 나 수 있다.희석식

냉동기는 향후 극 온에서 분말 회 상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것이며,축 된 데이

터는 새로운 자성 물질의 스핀 구조 분석에 사용될 것이다.특히 후자의 경우는 이

용자의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이와 같은 성과는 국내 기 물질과학의 변을

확 시켜 세계 으로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성 물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

키리라 상된다.자성 물질은 양자역학 인 상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물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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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사회 으로는 20세기 ·후반에 격히 발 한 양자역학 인 세계 을

국내에 확산시켜,기존의 고 인 세계 을 벗어나 보다 합리 인 사회 시스템이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희석 냉동기의 도입으로 향후 자성 물질의 1K 이하

온에서의 회 상 측정이 가능해지고,축 된 데이터로 성자 산란을 이용한 자

성 물질의 스핀 구조 측정이 더 정 해질 것이다.

2-3.반강자성 상 계 스핀 동역학 측정,해석 연구

반강자성 상 계 동역학 구조 측정,해석 연구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인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하드웨어 인 측면은 ‘열 성자 격자 스핀 동

역학 측정 기반 구축’을 통한 열 성자 삼축분 장치의 성능 최 화와 ‘Thermal

TAS용 시료환경장치 제작’을 통한 온 시료환경장치 구축의 두 가지 다.이를

통해 하나로 열 성자 삼축분 장치가 이용자 사용 가능 상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궁극 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 장치가 이용자 친화 으로 완성되

면,일반에 리 개방하여 국가 이용자 시설의 일부로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소 트웨어 인 측면은 ‘반강자성 상 계 분말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과 ‘반강

자성 상 계 단결정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을 통한 다양한 시료의 동역학 측정 역

량을 축 한 것이다.구조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 성과는 이용자의 교육에 활용될

뿐 아니라 국내 기 물질 과학의 변을 확 시켜 자성 물질 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게 될 것이다.

3.단결정회 을 이용한 수소결합 구조,상 이 protonglass 상 연구

3-1.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상 이연구

거시 인 물성은 미시 인 결정구조와 한 계를 보이며,정확한 구조의 이

해 없이는 물리 상을 이해하기 어렵다.수소결합물질 역시 수소원자의 정확한

치 악이 매우 요하며 이것을 토 로 결정 내에서 수소 성질 역할을 이해

할 수 있다.높은 양성자 도를 보이는 수소결합물질은 연료 지의 해질 물질로

사용이 가능하며,수소연료 지 분야는 차세 성장 동력 분야로 선정되어 2011년

까지 47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의 오염은 심각한 수 에

달하고 있으며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에 지원에 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수소를 이용한 에 지는 오염이 없으며 미래 체 에 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바,

수소결합물질 연구를 통한 수소에 한 이해는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

3-2.수소결합형 강유 성과 반강유 성 혼합결정 구조 연구

수소결합 수소에 지 우물에 한 이해를 통한 연료 지의 해질 물질로

사용 가능한 수소결합형 물질내의 수소의 역할 이해 향후 신물질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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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성자 산란 연구를 효과 으로 수행하려면 성자 산란 실험에 필요한 시료

확보가 필수 이다.다양한 시료 에서 기 정보를 가장 분명하게 제공해 주는 단

결정 시료의 확보가 요하다.이러한 핵심시료 제조 기술을 통한 지속 인 시료공

성자빔 외부 이용자와 력을 통한 다양한 기본소재 제조 기술을 확보한

다.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개발로 국내에서도 비탄성 성자 산란 장

치를 이용한 단결정 구조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 높은 성자 연구가 가능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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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ProjectTitle

NeutronResearchonCondensedMatter

II.ObjectiveandImportanceoftheProject

1.PurposeoftheStudy

Discoveriesofatomicandmolecularscalephenomenainearly20thcentury

hasbroughtafundamentalchangetohumanity'sunderstandingofmatteras

wellasitsownfateasweallknow ittoday.Theknowledgehelpedusnot

only to discovernew waysofmaking good useofthen familiarnatural

resources such as oiland coal,butalso develop new materials such as

superconductors.Throughtheseinnovationsbasedontheatomicandmolecular

knowledge,themoderncivilizationwasborn.

Thecondensedmatterdesignatesalmostallkindsofmaterialintheform of

solidorliquid.Itsresearchisoffundamentalimportancesinceourcivilization

andourselvesdependonthesematerialssomuch.

Neutronscattering,forthepast50years,hasbeenoneofthemostpowerful

toolininvestigatingcondensedmattersystemsthankstoitspowertopenetrate

materialdeeply and,mostimportantofall,powerto observe atomic and

molecularstructureanddynamics.

AdvancedcountriessuchasEurope,America,andJapanhavebeenleading

neutronscattering researchsofar.Thesedaysalotofinvestmentisbeing

madebyotherdevelopingcountries,especiallythoseinAsiaincludingAustralia

andChina.

Koreanarenotleftalonethankstoitspowerful30MW researchreactor,

HANARO.They have developed and installed the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HRPD),the four circle diffractometer(FCD),the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instrument(SANS),the reflectometerwith verticalsample

geometry(REF-V)andsoonatHANARO.Thankstotheseefforts,weenjoya

broadsuiteofneutronscatteringinstrumentsinourcountry.

Thecurrentresearch involvestwoaspects:hardwareand software.The

hardware development of much more advanced instrumentation includes a

world-classthermaltriple-axisspectrometerandahighmagneticfieldand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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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cryomagnetthatwillenablespin structureand phasetransition

studiesunderextremeenvironment.Thesoftwaredevelopmentincludesenabling

polarizedneutronreflectometry andadvancedspinstructurestudiesby using

HRPDandFCD.Theseeffortswillbuildasolidbasisforthecondensedmatter

scientiststofurtheradvancetheirstudies.

2.NeedoftheResearch

A.TechnicalAspect

○ Thetechniquetomeasureandanalyzethespinstructuresanddynamicsof

antiferromagneticallycorrelatedspinsystemsbyusingneutronscatteringis

oneofthepowerfultoolsinstudyingspinstructuresanddynamics.

○ The developmentofthe thermaltriple-axis spectrometersignifies the

completionofthefirstworld-classinelasticneutronscatteringinstrumentin

Korea.This efforts lead the developmentof technology for studying

dynamicsofcondensedmattersystems.

○ ThePNR techniqueisapowerfultoolcapableofstudyingthesurfaceof

advancedmagneticmedia.

○ Only neutrons can probe the hydrogen-bond in ferroelectrics and the

structuralchangeduetoisotopicreplacements.

○ Understandingoftheelectronmotionthroughaneutronscatteringstudy

forsuperconductorandmagneticmaterials

B.EconomicAspect

○ The PNR technique willcontribute to enhancethedomesticindustrial

competitiveness when applied to structural studies of magnetic and

superconductingthinfilms.

○ Futureinstrumentdevelopmentswillbenefitgreatlyfrom thein-houseand

contractors'experiencesandtechnologiesdevelopedduringthetriple-axis

spectrometerinstallation.

○ Magnetic structural studies of such materials as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willgetaseriousboostthankstothetechniquesdeveloped

duringthemeasurementsoftheantiferromagneticallycorrelatedmaterials.

○ Measurement of the hydrogen-bond and the phase transition of

ferroelectricsmighthelpbuildingmaterialswithsuperiorpiezoelectricand

electrolyticproperties.

○ Accumulationofdataneededforthedesignofindustrialmaterials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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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utronscatteringexperimentforsinglecrystalspecimens.

C.SocialAspect

○ Developmentofnew technology and use oftheinstrumentsresultin

creationofknowledgeandadvancingindustrializedsociety.

○ National research infrastructure expands.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increases.Nation'sstatusintheworldgoesup.

○ Byenablingstructuralstudiesofcondensedmattersystems,whichisoften

usedtostudynew andexoticmaterials,thenation'sresearchcapability

increases.

III.ContentsoftheProject

1.FinalGoalandResearchGoalintheCurrentPhase

A.FinalGoal

○ Structural studies of nano-magnetic thin films by using neutron

reflectometry

○ Spinstructureanddynamicsstudyofantiferromagneticallycorrelatedspin

systemsbyusingneutronscattering

○ Singlecrystalstudyofhydrogen-bond,phasetransitionandprotonglass

phenomenabyusingsinglecrystaldiffraction

○ Studyofsinglecrystalgrowthforneutronscatteringpurpose

B.ResearchGoalintheCurrentPhase

○ Studyonexchangebiasinnano-magneticthinfilms

○ Studyofnano-meterscalestrucuturemeasurementandanalysisbyusing

neutronreflectometry

○ Developmentofvariableincidentenergy1stspectrometerofthethermal

triple-axisspectrometer

○ SpinstructuremeasurementandanalysisofantiferromagneticallyCorrelated

spinsystems

○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pin dynamics of antiferromagentically

correlatedspinsystems

○ Studyofphasetransitionandhydrogen-bondinferroeletrics

○ Structureofmixedcrystalsofferroelectricityandantiferroelectricitydueto

hydrogen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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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ongrowthtechniquesofcrystalspecimensforneutronscattering

2.ContentoftheResearchintheCurrentPhase

○ Structural studies of nano-magnetic thin films by using neutron

reflectometry

∙ Studyonexchangebiasinnano-magneticthinfilmsbyusingneutronreflect

ometery

-Samplestructuredeterminationthroughsimulation

:SimulationofFe/Cr,Co/CoO,andpublicationofatechnicalreport

-Simulationofneutronreflectivity

:OptimizationofsampleforPNRmeasurementandanalysis

-DesigningtheICPmodule

:DesigningtheintegratedinstrumentcontrolofbothREFandPNR

-ProgrammingtheICP

:ProgrammingtheICPforPNRmeasurement

-PerformanceevaluationofthePNRinstrumentation

:Tmin=4K,P=95%,Bmax=0.8T,Rmin<10
-4

-EstablishmentofthePNRtechniqueformangeticthinfilms

:DevelopmentofPNRmeasurementprocessanddatarefinementprocess

Atechnicalreportispublished

-PNRmeasurementandanalysisofmagneticthinfilms

:PNRmeasurementofexchange-biasedmagneticthinfilmsunder4differ

entmagneticstates

:PNRmeasurementofsyntheticantiferromagneticmultilayersampleanda

nalysisofthemagneticpropertyoftheinterface

∙ Measurement and analysis of nano-structured thin film using neutron

reflectivity

-FundamentalestablishmentofmeasurementforthecoldneutronPNR

:Set-upforthePNR system usingacoldneutron,completementofP

estimation,publishmentoftechnicalreport

:MeasurementofthePNRforFeandNithinfilmstoevaluateutilization

ofacoldneutron

-Establishmentofameasurementsystem ofthebiologicalinterfaceusing

theneutronrefl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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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ofaneutronfluxastuningtheBio-REFmonochromatorand

sampleposition

:EstablishmentofBio-REFinstrumentalmotionsystem basedonEPICS

andSPEC

:Measurementoftheneutronreflectivity andevaluation ofthelowest

reflectionforstandardthinfilm samplesusingBio-REF

-PNRSimulationofmagnetic/non-magneticheterojunctionthinfilms

:EvaluationofthePNRreflectivitychange

:Determinationofasampletype:Co40Fe40B20/MgO,Co50Fe50/MgO,Co/Cu

multilayerthinfilms

-Studyoninterfacialstructurepropertiesofbio-membranes

:Structuralanaylsisofthebiomimeticbilayerformation

:Formationofpeptidemonolayermembranes;measurementandanalysis

ofneutronreflectivity

-Magneticenhancementand/ordegradationphenomenaofmagnetic/non-

magneticheterojunctionthinfilmsusingPNR

:Magnetic/non-magneticmultilayerthinfilms;fabricationofinitial

annealedsamples(size10×10mm2,4ea)

:PNRmeasurementofmagnetic/non-magneticmultilayerthinfilmson

conditionofthesaturatedmagneticfield(8data)

:Evaluationofmagneticenhancementand/ordegradationphenomenaby

PNRdataanalysis

- Structuralstudy on complex systems ofbio-membrane peptides and

bio-membranes

:EffectofTat-peptidebindingonphasetransitionofcellmembranes

:Effectoflength ofthe WALP on structure and properties ofcell

membranes

○ Spinstructureanddynamicsstudyofantiferromagneticallycorrelatedspin

systemsbyusingneutronscattering

∙ Developmentofvariableincidentenergy1stspectrometerofthethermal

triple-axisspectrometer

-Designofthe1stspectrometer

:ModeldevelopmentforMCNPanalysisofshielding

:Detaileddesignofthemonochromatorshieldingunit

:Designofbeam optics,highloadmultiaxissampletable,and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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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system

-Fabricationofthe1stspectrometer

:FabricationoftheMSU

:Fabricationofthesampletableandbeam optics

:Fabricationofthefocusingmonochromator/analyzer

:Fabricationoftheanalyzer/detectorsystem andshieldingunit

:Installationoftheinstrumentcontrolprogram

-Assemblyandtest

:Installationandassemblyofthemanufacturedparts

:Motiontest,shieldingtest,andneutronfluxevaluation

∙ Spinstructuremeasurementandanalysisofantiferromagneticallycorrelateds

pinsystems.

-Selectingtheoptimizedsampleenvironment

:HANAROusersurveyoftheextremesampleenvironment

:SetupofconditionsfortheextremesampleenvironmentoftheHRPD

(10T,<100mK)

-Conceptualdesign

:DesignoftheinterfacebetweenthesampleenvironmentandtheHRPD

-Fabricationofthedilutionrefrigerator

-Measurementandanalysisofthediffractionpatternofstandardpowdersa

mples

:4samplesincludingCr2O3

-Spinstructurestudyofincommensuratespinstructure

:2samplesincluding(Mn,Co)WO4

-Testofthedilutionrefrigerator

:Thetemperaturereached100mK.

-Measurementofdiffractionpatternofreferencesinglecrystalsamples

:4samplesincludingFeO

∙ Spindynamicsmeasurementandanalysisofantiferromagneticallycorrelated

spinsystems.

-Measurementoftheexemplarypowdersamples

:MagneticanisotropyofBa0.5Sr1.5Zn2(Fe1-XAlX)12O22

:Spinwavespectrum ofMnWO4

:SpinfluctuationsofMnV2O4asafunctionofwave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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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oftheexemplarycrystallinesamples

:MagneticanisotropyofBa0.5Sr1.5Zn2(Fe1-XAlX)12O22,X=0.0,0.8single

crystals

○ Singlecrystalstudyofhydrogen-bond,phasetransitionandprotonglass

phenomenabyusingsinglecrystaldiffraction

∙ Studyofphasetransitionandhydrogen-bondinferroeletrics

-Room temperaturemeasurementofferroelectricsinglecrystals

:StructuralanalysisofLiN(DxH1-x)SO4

-Temperaturedependentmeasurementofhydrogen/deuterium exchange

singlecrystals

:Studyofphasetransitionthroughroom temperatureandlow temperature

measurementofKDCO3

-Adjustmentofthermalmotion

:Bond-lengthchangeanalysisofLiH2PO4singlecrystalsduetothermal

motion

○ Structuralstudyofhydrogenbonedferroelectricandantiferroelectricmixed

crystal

∙ Hydrogenbondedmixedcrystalgrowthandcharacterization

-(Tl1-xRbx)H2PO4growthandphysicalpropertymeasurements

∙ Temperaturedependenceofdisorderedhydrogenatom inhydrogenbonded

mixedcrystal

-Crystalstructureof(Tl1-xRbx)H2PO4atroom temperature,andlow tempera

turemeasurementsandphasetransitioninvestigation

○ Studyongrowthtechniquesofcrystalspecimensforneutronscattering

∙ Designandmanufactureofverticaltypecrystalgrowthequipment

∙ Fabricationofsinglecrystalandbasicpropertystudy

-Variablesofgrowthtemperatureandgasatmosphere

-Fabricationofsinglecrystalspecimen

∙ Establishmentofsinglecrystalgrowthprocessandpropertystudy

-FabricationofCaorMo-addedYBa2Cu3O7-dsuperconductorsinglecrystal

andanalysesofmicrostructureandelectromagneticproperties

IV.Results

1. Structural studies of nano-magnetic thin films by using neu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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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ometry

1-1.Studyonexchangebiasinnano-magneticthinfilmswithREF

SeveralPNR analysisprogramswerescrutinized.Amongofthem thebest

program wasselected.Itwasused foroptimizing thesamplestructureby

simulating theneutron reflectivity ofanexchange-biasedmagneticthinfilm.

Thethinfilm consistsofferromagneticinatomiccontactwithantiferromagnetic

layers.Variousthicknessandcompositionsweresimulatedinthiseffort.

PNRexperimentsweresuccessfullycarriedoutonREF-V.Tothisend,the

electromagnet,spinflippers,polarized/analyzerswereinstalledandtested.The

instrumentcontrolprogram(ICP)wasdevelopedtooperatetheabovecomponents

in various sample configurations.Lastly,PNR measurementprocedure was

establishedandtheanalysismethodstotakethepolarizabilityandtheflipping

ratiointoaccountwasdeveloped.Allofthem weretestedandthereference

materialssuchasNiandpermalloyweremeasured.

NiFe/NiOthinfilm whichshowsexchangebiaseffectwasprepared,andfour

differentspindependentneutronreflectivitesundersaturatedmagneticfieldand

coercive field were measured.Also synthetic antiferromagnet (TaN/NiFe/

Ru/NiFe/TaN) was grown by DC magnetron sputtering and its interface

magneticpropertiesweremeasuredandanalyzedwithPNR.

1-2.Measurementandanalysisofnano-structured thin film using neutron

reflectivity

Thepolarizer,analyzer,and spin flipperwereoptimized by utilizing CN

REF-V andthepolarizationratewasmeasuredandevaluated.Asaresult,the

measurementandexperimentsforPNRwerefacilitatedinKoreaandFeandNi

thinfilmsweremeasuredinordertodeterminethepossibilityofinstrumental

utilization.Furthermore,thesimulationofmagnet/non-magnetheterojunctionthin

films,namely,CoFEB/MgO,intermsofthicknessanddepositiontypeenabledto

determinethebestsamplegeometryforPNRexperimentsusingHanaroREF-V.

MgO/[Co40Fe40B20(3nm)/MgO(2nm)]10 and MgO/[Co50Fe50(3nm)/MgO (2nm)]10

multilayerthinfilmswerepreparedafterdeterminedtheoptimum sampletype

viaaPNRsimulationofCoFeB/MgOmultilayerthinfilms.TheCoFeBthinfilm

possessednon-crystalstructureattheinitialstagewhereasthestructurechange

from non-crystaltonano-structuredcrystalformationoccurredasincreasedthe

temperatureduetotemplateeffectoftheMgOlayer.

TheresultsofXRR,X-ray diffraction andhigh resolution TEM for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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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ated thin film samples show that,in the case ofCoFeB/MgO, the

thickness,roughness and scattering length density were changed and the

assembledstructureofamorphousCoFeBwasformedafterannealing.ThePNR

measurementwasconducted using aHANARO REF-V.Themagneticfield

applied normalto the sample surface was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saturatedmagneticfieldofmagnetichysteresisloop.Inregardtotheoverall

appliedmagneticfield(maximum 0.2T),thepolarization ratewasmaintained

morethan95%.Theresultsshowedthattheappliedmagneticfieldaffectedon

thereflectioncriticalangleduetothechangeofthescatteringlengthdensity

andBraggpeakappearedduetothemultilayerformationofthinfilm structure.

ThecalibrationrateofPNRexperimentscanbedeterminedbyconsideringthe

efficiencyofpolarizer,analyzerandspinflipperandtheaverageerrorofthe

calibrationratecanbeobtainedbythesophisticatedcalculation.Thesoftware

programs,"HanaREF"and"HanaPNR",weredevelopedtoevaluatethepolarized

neutronreflectivityandtocalculatethecalibrationrateandtheerrorfrom PNR

results.

"SimulReflec"program was utilized to analyze the PNR data from CN

REF-V.ThethicknessofeachlayeroftheCoFeBwasincreasedafterannealing

and themagnetization valueswereobtained tobedifferentattheinterface

betweenCoFeB andMgO inthemultilayerthinfilm.Thesedifferentmagnetic

moments were increased after annealing.In the case of the CoFe/MgO

multilayerthinfilm,however,themagneticmomentswerenotchangedatthe

interface even after annealed the samples.Magnetic enhancement and/or

degradationofmagneticmomentsbyannealingwasinvestigatedattheinterface

betweenmagneticlayer(i.e.,CoFeB andCoFe)andnon-magneticlayer(i.e.,

MgO)byutilizationofthePNRtechnique.

"EPICS"and"SPEC"-basedcontrolsystem forbio-interfacemeasurements

was well-established,facilitating the neutron reflecitivity measurement for

Bio-REF. Furthermore, various sample environmental systems fo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were prepared and structural study on

bio-membraneswasperformedbyutilizingtheneutronreflectivity.

Theresultsofthereflectivityanddiffractionatthebio-interfaceshowed

thatlipidmoleculeswithdifferentionicchargesdidnotofferthephasechange

betweenDPPC lipidandzwitterionicDPPC lipid.Similartoeffectofcharged

molecules(i.e.,DNA)onthephaseseperationofphospholipidmembranes,the

incorporationofhighlypositiveTatpeptideintophospholipidmultilayerchanged

thereflectivityresultsthattheBraggpeakwassplittedintotwoasadding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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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Smolecule.

Alpha-helicalstructuredWALPproteinspossesswell-definedstructuredue

toresiduesoftryptophan,alanine,andleucineandtendtoreadilyintercalateinto

thecellmembranes.VariousWALPproteinswithdifferentlengthofhydrophobic

domainsweresynthesizedtoinvestigatethemechanism oftheirintercalations

into lipid membranesand structuralpropertiesofmembraneswereanalyzed

usingneutronreflectivity.

From theresultsofneutronreflectivityofDPPCbilayerwithoutWALP,the

scattering length density and thickness ofeach componentin phospholipid

bilayerwereobtainedandthedeutratedwaterpermeatedintothecellmembrane

wasevaluated.Thethicknessofphospholipidbilayerwasincreasedafteradding

1% ofdifferenceWALP,indicatingthefactthatlipidmembranemoleculeswere

interactedwithalpha-helicalprotein.

2.Spinstructureanddynamicsstudyofantiferromagneticallycorrelatedspin

systemsbyusingneutronscattering

2-1.Developmentofthevariableincidentenergy 1stspectrometerofthe

thermaltriple-axisspectrometer

Firstly,wehavedesignedthevariableincidentenergy1stspectrometerof

the thermaltriple-axis spectrometer.We employed MCNP to evaluate its

shieldingandinterpretedtheresults.Theresultsarepublishedinatechnical

report on the model development and shielding evaluation of the TAS

monochromatorshielding units.Thedesign oftheshielding wasaccordingly

changed.Toassurethequality,designdocumentswerecarefullyproducedand

theywillbeusedinfutureoperation.

Themanufacturingofthespectrometerwentoninlinewiththeschedule.

Partwereindividuallytestedaftertheyhadbeenmanufactured.Theassembly

wastestedtoshow itmovesallright.Latertheshieldingandtheneutronflux

wasevaluated.Inthisprocess,theshieldingwasmadenon-magnetictomake

sure high field magnetcould be used as a sample environment.Also the

instrumentcontrolwasmostlyautomatedforeaseofuse.

Doublyfocusing monochromatorunitwasdesignedtohavedoublefaces

withonefacefilledupwithupto99HOPG crystals.Theotherfaceistobe

filledupwithupto99Cucrystals.Inthisway,userscanselectfrom low to

midandhighincidentneutronenergyrangeswithhighflux.Wehaveattached

63PG crystalsanddesignedandmanufacturedanalyzeranddetector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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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enoughshielding,obtaining thebestpossiblesignaltonoiseratio.To

increaseeaseofuse,theautomaticcollimatorexchangersarebuiltin the

system sothattheinstrumentresolutioncanbeeasilychanged.

MonteCarlo simulation oftheinstrumentusing RESTRAX resulted in

higherneutronfluxthanwasoriginallyanticipated.Theneutronfluxobtained

atthesamplepositionwithunderfocusingcondition(Ei=13.7meV,2θM=42.7deg)

was23timeshigherthantheaimedvalue(10
7
n/cm

2
/s).Setting theoptimized

condition ofthe monochromator,the maximum achievable thermalneutron

flux(Ei=30.5meV,2θM=28.3deg)atthesamplepositionmayapproachtheworld

bestvalue(～10
9
n/cm

2
/s).Therefore,theinstrumentisexpectedtoplay a

leading role in investigating new materials which do nothave big single

crystalsavailable.

2-2. Spin structur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antiferromagnetically

correlatedsystems

Neutronmagneticscatteringisindispensibleinmoderncondensedmatter

physics.Wehavestudiedapplyingneutronmagneticscatteringtothestudyof

antiferromagnetically correlatedspinsystems.Usuallythisrequirespowerful

researchreactor.ThankfullyHANARO isuptothetaskandwecanpursue

seriousresearch.Inadditionwepurchasedadilutionrefrigeratortobeused

with a cryomagnet,which willbe used in the future magnetic neutron

scatteringstudies.

New materialsusuallycomeintheform ofpowders.Hencededucingspin

structurefrom powdersampleshavelongbeenunderdevelopment.Wehave

carried outspin structure measurementand analysis by using the High

ResolutionPowderDiffractometeratHANARO.Firstlywehaveselectedafew

standardmaterials-CoO,MnO,FeO,Cr2O3tocompilebasicdata.Especially

Cr2O3 provided nice results since we could obtain the standard reference

material from NIST. We have extended our study by looking at

incommesuratespinstructuresofMn1-XCoXWO4andBa0.5Sr1.5Zn2Fe12(1-x)Al12xO22.

Goodqualitysinglecrystalsallow usmoreprecisedeterminationofits

spin structure through neutron magnetic scattering. The Four Circle

DiffractometeratHANARO isusefulin thispurpose.Wehaveselected3

referenceantiferromagneticallyspinsystems-FeO,CsMnCl3̇2(H2O)2,Cr2O3.-

andmeasuredtheirsinglecrystaldiffractionpatterns.Inaddition,materialsof

currentresearchinterests:MnSi2S4,MnGe2S4,Mn1-XCoXWO4werealsogrown

assinglecrystalsand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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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omagnetsplayasignificantroleinneutronmagneticscattering.Usually

new magneticphasetransition isobserved atextremely low temperatures.

Therefore,itisimportantto haveaccessto thosetemperaturesto study

magnetism.The newly acquired cryomagnetwas fitted with the dilution

refrigeratorthatcanbringthetemperaturebelow 100mK.Thisnew sample

environmentwillbeused to expand thehorizon ofthemagneticneutron

scatteringresearchatHANARO..

2-3. Spin dynamics measurement and analysis of antiferromagnetically

correlatedsystems

This is a continuation of the previously studied spin structure

measurement and analysis. We have conducted the spin dynamics

measurementsandanalysisofthe(mostly)samesetofsamples,someof

them aspowdersandothersassinglecrystals.Alsowehavebuiltasample

environmentforthe thermaltriple-axis spectrometer.Itwillbe used in

measuring spin dynamics in the future. The materials selected for

measurementswerethestronglycorrelatedantiferromagnets,Mn1-XCoXWO4와

Ba0.5Sr1.5Zn2Fe12(1-x)Al12xO22.Sincetheirspinstructurewasanalyzedpreviously,

theywerethenaturalchoicefordynamicsmeasurement.Thematerialsalso

show multiferroicityincertaincompositions,andofintenseinterestlately.The

measurementshowsspingapsinthesesystems.Dopingtendtonarrow the

gap.Thisresultshowsclearcorrelationbetweentheobservedspinanisotropy

andthemultiferroicity.Inconclusion,itshowsthepowerofthespindynamics

measurementbyneutroninelasticscattering.

3.Singlecrystalstudyofhydrogen-bond,phasetransitionandprotonglass

phenomenabyusingsinglecrystaldiffraction

3-1.Studyofphasetransitionandhydrogen-bondinferroeletrics

WehavemeasuredtheferroelectricsinglecrystalofLiN(DxH1-x)SO4onthe

HANARO FCD.Thecrystalwasaligned,UB-matrix wasmeasuredandthe

diffractionpatternwasobtainedatroom temperatureand223K.Itscrystalline

structure was refined by using SHELXL program.Although,X-ray cannot

pin-pointthelocationofthelightelementssuchasLiandH,wecouldrefine

theirlocationsandanisotropictemperaturedependenceplusthepercentageofH

andD.Thehydrogenatom wasshowntoorderatlow temperatureandwe

investigateditscrystallinestructural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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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ferroelectric single crystalKDCO3, where D replaces H was

measuredatroom temperatureandatalow temperature.Weinvestigatedthe

hydrogen-bondedferroelectric'slow temperaturestructureandphasetransition

throughthecrystallinestructureanalysis.

Lastly,wemeasuredhydrogen-bondedsinglecrystal,LiH2PO4(LDP),atroom

temperature and at100 K.The materialshows anomalously high proton

conductivityathightemperatures.Itraisesthepossibilitytousethematerial

infuelcells.Thebondlengthgivesimportantinformationincrystallinestructure

analysis,anditchangesduetotheatomicandmolecularthermalagitation.We

havecorrectedthedataby using theTLS(Translation,Libraion andScrew)

analysis.Itwasdiscoveredthatthehighconductivityatroom temperatureis

duetothemotionofthePO4tetrahedra,whichamountstoabout4.95degrees.

3-2.Studyofphasetransitionandhydrogen-bondinferroelectrics

Themixedcrystalsweresynthesized.Thismixedcrystalresultedfrom the

competitionbetweentheferroelectricorderandtheantiferroelectricorder.This

phaseiscalledasprotonglass.AlthoughRb+ andTl+ ionshavealmostthe

sameionicradii(about1.47Å),thecrystalstructuresofRbH2PO4 (RDP)and

TlH2PO4(TDP)areclearlydifferent(RDP:ferroelectric,TDP:antiferroelectric),

thecrystalstructureofthemixedcrystalissimilartoTDP.Contrarytothe

prevoiousNQR study,thismixedcrystalshowsincommensuratestructureat

low temperaturewhichisgenerallyshowninprotonglass.Thehydrogenatoms

arestilldisorderedatlow temperature.TheTl+(Tl+/Rb+)-O nearestneighbor

distancevariesconsiderable,rangingfrom 2.811to3.0Å

4.Studyoncrystalgrowthforneutronscattering

A furnaceforthesinglecrystalgrowthwasdesignedandmanufactured.

Thebasicconceptforthefurnacedesignistosupplyaseedcrystalfrom the

upperparttothehotzoneatoperatingtemperature.A maximum temperature

was1500oCandatargetingcooling/heatingratewas0.1oC/h.Wehavechecked

parametersofthefurnacebygrowingoxidesuperconductingmaterialsinthe

furnace.WeselectedYBaCuO oxidewithTc =90K asatargetcrystaland

madepelletsusing raw powdersandfinally aseed wasplacedon thetop

surfaceofpellets.Thedifferencebetween a settemperatureand an actual

temperaturewasadjustedbychecking bothtemperaturessimultaneously.The

optimum processingconditionswereestablishedandcrystalswithasize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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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 mm weresuccessfullygrownattheconditionusingthefurnace.

CaandMowereselectedasdopingelementswhichimprovethemagnetic

propertiesofoxidesuperconductorsandtheeffectwasexaminedforthecrystals

withdoping.CaandMowereknowntosubstituteforBa/Y siteandforCu

site,respectively.Byappling aseedgrowthtechniquestothedopedpowder

compacts,single crystals with doping were successfully grown.Ca doping

coarsened Y2BaCuO5 particle phase in a melt,whereas Mo doping formed

Mo-compound as a isolated second particle form.Particularly,flux pinning

which enhances the magnetic properties ofthe oxide superconductors was

observedatthelow doping levelof0.1wt%.Itisexpectedthataneutron

scattering study in connection with the magnetic investigation for oxide

superconductorswillprovidevaluableinformationfortheunderstandingofthe

superconductivitymechanism.

V.PlanstoUsetheResearchResult

1. Structural studies of nano-magnetic thin films by using neutron

reflectometry

1-1.Studyonexchangebiasinnano-magneticthinfilmswithREF

WeestablishedtheprocesstoevaluatethePNR instrumentationsuchas

electromagnet,Helmholtzcoil,spin flippers,polarizerandanalyzer.ThePNR

measurementandanalysistechniqueshavebeendevelopedthroughmeasuring

thefourdifferentspin-dependentneutron reflectivitiesofan exchange-biased

magneticthinfilm.

This technique is a powerfultoolto measure the surface ofadvanced

magneticmedia.Therefore,itwillbeusedinstudyingthinfilmsrangingfrom a

few toafew hundrednanometerthicknessincludingspin-valvetypemagnetic

readheadwithusingGMR andhighdensitymagneticmemorymaterialssuch

asMRAM.Eventuallythetechniqueisexpectedtocontributetothenation'sIT,

NTandrelatedbusinesses.

1-2. Measurementand analysis ofnano-structured thin film using neutron

reflectivity

Thepolarizedneutronreflectivity(PNR)techniqueusingREF-V hasbeen

employedinspintronicsresearchareaforthememorydevicedevelopmentto

investigatetheexchangeinteraction,exchangespringandspinvalve,et.al.The

investigation ofmagnetic enhancementproperties atthe interface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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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layerandnon-magneticlayerwillcontributetothedevelopmentof

high-techmagneticmemorydevicesbyimprovingtheinterfacialpropertiesof

new materialspossessingtuneablespinofelectron.Moreover,structuralstudyof

bio-membranecomplexsystem attheinterfacewillbeappliedfordevelopment

ofphoto-functionalprotein,bio-chipandenergyconversiontechniquewithhigh

efficiency.

2.Spinstructureanddynamicsstudyofantiferromagneticallycorrelatedspin

systemsbyusingneutronscattering

2-1.Developmentofthevariableincidentenergy1stspectrometerofthethermal

triple-axisspectrometer

Thetriple-axisspectrometerisavitaltoolininvestigatingthefundamental

aspectsofmaterialproperties.Sincematteristhebasisofmoderncivilization,

having accessto thisinstrumentasa nationalresearch infrastructureisa

significantboosttothenation'sscientificcapability.Thisisexpectedtoenhance

thescientificandtechnologicalcompetitivenessandeventuallythequalityoflife.

Thetechnologicaladvancemadeduringthedevelopmentofthisinstrument

willbeusedinbuildingotherinstrumentsathomeandabroadaswellasin

normaloperationoftheinstrumentitself.

2-2.Spinstructuremeasurementandanalysisofantiferromagneticallycorrelated

spinsystems

Resultsofthisstudycanbeclassifiedintotwocategories:hardwareand

software.Thehardwareisthedilutionrefrigeratorthatcanbeusedtocool

downsamplestoextremelylow temperatures.Wewillbeabletomeasurespin

structuresanddynamicsatafractionofaKelvin.Thesoftwareisthecollection

ofdiffractiondatafrom variousmaterials,whichmightbeusedforpedagogical

purposesandasareferenceinseriousresearchinthefuture.

These achievements seriously expand the measurement capability at

HANARO andsignificantlyboostthebasicscienceinthecountry.Eventually

they willleadtoincreasednationalcompetitivenessinthemagneticmaterial

industrywhosesizeisseveraltensoftrillionwonayear.

Magneticmaterialsarenotonlyinterestingineconomicsensebutalsoasa

system thatshowsquantum mechanicalbehavior.Spreadofquantum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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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view amongpublicwillleadtoafundamentalchangeinthesociety:from

instinctthatwerebasedontheclassicalview oftheworldtoreason.

Introductionofthedilutionrefrigeratorwillallow astomeasurediffraction

peaksbelow 1Kelvin.Lastlythecollecteddiffractiondatawillhelpusenhance

themeasurementcapabilitiesatHANARO.

2-3. Spin dynamics measurement of antiferromagnetically correlated spin

systems

Thisstudywascarriedontwofronts:onethatofahardwarecharacterand

theothera moreresearch-oriented study.Thehardwareproduced wasthe

optimized thermalneutron triple-axis spectrometerand the low temperature

sampleenvironment:a5K Top-loading CCR.Thesetwomadethethermal

triple-axis closer to utilization.Eventually once the thermalinstrumentis

completed,itwillbeopentousersandusedaspartofthenationaluserfacility.

Theresearchorientedproductsarethedynamicsmeasurementresultsofthe

antiferromagnetically correlated systems. Along with the spin structure

measurementresultstheymightbeusedforpedagogicalpurposeaswellas

strengtheningthelocalmagneticmaterialsresearch,eventuallyleadingintothe

widenedmagneticmaterialindustry.

3.Singlecrystalstudyofhydrogen-bond,phasetransitionandprotonglass

phenomenabyusingsinglecrystaldiffraction

3-1.Studyofphasetransitionandhydrogen-bondinferroelectrics

Hydrogen-bondedmaterialsthatshowshighprotonconductivitymightbe

usedinfuelcells.Notethatthegovernmentplanstoinvest470billionwonby

2011inhydrogenfuelcellalone.Fossilfuelcreatesseriouspollution.Besides,its

reserve is dwindling,making it costly to produce energy.Hydrogen,in

comparison,ispollutionfreeandmightbeusedasanalternativeenergysource.

Therefore,itisimportanttounderstandhydrogeninhydrogen-bondedmaterials.

Bulk properties ofmatteroften depend on microscopic crystalline structure.

Hencelocatinghydrogenatomsinhydrogen-bondedmaterialsgivesuscrucial

informationthatlinkstheroleofhydrogeninthebulkproperties.

3-2.Structuralstudyofhydrogenbonedferroelectricandantiferroelectricmixed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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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thestudyandtheunderstanding ofthehydrogenbondandthe

potentialwellofthehydrogenatom,theinformationontheroleofthehydrogen

atom inthehydrogenbondedmaterialswhichcouldbeappliedforthefuelcell

andthedevelopmentofthenew functionalmaterialscouldbeprovided.

4.Studyoncrystalgrowthforneutronscattering

To produce scientifically importantresults through a neutron scattering

study,itisessentialtoprovidespecimensneededforaneutron experiment.

Amongspecimenswithvariousforms(poly-grainbulk,thinfilm andpowder,

etc).asinglecrystalspecimencangivemorevaluableandpreciseinformation

on basic science. Continuous supply of single crystal specimens and

collaborationswithneutronbeam usedgroupsaretheeffectivewaytoestablish

variousfabricationtechniquesofmaterialsforneutronscience.Developmentof

fabrication techniques ofsingle crystals forneutron scattering enables the

inelasticneutronscatteringexperimentandalsoimprovestheresearchactivity

inentireneutronscience.



-36-

CONTENTS

SUMMARY(Korean)·········································································································4

SUMMARY(English)·······································································································19

CONTENTS(English)······································································································36

CONTENTS(Korean)······································································································41

Chapter1.Overview·······································································································55

Section1.Objectiveandnecessityoftheproject··················································55

1.Overview···················································································································55

2.Necessityoftheproject························································································55

Section2.Scopeofthework·······················································································56

1.Finalgoalandthegoalofthecurrentphase················································56

2.Objectiveofthecurrentphase···········································································57

Chapter2.StatusReport·······························································································61

Section1.StatusinDevelopedCountries·································································61

Section2.StatusinKorea····························································································62

1.DomesticResearchActivities··············································································62

2.InadequaciesinCurrentStatus···········································································64

Chapter3.ResearchActivitiesandResults·····························································67

Section1.NeutronReflectometryStudyofExchangeBiasinNano-Magnetic

ThinFilms···································································································67

1.NeutronReflectometrySimulationofFerro/AntiferroMultilayers············67

A.ChoiceofSample······························································································67

B.SimulationoftheReflectivity········································································68

2.DevelopmentofICPmoduleforPNR·······························································69

A.ProgrammingtheICPmodule·······································································69

3.EstablishmentofthePNRTechnique·······························································72

A.EstablishmentofthePNRTechniqueUsingREF··································72

B.EvaluationofthePNRTechnique·······························································72

4.PNRMeasurements································································································77

A.ExchangeBiasThinFlim Preparation·······················································77



-37-

B.PNRMeasurementoftheThinFilm·························································77

C.MagneticPropertiesoftheMultilayers······················································79

5.EstablishmentoftheColdNeutronPolarizedNeutronReflectometry

Infrastructure··········································································································82

A.InstallationofColdNeutronREF-V(CN_REF-V)································82

B.InstallationofPNR ·························································································83

6.SimulationofPNRofMagnetic/Non-magneticHeterojunctionThinFilms

····································································································································90

A.CoFeB/MgOandCoFe/MgOMultilayerThinFilms·····························90

B.Antiferromagnetic-coupledCo/CuMultilayerThinFilms···················90

C.DeterminationofOptimizedThinFilm Structure·································90

7.InvestigationofMagneticEnhancementand/orDegradationofMagnetic-

Non-magneticHeterostructuresusingPNR ···················································95

A.GrowthandCharacteristicsofsamples···················································95

B.PNRMeasurementofSamplesbyusingCN_REF-V ·························99

C.PNRDataAnalysis························································································102

8.EstablishmentoftheBio-interfaceMeasurementInfrastructurebasedon

NeutronReflectometry ······················································································105

A.ConstructionofBio-REF ···········································································105

B.EstablishmentofBio-materialLaboratory ············································108

C.ReflectivityMeasurementandDrivingTestofBio-REF···················108

9.CharacterizationofStructureandPropertiesforBiologicalPhopholipid

Membranes··········································································································109

A.ExperimentalMethodandAnalysisofBiologicalStructure··············109

B.ExperimentandAnalysisofBiologicalStructure·································110

10.StudyofMembraneProteinIncorporatedBio-membranes··················110

A.MeasurementofPeptideAdsorption-InducedPhaseSeparationof

PhospholipidMultilayers···············································································111

B.StudyonWALPProteintoCellMembranesandMismatching

PropertiesofPhospholipid···········································································113

Section2.ApplicationofNeutronScatteringTechniquetoStudyofSpin

StructuresandDynamicsofAntiferromagneticallyCorrelated

Systems········································································································115

1.DevelopmentofThermalNeutronTripleAxisSpectrometer··················115

A.MonochromatorShieldingUnit···································································115

B.OpticalComponents························································································127



-38-

C.DoublyFocusingMonochromatorandAnalyzer····································135

D.AnalyzerandDetectorShieldingUnit······················································139

E.IntegratedControlSystem············································································142

F.OptimizationoftheInstrumentControl····················································146

G.OptimizationoftheDataAcquisitionSystem········································150

H.OptimizationoftheInstrumentPerformances········································151

I.TrialMeasurementandInstrumentPerformance····································153

J.SampleEnvironmentfortheInstrument···················································155

2.DilutionRefrigerator·····························································································159

A.Overview···········································································································159

B.Design·················································································································159

C.TestResults·····································································································165

3.MeasurementandAnalysisofStandardPowderSamples······················165

A.Overview···········································································································165

B.MeasurementandAnalysisofthePowderSamples····························166

4.IncommensurateSpinStructure········································································168

A.Overview···········································································································168

B.Co-dopedMnWO4···························································································168

C.AldopedBa0.5Sr1.5Zn2Fe12O22········································································170

5.SingleCrystals·······································································································171

A.Overview···········································································································171

B.Measurement·····································································································172

C.SpinStructureRefinement············································································172

6.StudyofSpinDynamicsofAntiferromagneticallyCorrelated

Systems··················································································································175

A.MagneticAnisotropyoftheMultiferroichexaferrite

Ba0.5Sr1.5Zn2(Fe1-xAlx)12O22·················································································175

7.SpinDynamicsMeasurementoftheSingleCrystallineAFCorrelated

System····················································································································177

A.MeasurementandAnalysisoftheSingleCrystallineSystem··········177

B.MagneticAnisotropyofMultiferroicMn1-xCoxWO4·································178

C.MeasurementofSpinDynamicsthroughInelasticNeutronScattering

···································································································································179

Section3.StudyofHydrogenBondStructure,PhaseTransitionandProton

GlassPhenomenabyusingSingleCrystalDiffraction···················180

1.FerroelectricsatRoom Temperature·······························································180



-39-

A.StructuralPropertiesofLi(NH4)SO4 ························································180

B.CrystalStructureAnalysis···········································································181

C.HydrogenBehavior·························································································181

D.PhaseTransition·····························································································183

2.Hydrogen/Deuterium ExchangedSingleCrystals········································185

A.KHCO3andKDCO3 ······················································································185

B.TemperatureDependenceandPhaseTransition ··································187

3.ThermalMotion·····································································································188

A.TLSanalysisofLiH2PO4 ···········································································188

4.Growthofhydrogenbondedmiexedcrystalandthecrystalstructural

study························································································································194

A(Rb1-xTlx)H2PO4mixedcrystals·······································································194

B.Temperaturedependenceoforder-disorderbehaviorinhydrogenbonded

mixedmaterials··············································································································197

Section4.StudyofSingleCrystalGrowthforNeutronScattering···············206

1.DesignandManufactureofSingleCrystalGrowthEquipment················206

A.OutlineofEquipment························································································206

B.CompositionofEquipment···············································································206

2.EstablishmentofSingleCrystalGrowthProcessUsingSingleCrystal

GrowthEquipment·································································································210

A.ExperimentalProcedure····················································································210

B.ResultsandDiscussion·····················································································211

3.FabricationofCa-substitutedYBCOSuperconductorSingleCrystaland

BasicPropertyStudy ····························································································215

A.Researchobject···································································································215

B.ExperimentalProcedure·····················································································216

C.ResultsandDiscussion·····················································································217

4.EnhancedElectromagneticPropertyandBa4Y2CuMoOyFormationof

Mo-addedY123Superconductor········································································220

A.Researchobject···································································································220

B.ExperimentalProcedure·····················································································221

C.ResultsandDiscussion·····················································································222

Chapter4.AchievementsandContributions··························································230

Section1.AnnualAchievements···············································································230



-40-

1.FinalGoal··············································································································230

2.GoalsoftheCurrentPhase···············································································230

3.AnnualAchievements··························································································230

Section2.Contributions·······························································································234

Chapter5.ApplicationoftheResults······································································236

Chapter6.InformationAcquiredfrom ForeignCountries··································239

Chapter7.InstrumentList························································································240

Chapter8.References···································································································241

Appendix.SpreadingPlanoftheResults·······························································243



-41-

목 차

요약문····································································································································4

SUMMARY·······················································································································19

CONTENTS······················································································································36

목차······································································································································41

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55

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55

1.과제개요·························································································································55

2.연구개발의 필요성·······································································································55

제 2 연구범 ··············································································································56

1.최종 목표 당해 단계 목표···················································································56

2.단계 연구개발 목표에 따른 주요 연구 범 ·························································57

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61

제 1 선진국의 기술개발 황 수 ··································································61

제 2 국내 기술개발 황 수 ··········································································62

1.국내 기술개발 황·····································································································62

2. 기술상태의 취약성···································································································64

제 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67

제 1 성자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나노 박막 구조 연구 ······························67

1.강자성/반강자성 다층박막의 성자 반사율 산모사·······································67

가. 산모사 시료 형식 결정···················································································67

나. 성자 반사율 산모사·····················································································68

2.자성 박막 PNR측정 ICP모듈 제작······································································69

가.ICP모듈 형식 설계,제작··················································································69

3.자성박막 측정 PNR기법 확립·················································································72

가.REF이용 PNR기법 수립·················································································72

나.PNR기법 정도 평가 ·························································································72

4.자성박막 시료 PNR측정···························································································77



-42-

가.교환바이어스 박막 제작·····················································································77

나.교환바이어스 박막 PNR측정···········································································77

다.다층박막 구조의 자기 특성 연구··································································79

5.냉 성자 PNR측정 기반 구축·················································································82

가.냉 성자 이용 REF-V구축··············································································82

나.냉 성자 PNR구 기구 설치 ·········································································83

6.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 PNR 산모사···························································90

가.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 :CoFeB/MgO CoFe/MgO다층박막······90

나.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 :반강자성 결합을 한 Co/Cu다층박막·······90

다.최 박막시료 형태 결정 ··················································································90

7.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의 PNR이용 자기 유발/감쇠 상 연구 ···········95

가.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의 제작 특성 조사 ······································95

나.REF-V이용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의 PNR측정······························99

다.PNR측정 데이터 해석 자기 유발/감쇠 상 평가 ····························102

8. 성자반사 이용 생체계면 측정 기반 구축 ·······················································105

가.바이오 성자 반사율 측정장치(Bio-REF)구축········································105

나.생물 시료 비실 구축·····················································································108

다.바이오 성자 반사율 측정 구동 시험····················································108

9.생체막 계면 특성 구조 분석 연구 ·································································109

가.생체구조 분석 실험 방법···········································································109

나.생체구조 분석 실험·····················································································110

10.생체막 단백질과 생체막과의 복합구조체 분석 연구 ·····································110

가.인지질 다층막에서 흡착된 펩타이드체에 의한 phaseseparation측정결과

································································································································111

나.WALP단백질의 세포막 흡착 인지질 mismatching특성 연구········113

제 2 성자 산란을 이용한 반강자성 스핀구조 동역학연구····················115

1.열 성자 삼축분 장치 개발 ·················································································115

가.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설계,제작 설치··········································115

나.빔 경로 부품/기기 설계 제작····································································127

다.이 집속형 단색기 유니트,해석기 유니트·················································135

라.해석기/검출기 차폐 유니트··············································································139

마.통합 제어장치·····································································································142

바.구동제어장치 로그램 최 화·································································146

사.검출계통 신호/배경값 최 화····································································150

아.장치성능 향상 최 화·················································································151

자.장치 특성자료 생산 시험측정···································································153



-43-

차.열 성자 삼축분 장치용 시료환경장치 제작·············································155

2.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제작,성능시험··································································159

가.연구개요···············································································································159

나.HRPD용 고자장,극 온 시료환경장치 설계···············································159

다.HRPD용 고자장,극 온 시료환경장치의 구동···········································165

3.표 반강자성 분말시료 회 상 측정,해석························································165

가.연구개요···············································································································165

나.표 분말시료 회 상 측정,해석···································································166

4.엇맞는 반강자성체 스핀 구조 연구·······································································168

가.연구개요···············································································································168

나.엇맞는 반강자성체 스핀 구조 연구-I:Co도핑된 MnWO4·····················168

다.엇맞는 반강자성체 스핀 구조 연구-II:Al도핑된 Ba0.5Sr1.5Zn2Fe12O22·170

5.기 반강자성 결정시료 회 상 측정···································································171

가.연구개요···············································································································171

나.기 반강자성 결정시료 회 상 측정···························································172

다.단결정 자기회 분석,스핀구조 해석···························································172

6.반강자성 상 계 분말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175

가.다강체 헥사페라이트 Ba0.5Sr1.5Zn2(Fe1-xAlx)12O22의 자기 이방성 제어···········175

7.반강자성 상 계 단결정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177

가.반강자성 상 계 단결정 시료 스핀 동역학 측정,해석 연구···················177

나.다강체 Mn1-xCoxWO4의 비탄성 성자 산란에 의한 자기이방성 연구··············178

다.비탄성 성자 산란에 의한 스핀 동역학 측정 자기이방성 이해······179

제 3 단결정회 을 이용한 수소결합 구조,상 이 protonglass 상 연구

············································································································································180

1.강유 체 단결정 상온 측정,해석··········································································180

가.Li(NH4)SO4상온 결정구조 특성····································································180

나.결정구조 분석·····································································································181

다.결정구조 해석 수소원자 거동 연구··························································181

라.상 이 연구·········································································································183

2.수소/ 수소 치환 단결정 상온 측정 해석·····················································185

가.KHCO3와 KDCO3단결정 상온측정,해석····················································185

나.수소/ 수소 치환 단결정 온도실험 상 이 연구 ································187

3.열운동 보정과 해석기법 개발 용·································································188

가.LiH2PO4결정구조와 TLS분석······································································188

4.수소결합형 혼합결정 제작 특성연구·······························································194

가.(Rb1-xTlx)H2PO4혼합단결정············································································194



-44-

나.수소결합형 혼합결정의 온도에 따른 비정렬 수소 거동연구····················197

제 4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206

1.단결정 성장장치 설계 제작···············································································206

가.장치 개요·············································································································206

나.장치 구성·············································································································206

2.단결정 성장 장치를 이용한 단결정 성장 공정 확립 ·······································210

가.실험방법···············································································································210

나.결과 고찰·······································································································211

3.Ca치환된 YBCO 도 단결정 제조 물성 기 연구·······························215

가.연구목 ···············································································································215

나.실험방법···············································································································215

다.결과 고찰·······································································································217

4.Mo첨가된 Y123 도체의 향상된 자기 물성과 Ba4Y2CuMoOy의 형성

······································································································································220

가.연구목 ···············································································································220

나.실험방법···············································································································221

다.결과 고찰·······································································································222

제 4장 목표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230

제 1 연도별 연구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230

1.최종목표·······················································································································239

2.당해단계 연구개발 목표···························································································230

3.연도별 단계목표 달성도·····················································································230

제 2 련분야 기술발 에의 기여도····································································234

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236

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239

제 6장 연구시설․장비 황······················································································240

제 8장 참고문헌············································································································241

첨 부.연구성과 교류 활성화 성과확산 방안·····················································243



-45-

표 목 차

표 1-1.스핀반 기의 최 조건 스핀 반 비 평가,가이드 필드 설치시 ····75

표 1-2.PNR구 기구 편극효율 평가(은 0G,는 2000G에서 측정)··········75

표 1-3.PNR구 기구 편극효율 평가(,는 모두 2000G에서 측정)···········76

표 1-4.REF-V장치 편극율평가-헬룸홀쯔코일 ·····················································89

표 1-5.REF-V장치 편극율평가- 자석 ·································································89

표 1-6.PNR 산모사 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91

표 1-7.고분해능 단면TEM으로부터 구한 CoFeB/MgO다층박막의 각층의

두께 ····················································································································98 

표 2-1.그림2-2 그림2-3의 모델에 한 MCNP차폐해석 결과 ················118

표 2-2.MSU내의 구동요소·······················································································121

표 2-3.MSU드럼 구동부 주요제원 ·······································································121

표 2-4.TAS단색기 차폐 유니트 주요부 무게 차폐재료 충 도············126

표 2-5.TASMSU구동시험-1.Home(2θ∼10deg)에서 특정 치로의 구동

시험 ················································································································127

표 2-6.VSS의 슬릿 사양····························································································128

표 2-7.TAS콜리메타 자동교체기의 설치 치와 구성 ····································133

표 2-8.고하 용 다축 시료 의 주요 구성요소와 사양 ···································135

표 2-9.TAS구동 요소 목록 ····················································································143

표 2-10.최 가혹 조건에서의 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의 차폐능 평가 결과 ····153

표 3-1.SiteoccupanciesofD/HinN(D/H)4ofDLAS ············································181

표 3-2.Atomiccoordinatesandequivalentthermalparameters[Å
2
]··························182

표 3-3.Theanisotropicthermalparameters[Å2]························································182

표 3-4.BonddistancesandanglesofLiND3.05H0.95SO4 ·············································183

표 3-5.KHCO3와 KDCO3의 결정학 데이터 ······················································186

표 3-6.KHCO3와 KDCO3의 주요 결합길이와 결합각··············································186

표 3-7.KDCO3의 RT와 140K에서의 결정학 데이터 ······································187

표 3-8.KDCO3의 RT와 140K에서의 U값 비교 ·················································187

표 3-9.KDCO3의 RT와 140K에서의 수소결합 비교 ········································188

표 3-10.Positionalandmeansquaredisplacementsat300Kand100K ·····191

표 3-11.MatrixofdifferencesofobservedMSDA ···········································193

표 3-12.P-Obondlengths(Å)ofLDP ·································································193

표 3-13.Li-Obondlengths(Å)ofLDP ······························································193

표 3-14.Distances(Å)andanglesofhydrogenbondsofLDPat300K&

100K.Theparametersinthefirstlinefrom 300Kmeasurement,in

thesecondlinefrom 100Kmeasurement ··············································193



-46-

표 3-15.Correctedanduncorrectedbondlengths(Å)inLDP ······················193

표 3-16.PositionalandmeansquaredisplacementsforRb0.5Tl0.49H2PO4,

Rb0.6Tl0.54H2PO4andTlH2PO4at300K ·················································200

표 3-17.P-Obondlengths(Å)···············································································201

표 3-18.Hydrogenbondlengths(Å)andangles(°)········································202

표 3-19.Tl-Obondlengths(Å)·············································································202

표 4-1.YBCO 도체의 성장 조건·······································································214



-47-

그 림 목 차

그림 1-1.주요 PNR 로그램의 장 단 ································································67

그림 1-2.5nm Co/10nm CoO박막의 PNR 산모사 결과···································69

그림 1-3.PNRICP의 필요 요소 ················································································70

그림 1-4.PNRICP통합 개념 ····················································································70

그림 1-5.하나로 PNRICP ··························································································71

그림 1-6.PNR구성요소의 활성화 기능····································································71

그림 1-7.기존 데이터 통신 시스템 ···········································································71

그림 1-8.Ethernet기반 시스템 용 ·······································································71

그림 1-9.PNR실험의 일반 인 배치도 ··································································73

그림 1-10.해석기 이송 시험 ···················································································73

그림 1-11.해석기 회 시험 ···················································································73

그림 1-12.Mezei스핀반 기 ······················································································73

그림 1-13.스핀반 기 내부 자기장 분포 ·································································73

그림 1-14. 자석 지지 ·························································································74

그림 1-15. 자석 성능 시험 ·····················································································74

그림 1-16.헬룸홀쯔 코일 ···························································································74

그림 1-17.헬룸홀쯔 코일 시험 ···················································································74

그림 1-18.CCR시료지지부··························································································75

그림 1-19.CCR성능시험 결과 ··················································································75

그림 1-20.Fe박막의 PNR측정 ················································································76

그림 1-21.Ni박막의 PNR 측정 ··············································································76

그림 1-22.Ta(5nm)/NiFe(20nm)/NiO(40nm)/Si(100)시료의 자기이력곡선 ····77

그림 1-23.Ta(5nm)/NiFe(20nm)/NiO(40nm)/Si(100)시료의 PNR측정 ·········78

그림 1-24.교환바이어스 박막의 PNR측정 데이터 해석 ··································79

그림 1-25.인공 반강자성 다층박막 구조의 X선 반사율 측정결과 ····················80

그림 1-26.포화자기장에서 측정한 PNR측정 결과 ··············································80

그림 1-27.인공 반강자성 다층박막 구조일 경우 상되는 PNR상 ··············81

그림 1-28.외부자기장이 낮은 경우 PNR측정상 이론 모델과의 비교 ······81

그림 1-29.REF-V이설 경 ···················································································85

그림 1-30.집속형단색기의 빔 집속시험 ···································································85

그림 1-31.2-DPSD이용 성자 빔 분포 평가·····················································85

그림 1-32. 성자 카메라 이용 단색기 정렬 ···························································85

그림 1-33.TOF측정 경 ··························································································85

그림 1-34.REF-V 성자 장분포···········································································85

그림 1-35.SiO2표 박막(33nm)의 성자 반사율 ··············································86



-48-

그림 1-36.이설 REF-V장치 제원 ···········································································86

그림 1-37.스핀반 기 직류선원···················································································86

그림 1-38. 자석의 직류선원 ·····················································································87

그림 1-39.인가 류에 따른 자석의 생성자기장···················································87

그림 1-40.PNR구 기구 설치 경( 자석 이용시)···········································87

그림 1-41.PNR측정,Fe100nm 박막·······································································88

그림 1-42.PNR측정,Ni27nm 박막·········································································88

그림 1-43.MgO/[(3nm)Co40Fe40B20/(2nm)MgO]10의 비편극 성자 반사율····92

그림 1-44.MgO/[(3-nm)Co40Fe40B20/(2-nm)MgO]10포화자기장에서 PNR ···92

그림 1-45.MgO/[(3nm)Co50Fe50/(2nm)MgO]10의 비편극 성자 반사율··········92

그림 1-46.MgO/[(3nm)Co50Fe50/(2nm)MgO]10의 포화자기장에서 PNR·············92

그림 1-47.[Fe(2nm)/Cr(tnm)]20Cr두께 변화에 따른 거 자기 항 변화·······94

그림 1-48.[Co(4nm)/Cu(1.9nm)]20 격자 다층박막이 반강자성 결합을 갖을

경우 편극 성자반사율 계산결과····························································94

그림 1-49.[Co(4nm)/Cu(1.9nm)]20 격자 다층박막이 강자성 결합을 갖을

경우 편극 성자반사율 계산결과····························································95

그림 1-50.제작한 시료들의 구조 (1)MgO/[Co40Fe40B20(3-nm)/MgO(2-nm)]10,

(2)MgO/[Co50Fe50(3-nm)/MgO(2nm)]10------------------------95

그림 1-51.열처리 ( 색표시)과 후(청색표시)에 한 (a)CoFeB/MgO다층

박막의 X선 반사율과 (b)CoFe/MgO다층박막의 X선 반사율 곡선···

························································································································97

그림 1-52.(a)CoFeB/MgO다층박막과 MgO기 (녹색 선)의 XRD패턴 (b)

CoFe/MgO다층박막의 XRD패턴 ·······················································98

그림 1-53.(a)as-grownCoFeB/MgO다층박막의 배율단면TEM사진,

(b)annealedCoFeB/MgO다층박막의 배율 단면TEM사진,

(c)as-grownCoFeB/MgO다층박막의 고해상도 단면TEM사진,

(d)annealedCoFeB/MgO다층박막의 고해상도 단면TEM사진 ·····99

그림 1-54.CoFeB/MgO]10다층박막의 편극 성자 반사 측정····························101

그림 1-55. 성자 반사율 계산 로그램,HanaREF·····································102

그림 1-56.편극 성자 반사 계수율 보정 로그램,HanaPNR ···············102

그림 1-57.SimulReflec실행 기화면·······································································102

그림 1-58.왼쪽)As-depositedCo40Fe40B20/MgO다층박막의 PNR측정결과와

최종정련 결과 (오른쪽)박막의 깊이에 따른 MagneticSLD의

로 일······································································································103

그림 1-59.(왼쪽)AnnealedCo40Fe40B20/MgO다층박막의 PNR측정결과와 최종

정련 결과 (오른쪽)박막 깊이에 따른 MagneticSLD 로 일··103

그림 1-60.As-depositedCo50Fe50/MgO다층박막의 PNR측정 정련 ·······104



-49-

그림 1-61.열처리한 Co50Fe50/MgO다층박막의 PNR측정결과와 최종 정련·104

그림 1-62.각 모터의 고유값 설정 EPICS를 이용한 모터 구동 시험·········106

그림 1-63.생물 시료 비실 경·············································································108

그림 1-64.Bio-REF이용 deutratedpolystyrene(d-PS)고분자 박막시료 성자

반사율 측정································································································109

그림 1-65.WALP펩타이드에 한 성자 X-선 반사율 측정 결과·······110

그림 1-66.생체막 표면 산란 개념도·········································································111

그림 1-67.인지질 다층막에서 삽입된 Tat-drivedpaptide(TDP)에 의한 상분리

상 결과 (아래에서부터,DPPC+TDP,DPPC:DPPS(7:3)+TDP,

DPPC:DPPS(3:7)+TDP와 DPPS+TDP의 결과 ·······························112

그림 1-68.인지질과 인지질이 DPPS의 양에 따라서,감소하다가,갑자기 2개의

spacking으로 분할되는 상··································································112

그림 1-69.인지질 복합 다층막에서 삽압된 TDP분자에 의하여 상 이가 일어

나는 상의 결과를 통한 모델······························································113

그림 1-70.WALP구조 개념······················································································114

그림 1-71.각각의 WALP16,WALP23,WALP27의 길이와 분자구조··············114

그림 1-72. 성자 반사율 장치를 이용한 생체 인지질 이 막의 측정 분석

모델링··········································································································114

그림 1-73.WALP16,23,27의 1%을 DPPC이 막에 삽입하 을 때 성자

반사율 측정 결과 두께의 변화결과················································115

그림 2-1.에 지 가변형 TAS분 기 조립도(입체도면)···································116

그림 2-2.하나로노심의 MCNP코드를 이용해 계산한 ST4빔 튜 입구의

성자 스펙트럼 ························································································117

그림 2-3. 성자 감마선 선량율 평가지 ·······················································118

그림 2-4.MSU의 3차원 설계도 ···············································································119

그림 2-5.MSU의 내부 구조 ·····················································································120

그림 2-6.단색기 차폐 유니트 제작도의 일부 ·······················································121

그림 2-7.MSU내부 회 디스크의 구동부와 고하 용 베어링·························122

그림 2-8.MSU의 구동장치 설치(조립도)································································122

그림 2-9. 기형 차폐기구의 조립도와 설치작업 사진 ·······································123

그림 2-10. 기형 차폐기구의 설치모습과 기형 차폐물의 제작도 ···············123

그림 2-11.MSU거푸집(casemate) 부품 제작 모습 ·····································124

그림 2-12.MSU의 가장 안쪽차폐체인 BoratedEpoxyShield의 제작과정 ··125

그림 2-13.회 디스크 차폐체의 안쪽과 러그 끝부분에 납을 녹여 충진

하는 모습····································································································125

그림 2-14.Casemate내부에 방사선 차폐 콘크리트 충진 모습·························125

그림 2-15.차폐재료 충진 에 빈 casemated와 구동 요소를 장에서 조립



-50-

하고 구동하는 시험과정과 설치를 완료한 MSU 경·····················127

그림 2-16.TAS주요부의 배치를 나타내는 토막그림 ········································128

그림 2-17.가변형 슬릿 시스템의 설계도면 ···························································129

그림 2-18.빔진행도와 단색기차폐유니트 RolandCircle과의 계 ············129

그림 2-19.VSS제작품과 MSU리세스 차폐체 앙의 빔통로에 설치된

모습··············································································································130

그림 2-20.빔 문 유니트 내 셔터의 차폐재료 층구조 ···································130

그림 2-21.빔 문 유니트의 설계도면(조립도)······················································131

그림 2-22.BGU의 내부구조(좌)와 MSU내부에 설치된 모습(우)····················131

그림 2-23.QS-IN(상)과 QS-EXIT+MonitorHolder(하)의 설계도면 ·········132

그림 2-24.단색기 후 제 2콜리메터 직 에 설치되어 있는 신속셔터와

모니터 홀더································································································132

그림 2-25.MSU빔 출구에 설치되는 제2콜리메타 자동교체기의 설계도면···133

그림 2-26.C2～C4교체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표 형 콜리메타의 규격과

분산값 ········································································································134

그림 2-27.고하 다축 시료 의 조립도와 구성부품···········································134

그림 2-28.집속형 단색기/해석기 기구의 집속원리 개념도와 각 결정편의

하부구조(우상)·························································································135

그림 2-29.집속형 기구에 부착할 단색기 결정배열과 해석기결정 배열···········136

그림 2-30.MSU내부에 장착했을 때의 단색기유니트 평면도와 정면도 ·······136

그림 2-31.양면형 이 (수평 & 수직)집속 단색기 기구 조립도 ····················137

그림 2-32.단면형 이 (수평 & 수직)집속 해석기 기구 조립도 ····················137

그림 2-33.이 집속형 단색기 이 집속형 해석기 기구 제작품 ·············138

그림 2-34.집속형 PG단색기 사용 시 시료 치에서의 성자속 계산치

(RESTRAX이용)·····················································································138

그림 2-35. 성자속 측정 결과 ·················································································139

그림 2-36.호주 ANSTO의 Taipan(th-TAS,A)과 Sika(cold-TAS,B),독일

FRM-II의 PANDA(cold-TAS,C)의 장치 토막그림과 미국 NIST

BT7의 해석기/검출기 유니트(D)························································140

그림 2-37.TAS해석기/검출기 유니트 (ADU)조립도와 기형(wedge)B-PE

차폐부 ········································································································140

그림 2-38.TAS해석기/검출기 차폐 유니트의 제작 과정(상) 제작품(하)141

그림 2-39.TAS해석기/검출기 차폐 유니트 내부에 부품이 설치된 모습······141

그림 2-40.TAS구동 제어장치 개념도····································································142

그림 2-41 TAS공압 공 계통 개념도···································································144

그림 2-42.TAS구동부 제어장치와 BGU,VSS,QS,C2자동교체기의

설치된 모습································································································144



-51-

그림 2-43.TAS계측 제어 시스템 개념도 ····························································145

그림 2-44.TAS검출계통 토막 그림 ······································································145

그림 2-45.TAS표 분 모드에 한 SPICE 로그램의 메뉴 일부 ··········146

그림 2-46.BGU수정 ··································································································147

그림 2-47.신속셔터 수정제작 경 ·········································································147

그림 2-48.제2콜리메타 교체기 수정 ·····································································148

그림 2-49.Dancefloor수정보완 ·············································································148

그림 2-50.단색기 차폐 유니트(MSU)내부 구동요소 제어 넬(좌)과 시료

해석기/검출기 유니트(ADU)내부 구동요소 제어 넬(우)···········149

그림 2-51.하나로 ST1의 RSC 엔코더 교체 설치 ·····································149

그림 2-52.SPICE기반 Th-TASMotionControlSystem GUI제어화면·····150

그림 2-53.리세스 차폐체 내에 설치된 사 이어 필터(좌)와 성자투과도(우),

0.5Å이하의 경우 1/100이하로 감쇄됨···············································151

그림 2-54.MSU빔출구 차폐보강(좌) ADU빔입구 차폐보강(우)··············151

그림 2-55.뒤틀림 변형을 유도하는데 사용된 ‘단응력 발생장치’(좌)와 하나로

RSI에서 rockingcurve를 측정하는 모습(우)·····································152

그림 2-56.구리단색기의 mosaicity측정 결과 ·····················································152

그림 2-57. 성자속 측정 치···················································································153

그림 2-58.단색기 치의 성자속 분포 ·······························································154

그림 2-59. 성자속 측정에 사용된 단색기(좌)와 시료 (우) ························154

그림 2-60.비집속(flat) 약간 집속한 상태에서의 성자속 분포 ··············155

그림 2-61.Ei-scan방식으로 측정한 견본시료(니 )의 (111)회 피크 ········155

그림 2-62.Th-TAS 온 시료환경장치의 냉각성능시험····································156

그림 2-63.열 성자 삼축 분 장치용 온실험장치 조립 개념도 ···················157

그림 2-64.Bottom-loading방식의 CCR(좌)을 개조하여 제작한 Top-loading

방식의 CCR(우)·························································································157

그림 2-65.Th-TAS 온시료환경장치 조립설계도 ············································158

그림 2-66.CryogenicCryomagnet··········································································161

그림 2-67. 도 자석과 시료테이블의 인터페이스·············································162

그림 2-68.시료테이블 에 설치된 고자장,극 온 시료환경 구 도 ············162

그림 2-69.희석식 냉동기의 원리 ···········································································163

그림 2-70.희석식 냉동기의 삽입부 설계 ·······························································164

그림 2-71.조립된 인서트·····························································································165

그림 2-72.GHS와 인서트(좌) 면(우)····························································165

그림 2-73.HRPD로 측정한 CoO표 시료의 회 상 ·········································167

그림 2-74.FullProf이용 스핀구조 정련(좌)와 스핀구조(우)····························168

그림 2-75.(a)1% Co가 치환된 Mn1-xCoxWO4의 자기감수율의 온도의존성··170



-52-

그림 2-76. 성자 회 에 의해 분석된 Mn1-xCoxWO4의 (a)격자구조 (b-d)

스핀구조.(b)AF1(c)AF2(d)AF4··················································170

그림 2-77.HRPD로 측정한 Mn1-xCoxWO4의 성자 회 상 ····························171

그림 2-78.HRPD로 측정한 Ba0.5Sr1.5Zn2Fe12-xAlxO22의 상온 부근에서의

회 상 계산값 ··················································································171

그림 2-79.FeO회 반 의 분강도를 구하는 모습 ·······································172

그림 2-80.Olivine구조································································································173

그림 2-81.Mn2SiS4, Mn2GeS4 두 물질의 온도와 자기장에 의한 자기 회

반 세기의 변화 ····················································································174

그림 2-82.Mn2SiS4,Mn2GeS4두 물질의 자기상평형도 ·····································174

그림 2-83. 성자 산란에 의해 확인된 y-typehexaferrite자기이방성의 Al

도핑의존성 ································································································175

그림 2-84.Ba0.5Sr1.5Zn2(Fe1-xAlx)O22,x=0.08시료의 10K와 150K에서의

자기장에 따른 자기질서의 변화 측정 결과 ······································176

그림 2-85.강유 상인 온도 10K 자기장 0.5T하에서의 스핀구조의 분석 결과

······················································································································177

그림 2-86.비탄성 성자 산란에 의한 y-type···hexaferrite의 스핀 진동 측정

데이터의 ································································································178

그림 2-87.(가운데)Mn1-xCoxWO4시료의 이온 도핑에 따른 자기이방성의 변화에

의한 스핀평면 강유 극성의 변화.(왼쪽)비탄성 성자산란에 의해

측정한 x=0.0시료의 스핀웨이 스펙트럼.(오른쪽)비탄성 성자

산란에 의해 측정한 x=0.10시료의 스핀웨이 스펙트럼 ········179

그림 2-88.(가운데)MnV2O4시료의 입방정상에서 나타나는 스핀요동의 동벡터

의존성을 비탄성 성자산란에 의해 측정한 결과 (왼쪽) 탄성

스핀요동의 에 지 온도 의존성을 비탄성 성자산란에 의해 측정한

결과 (오른쪽) 성자산란강도의 온도에 따른 변화·························180

그림 3-1.CrystalstructureofLiN(DxH1-x)4SO4.Thedisplacementellipsoidsare

drawnonthe50% probabilitylevel.(a)a-axisprojection,(b)b-axis

projection,(c)c-axisprojection ·······························································183

그림 3-2.LEPSD를 이용한 시료 정렬···································································185

그림 3-3.283K상 이 후의 피크 강도 변화 ·······················································185

그림 3-4.KDCO3상온결정구조를 각 축으로 투 한 모습 ·······························186

그림 3-5.상온과 140K에서 KDCO3의 결정구조····················································188

그림 3-6.PO4사면체의 운동 ····················································································189

그림 3-7.분자의 강한 비등방성진동에 의한 결합길이 변화·······························189

그림 3-8.LDP의 결정 구조 ···················································································190

그림 3-9.LDP내의 LiO4 PO4사면체 ······························································190



-53-

그림 3-10.LDP내의 두 가지 형태의 수소 결합 ·················································190

그림 3-11.비 속 환경 내에서의 양성자의 다양한 결합 형태···························192

그림 3-12결합길이에 따른 수소결합내의 수소에 지 우물의 변화 계산········195

그림 3-13.얻어진 혼합결정 시료들···········································································196

그림 3-14.순수한 TlH2PO4의 온도에 따른 유 율 변화 ·································196

그림 3-15..SEM EDX분석결과 ········································································197

그림 3-16.일반 인 양성자 유리의 유 율 특성···················································197

그림 3-17.혼합결정의 온도 주 수 변화에 따른 유 율 ·····························197

그림 3-18.혼합결정 시료의 온도에 따른 비열 변화·············································197

그림 3-19.실온에서의 b축 방향에서 바라본 혼합결정의 구조 ·······················198

그림 3-20.100K에서 (-601)incommensuratepeak········································204

그림 3-21.140K에서 (-601)회 반 ································································204

그림 3-22.120K에서의 (-601)회 반 ····························································205

그림 3-23..5K에서의 (-601)회 반 ·······························································205

그림 4-1.제작 단결정 성장장치 경;왼쪽부터 정면,측면,시편 로딩 부분 206

그림 4-2.제어부;왼쪽부터 6zonecontrol,flow meter& pressure& 고속

up/downcontrol,인터페이스 통제 ·······················································207

그림 4-3.개략 인 장치도 온도 구배 테스트용 균일도 확인 구간·············209

그림 4-4.온도세 스 실제 온도 profile···················································209

그림 4-5.단결정 성장장치의 온도 표 화·······························································210

그림 4-6.YBCO단결정 성장을 한 샘 구조···················································211

그림 4-7.YBCO 도체 열처리 스 공정 변수·········································211

그림 4-8.TSMG방법으로 성장된 YBCO 도체·············································214

그림 4-9.3차 하소 완료된 Ca이 첨가된 Y123분말의 SEM 사진 (a)Ca=0,(b)

Ca=0.01,(c)Ca=0.04,(d)Ca=0.3····························································216

그림 4-10.실험 순서와 조성표···················································································217

그림 4-11.Ca치환된 YBCO열처리 스 ··························································217

그림 4-12.산소열처리 후 Ca치환된 YBCO단결정의 XRDpatterns ·········218

그림 4-13.Ca의 치환에 따라 단결정이 생성된 시편의 모습 (Topview)·······219

그림 4-14.Ca의 조성에 따른 각 시편의 미세조직 (X3000)······························219

그림 4-15.Ca함량에 따른 임계 온도(Tc)·······························································220

그림 4-16.TSMG법을 이용한 단결정 Y123-Mo 도체 제작을 한 열처리

조건··············································································································222

그림 4-17.(a)무 첨가,(b)0.2wt%,(c)1.0wt%,(d)5.0wt% Mo첨가하여

제조된 Y123 도체의 상부 표면 이미지.S는 종자를 나타냄.223

그림 4-18.여러 조성의 Mo을 첨가하여 TSMG법으로 제조한 Y123 도체의

분말 XRD패턴·························································································224



-54-

그림 4-19.(a)0.01wt%,(b)2wt% Mo첨가된 Y123 도체의 학 미경

이미지··········································································································225

그림 4-20.(a)2wt% Mo을 첨가하여 TSMG법으로 제조된 Y123 도체의

SEM 이미지 (b)과립 이차상에 한 EDX조성분석·····················226

그림 4-21.여러 조성의 Mo을 첨가하여 TSMG법으로 제조된 Y123 도체의

자기모멘트의 온도 의존성······································································228

그림 4-22.Y123-Mo 도체의 Mo함량에 한 Tc,onset과 Tc,mid···················228

그림 4-23.여러 조성으로 Mo가 첨가된 Y123 도체의 Jc-B곡선·············229



-55-

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과제개요

사 업 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기 술 분 야 방사선융합기술

과제명 성자 응용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응집 물질 구조 측정 해석 연구

주 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원 주 연구책임자 이정수

총 연구기간

(단계,년차)

2007.03.01～ 2012.02.29

연 참여인력 48.77MY
1,2단계 5년차

1단계 연도별

신청연구비

(백만원)

1차년도

2007

2차년도

2008

3차년도

2009

4차년도

2010

5차년도

2011
계

660 2,050 2,200 1,930 1,960 8,800

특기사항 장치 구축 연구개발과제

2.연구개발의 필요성

가.기술 측면

○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와 동역학 측정,해석 기술은 스핀의 구조와 동

역학을 연구하는 강력한 도구임

○ 국내 최 로 세계 수 의 성자 비탄성 산란장치(열 성자 삼축분 장

치,ThermalTAS)개발로, 성자를 이용한 응집물질 내의 동역학 연구의

인 라 구축과 기술개발의 견인차가 됨

○ PNR(편극 성자 반사)기술은 첨단 자기 기억소재 등의 표면 해석에 강력

한 수단임

○ 강유 체의 수소결합구조,동 원소 치환에 따른 구조 해석 등은 성자만

이 가능한 기술임

○ 도,자성물질의 단결정 시료에 한 성자 산란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원자와 자의 거동에 한 이해와 기구의 규명



-56-

나.경제 측면

○ PNR기술은 자성박막, 도 박막 등의 구조 연구에 활용 가능하여 국내

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

○ 독자 인 TAS설계 제작기술 확보와 국내업체에 의한 제작 수행으로

향후 성자빔 이용 장치의 제작과 운 상의 소요비용과 시간의 감이 가

능해짐

○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해석 기술은 고온 도체 등과 같은 첨단 소

재의 핵심을 이루는 자성체의 구조연구에 기여함

○ 강유 체 수소결합구조와 상 이 해석기술은 압 성 등이 우수한 재료 개

발에 기여를 할 수 있고,친환경 연료 지의 해질 물질로 가용이 가능함

○ 단결정 시료에 한 성자 산란정보를 통하여 산업 으로 이 큰 물질

의 설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다.사회 측면

○ 다양한 신기술 개발 이용에 의한 지식창출과 고도 산업사회형성에 기여

○ 국가 연구기반 확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 상 재고

○ 응집물질 구조 연구는 첨단 소재의 개발을 한 핵심 인 방법으로 국내

연구 수 향상 기여

제 2 연구 범

1.최종 목표 당해 단계 목표

가.최종 목표

○ 성자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나노 박막 구조 연구

○ 성자 산란을 이용한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동역학 연구에 용

○ 단결정 회 을 이용한 수소결합 구조,상 이 protonglass 상 연구

○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나.당해 단계 연구개발 목표

○ REF이용 나노 자성박막의 교환 바이어스 상연구

○ 성자반사 이용 나노 박막 구조 측정,해석 연구

○ 에 지 가변형 TAS1차분 기 제작

○ 반강자성 상 계 스핀구조,측정 해석연구

○ 반강자성 상 계 스핀 동역학 측정 해석연구

○ 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상 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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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결합형 강유 성과 반강유 성 혼합결정 구조연구

○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2.단계 연구개발 목표에 따른 주요 연구 범

○ REF이용 나노 자성박막의 교환 바이어스 상연구

∙ 산모사 시료 형식 결정

-Fe/Cr,Co/CoO등의 박막조건에 따른 성자 반사율 산모사 수행,기술

보고서 작성

∙ 성자 반사율 산모사

-PNR측정 해석에 한 시료형식 결정

∙ ICP모듈 형식 설계

-국내외 문가 의견 반 REF와 PNR구 기구의 통합 형식 설계 완료

∙ ICP 로그램 제작

-PNR측정 ICP 로그램 제작,평가 완료

∙ PNR구 기구 성능 평가 완료

-Tmin=4K,P=95%,Bmax=0.8T,Rmin<10
-4

∙ 자성박막 측정 PNR기법 확립

-PNR측정 차 데이터 보정 차 수립,기술보고서 작성

∙ 자성박막시료 PNR측정 데이터 해석

-교환바이어스 박막 시료에 한 각기 다른 4가지 스핀상태의 PNR측정

수행 데이터 분석

-인공반강자성(SAF)다층박막 시료의 PNR측정 수행 계면의 자기

특성 분석

○ 성자 반사 이용 나노 박막 구조 측정,해석 연구

∙ 냉 성자 PNR측정 기반 구축

-냉 성자 이용 PNR구 기구 설치,P평가완료,기술보고서 작성

-냉 성자 이용 가능성 확인을 한 Fe,Ni박막 등의 PNR측정

∙ 성자반사 이용 생체계면 측정 기반 구축

-Bio-REF단색기,시료 치별 성자속 평가

-EPICS와 SPEC를 기반으로 하는 Bio-REF장치 구동 실

-Bio-REF이용 표 박막 시료 성자 반사율 측정,최소반사율 평가

∙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 PNR 산모사

-PNR반사율 변화 평가

-시료형식 결정 ;Co40Fe40B20/MgO,Co50Fe50/MgO,Co/Cu다층박막

∙ 생체막 계면 특성 구조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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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이 막 형성 구조 분석

-펩타이드 단분자막 형성,반사율 측정 분석

∙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의 PNR이용 자기 유발/감쇠 상 연구

-자성/비자성 다층박막, 기 열처리 시료 제작(크기 10x10mm2,4개)

-포화자기장 조건에서 자성/비자성 다층박막 PNR측정(8개 데이터),

-PNR데이터 분석으로 자기 유발 감쇠 상 평가

∙ 생체막 단백질과 생체막과의 복합 구조체 분석 연구

-Tat-펩타이드 결합에 의한 세포막 상 이 평가

-WALP의 길이에 따른 세포막 구조 특성변화 측정,평가

○ 에 지 가변형 TAS1차분 기 제작

∙ 1차 분 기 설계

-MCNP코드를 이용한 차폐 평가모델 개발

-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상세설계

-빔 경로 부품/기기,고하 다축 시료 설계,구동 제어장치 설계 등

∙ 1차 분 기 제작

-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제작

-시료 빔 경로 부품/기기 제작

-집속형 단색기 유니트,해석기 유니트 제작

-해석기/검출기 시스템 차폐 유니트 제작

-통합 제어 장치 로그램 개발

∙ 장치 조립 시험

-제작품의 장설치 조립

-구동시험,차폐성능 성자속 측정

○ 반강자성 상 계 스핀구조,측정 해석연구

∙ 최 의 시료환경 요건 설정

-극한시료 환경의 하나로 이용자 수요조사 수행

-HRPD용 극한 시료환경 요건(10T,100mK이하)설정

∙ 장치 개념설계

-시료환경 장치의 HRPD와의 interface설계 완료

∙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제작

∙ 표 반강자성 분말 시료 회 상 측정,해석

-Cr2O3등 4가지 표 분말 시료 회 상 측정 스핀 구조 해석

∙ 엇맞는 반강자성체 스핀 구조 연구

-(Mn,Co)WO4시료 등 2종류 다강체의 스핀 구조 분석

∙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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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식 냉동기 시료 치 온도 100mK이하 달성

∙ 기 반강자성 결정 시료 회 상 측정

-FeO등 4종의 회 상 측정

○ 반강자성 상 계 스핀 동역학 측정,해석 연구

∙ 열 성자 격자 스핀 동역학 측정 기반 구축

-Th-TAS장치 성능 최 화

-구동제어장치 로그램 최 화

-검출계통 신호/배경값 최 화

-동역학 측정 역 확 (구리단색기 제작,시험)

-장치 특성자료 생산(차폐능, 성자속 등)

∙ 반강자성 상 계 분말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

-견본분말시료 측정,해석

-Ba0.5Sr1.5Zn2(Fe1-xAlx)12O22의 자기이방성 변화 해석

-MnWO4의 스핀 웨이 스펙트럼 측정,해석

-MnV2O4의 스핀요동을 동벡터 함수로 측정,해석

○ 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상 이연구

∙ 강유 체 단결정 상온 측정,해석

-LiN(DxH1-x)SO4 단결정 상온 측정,결정 구조 해석

∙ 수소/ 수소 치환 단결정 상온/온도 실험 해석

-KDCO3단결정 상온 온 측정 결정구조 바탕으로 상 이 연구

∙ 열운동 보정과 해석기법 개발 용

-LiH2PO4단결정에 한 열진동 보정에 따른 결합길이 변화 물성 해석

○ 수소결합형 강유 성과 반강유 성 혼합결정 구조연구

∙ 수소결합형 혼합결정 제작 특성 연구

-혼합단결정합성,

- 성자 산란용 (Tl1-xRbx)H2PO4(0.2<x<0.8)단결정합성제작

:수용액 증발법 (크기 2×2×1mm
3
)

-단결정물성측정

-비열측정,300K-70K

-온도 주 수에 따른 유 율 측정,평가

○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 수직형 단결정 성장 장치 설계 제작

∙ 단결정 제조 물성 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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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장치 온도,가스 분 기 변수

-단결정 시료 제작

∙ 단결정 성장 공정 확립

∙ 단결정 제조공정 확립 물성연구

-Ca 는 Mo첨가된 YBa2Cu3O7-d 도 단결정에 한 미세조직 분석

자기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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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선진국의 기술개발 황 수

○ 성자 산란을 이용한 응집물질 연구는 선진국에서 가장 인 투자를 하

고 있는 분야로 랑스 ILL(InstitutLaue-Langevin),미국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를 필두로 국 ISIS,스 스

PSI(PaulScherrerInstitut),일본의 JAEA(JapanAtomicEnergyAgency)등

에서는 연구용 원자로와 양성자 가속기에 설치한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여 추

진되고 있다.

○ 미국 NIST는 세계최고 성능의 REF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도의 PNR기술을

확보하고 MBE& UHV 챔버를 구비하고 있어 스핀트로닉스 분야의 나노자

성박막의 구조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 랑스 ILL,스 스 PSI, 국 ISIS

등은 극 온,고자장 등의 시료 환경이 가능한 고도의 PNR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REF를 이용한 스핀트로닉스 분야의 다양한 나노자성박막의 구조연구가

활발하다.

○ 미국 NIST, 랑스 ILL등에서는 10x10mm
2
크기의 나노 자성 박막에 해

온도 가변(10～300K)에 따른 상 이 특성 연구가 가능하며 ILL강자성/반강

자성 박막 경계면에서 스트라이 형상을 갖는 이 층 내의 교환 바이어스의

불안정성 [Co2MnGe/V]n 다층막에서의 반강자성 극자의 규칙화에 한

연구 등을 성공 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연구 범 를 확 하고 있다.

○ TAS는 창기의 강자성체 연구에서부터 CuO 계열의 고온 도체 연구,

최근 핫 이슈인 다강체(Multiferroic)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연구 역 개척에

리 이용되고 있다.

○ NIST,ORNL등의 국립 연구소에서 보유한 강력한 연구용 원자로와 최근 가

동을 시작한 형 양성자가속기를 통해 유럽에 뒤쳐진 스핀 동역학 측정 분

야에서의 선도 지 를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랑스 소재 ILL, 국 소

재 ISIS와 같은 시설에서는 다수의 삼축 분 장치와 비행시간분 장치 등의

동역학 측정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이를 유럽에서 공동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응집물질계의 스핀 동역학 측정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한 일본은 통 으

로 연구용원자로 JRR-3M에 설치된 다수의 삼축 분 장치를 통해 세계 수

의 스핀 동역학 측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신규 원자로

OPAL에 삼축 분 장치 등의 인 라 구축을 완성한 상태이다.

○ 선진국에서는 이미 15T 이상의 고자장,수 mK의 극 온,압력셀 등의 다양

한 시료환경장치를 구비하여 고온 도체,자성체 등의 상 이 련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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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 반강자성 상 계의 스핀 동역학 측정,해석 연구는 20세기 후반부터 북미,유

럽,일본을 심으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스핀 동역학을 측정하기 해

필요한 장치인 삼축 분 장치나 비행시간 분 장치는 새로운 연구용원자로나

쇄 성자원과 더불어 차 개량되었고,21세기 들어서는 ILL의 랫콘이나

NIST에서와 같이 다축 해석기를 갖춘 장치가 개발되어 설치되고 있다.이와

같은 장치는 미량의 시료로도 스핀 동역학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스핀 동역학의 고속 측정에 이 맞춰져 있다.이와 더불어 고분해능의 스

핀 동역학 측정을 해 스핀 에코 기술이 발 하고 있으며,크라이오패드와

같은 특수한 시료환경장치와 함께 사용하여 스핀 동역학 측정의 신기원을 열

고 있다.

○ 반강자성 상 계에 한 연구에 있어 TAS와 TOF장치들이 이용되어 ILL,

NIST ISIS등에서는 고온 도체 f- 자계의 반강자성 상호작용과

차원(1/2차원)자성 구조/동역학 연구를 활발하게 연구 이다.

○ 랑스 ILL,독일 FRM-II 국 ISIS에서 수소결합물질 단결정을 이용한

기 /응용 연구가 활발하다.특히 결정 구조 인 에서 물성이해를 시도하

고 있으며 최 로 강유 성과 반강유 성 혼합결정 연구를 시작하 다. 한

국 ISIS에서 수소결합내 수소의 에 지 우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은 수소결합형 강유 체 재료합성,특성 평가 등 성자와 방사 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미주지역에서는 NASA등에서 단결정성장과 력과의 계 규명연구를 수행

하고 있으며 도,자성체 단결정성장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 유럽지역에서는 종자결정성장법과 일반 인 결정성자법에 한 연구를 확립

하고 성자산란용 단결정의 실험실 제조를 수행하고 있다. 한 아시아/오

세아니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종자성장법, 럭스법 등 성자 산란용 면

단결정기술을 확보하고 종자결정성장법으로 수 cm 크기의 단결정의 성장이

가능 하다.

제 2 국내 기술개발 황 수

1.국내 기술개발 황

○ 최근 국내에서도 냉 성자 REF-V를 이용한 자성박막의 PNR 측정 차를

수립하 으며 각기 다른 스핀 상태를 갖는 측정 데이터에 하여 편극효율,

스핀 반 비 등의 보정 차를 수립하 다. 한 PNR측정데이터를 이용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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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율 계산 오차 평가를 한 데이터 처리 로그램을 독자 으로 개발

하 다. 한 교환바이어스 박막 NiFe/NiO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

CoFeB/MgO 등의 다층 박막 시료를 DCsputtering방법으로 제작하고 자기

이력곡선의 포화자기장 조건에서 각기 다른 4가지 스핀상태의 성자에 하

여 PNR 측정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성공 으로 분석하 다.이와 같이

REF-V를 이용한 PNR 측정 해석 기법을 확립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보다

고도의 측정 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스핀자성 박막구조의 측정 해석 연

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세포를 구성하는 구조와 표 세포를 감지하게 하는 세포구조는 인지질 이

막이라고 불리는 세포막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으로 체내에서 생

체막은 세포 외막으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조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성자 반사를 이용한 인지질 이 막 각 성분의 산란길이 도와 두께 등의

련 구조를 성공 으로 평가하 다.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성자 반사를 이

용한 복합생체막,생체막 계면 특성 등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개발 완료한 열 성자 삼축 분 장치(ThermalTAS)를 필두로 하여 냉 성

자 삼축 분 장치(ColdTAS) 성자 비행시간 분 장치(TOF)의 비탄성

산란 장치들이 순차 으로 개발되어,응집 물질 내의 동력학 연구에 활용되는

성자 비탄성 산란 연구 기반이 확보될 정이다.

○ 국내에서는 그간 한 장치의 부재로 스핀 동역학 측정이 시도된 바 없다.

따라서 국내 수 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동역학 측정을

한 열 성자 삼축분 장치가 국내 기술로 개발 완료되었으며 냉 성자 삼

축 분 장치,디스크 쵸퍼 비행시간 분 장치 등이 재 제작 에 있다.열

성자 삼축분 장치의 경우 이 집속형 단색기를 이용함으로써 시료 치에

서 고 성자속이 가능하며,보다 고도의 연구 수행을 하여 ∼2K 도달이 가

능한 온시료환경장치를 개발,시험하 다. 재 열 성자 삼축분 장치를

이용한 비탄성 산란 실험을 수행 에 있어 국내에서도 본격 인 성자 비

탄선 산란을 이용한 스핀 동역학 연구가 가능할 망이다.

○ 반강자성 상 계 연구는 탄성 비탄성 성자 산란을 통해 구조와 동력학

을 연구할 수 있는 표 인 분야이다.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도 양자 간

섭 장치(SQUID),방사 가속기 등을 이용한 기 특성 측정으로 다강체

(Multiferroic)물질들의 벌크/ 기/자기/분 학 특성들이 집 으로 연구되

고 있으며,HRPD,FCD를 이용한 자기구조/스핀구조 연구도 가능한 상태이

다.

○ 다수의 응집물질계는 CCR(ClosedCircuitRefrigerator)온도 이하,즉 2∼ 4

K 이하의 극 온에서 다양한 상을 가지고 있다.이를 연구하기 해서는 수

십 mK 까지 온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 희석(식) 냉동기(Dilution

Refrigerator)와 같은 장비가 필수 이다.하나로의 성자 산란 시설은 C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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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유하고 있어서,극 온에서의 새로운 물리 상을 연구할 수 없었다.

이에 시료 치에서의 온도를 100mK 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도 자석

에 장착할 수 있는 희석 냉동기를 제작하 다.희석 냉동기를 도 자석에

장착하는 것은 동시에 고자장과 극 온을 구 할 수 있도록 해주어,보다 경

쟁력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표 분말 시료는 모두 이맞는(commensurate)반강자성 스핀 구조를 갖고 있

는데 반해,많은 자성 물질은 엇맞는(incommensurate)스핀 구조를 가지고

있다.엇맞는 반강자성 스핀 구조는 최근 많은 심을 끌고 있는 자기 기

인(magnetoelectric)다강성(multiferroicity)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자성 물

질의 엇맞는 스핀 구조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요해지고 있다.하나로에 설

치된 사축 회 장치를 자성 물질,특히 반강자성 물질의 스핀 구조 분석에

본격 으로 사용하기 하여 여러 반강자성 물질의 측정 데이터를 축 하

으며,이는 다른 시료 측정과 스핀 구조 분석의 기 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강유 체 단결정을 상온에서 측정을 하여 구조 인 해석을 하고 수소/ 수소

가 치환된 단결정을 상온 온에서 측정하 으며,구조 인 변화를 바탕으

로 상 이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한 양성자 도율이 높은 수소결합

형 단결정에 해 실온 온에서 성자 분석을 하 으며,열운동 보정을

통해 결합길이 변화에 한 연구를 하 다.이를 통해 구조 인 에서 물

성 분석을 시도 하 다.

○ 양성자 유리 상을 보이는 물질에 한 구조 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성자

를 이용하여 최 로 시도 하 으며,동 시스템은 양성자 도물질과 구조

상 이 련 상이 유사하지만 물성에 한 정보 온에서의 상 이 유

무에 한 연구는 무한 상태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양성자 도 메카니

즘에 수소 에 지 우물이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며, 한 수소 결합 물질 내

의 상 이 상이 수소의 정렬-비정렬 상과 어떤 계가 있는지 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성자산란연구에 필요한 응집물질재료의 단결정시료를 타 연구기 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력연구로 제조하고 있으나,연구의 연속성과 체계를 확보하려면

단결정 제조장치 구축을 통해 자체 으로 시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이를

하여 수직형 단결정 시료제작 장치를 자체 개발하고 결정 성장에 필요한 장치 안정

화 작업을 수행하 다. 한 다양한 성장조건에 따른 YBCO,Ca치환된 YBCO

Mo첨가된 YBCO단결정체 등을 성장하고 이들의 물성 평가 등을 수행한 상태로 보

다 고도화된 성자 산란에 필요한 단결정시료 연구의 기반을 확립하 다.

2. 기술상태의 취약성

○ NIST(미국),ILL( 랑스)등의 선진 연구소에서는 REF를 이용한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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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자성반도체 도체 분야 등의 첨단 박막 구

조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 에 있다.국내에서도 하나로의 REF-V에 편극기,

스핀반 기 등의 PNR구 기구를 개발하고 일부 자성 박막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원자로 내의 열 성자를 이용함으로써 선진국 장치에 비하

여 그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측정 시료의 제작,측정데이터 해석 기술

등이 미흡하다.이러한 취약 은 REF-V를 하나로 냉 성자실험동에 이 설

치하고 최 화 단계를 거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

다.

○ TAS는 기 과학연구에 강 을 가진 장치로서 1960년 이래로 선진국은 물

론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그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최근 선진국

의 연구소에서는 TAS성능을 향상하기 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 집속형 단색기를 이용한 성자속의 향상,3He를 이용한 편극기

해석기 등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TAS의 개념을 획기 으로 바꾸어 가고 있

다.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업 응용도가 높은 장치를 우선 으로 개발하여 활

용하는 략에 따라 TAS는 이번에 개발하 으며 앞으로 성능이 우수한 선진

국의 장치와 경쟁하기 해서는 우수한 연구경험을 쌓으며 동시에 장치성능

개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의 고도화에는 다양한 측정 도구의 확보가 요하다. 성자 분 장

치는 자성 물질의 스핀 동역학을 측정하는 데에 독보 인 능력을 가지고 있

어,과학 선진국에서는 우선 으로 보유하는 측정 장치이다.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핀 동역학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 의 성자 분 장치인

열 성자 삼축분 장치를 보유하게 되었고,수년 내에 냉 성자 삼축 분 장

치,디스크 쵸퍼 비행시간 분 장치 등을 순차 으로 개발,보유할 정이다.

그런데 장치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스핀 동역학 측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시료환경장치와 같이 추가 으로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유용한 스핀 동역학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장치를 스핀 동역학 측정에 최 화하고 몇 가지 시

료를 측정해 본 뒤 장치를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이를 거쳐야만 많은 투

자를 하여 완성한 분 장치를 실질 인 연구에 투입할 수 있다.

○ 선진국에서는 이미 15T의 고자장의 생성이 가능한 도자석,수 mK의

극 온 냉각기(DilutionFridge) 압력셀 등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다.최

근 국내에서도 100mK ∼6T의 고자기장 생성이 가능한 시료환경장치를

갖추었으나 이들을 이용한 시료환경장치의 운 기술 연구수 에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선진 각국에서는 고성능의 시료환경장치,HRPD,TAS등의 성자 분 장치

데이터 획득/분석 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분말,단결정

등에 하여 정교한 스핀구조 해석 등과 같은 반강자성 상 계 연구를 활발

하게 수행하고 있다.반면에 국내에서는 제한 인 시료환경장치 HRP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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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분말스핀구조를 유추하고 있는 단계로 선진연구소에 비하여 낮은

수 이다.최근 개발 완료한 ThermalTAS가 그 수 을 따라가는데 시발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단결정을 이용한 결정구조 연구와 자성구조 상 이 연구는 물성연구의 기

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첨단 소재 개발에도 필수 이다.그러나 성자 회

을 이용한 측정에는 2～3mm의 큰 시료가 필요하여 양질의 단결정 육성이

취약한 국내 연구기반으로는 지 까지 연구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최

근 하나로에서도 성자 산란용 결정 시료 제조 기술 연구에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단결정을 자체 학 실험실에서 육성하는 연구 이 늘

어가고 있어 고무 이다.

○ 결정구조 인 측면에서의 수소의 에 지 우물에 한 연구는 재 국내외

으로 거의 무하다고 할 수 있다.특히 단결정 시료에 한 성자 기법을

통한 수소결합의 연구는 재 국,독일에서만 수행이 되고 있다.이론 인

연구는 많이 수행되고 있으나,수소의 에 지 우물에 한 실험결과는 많지

않다.

○ 선진연구소와 경쟁하며 세계 인 선도연구의 성과를 내기 해서는 10K이하

의 극 온시료환경장치를 비롯한 in-situ물성측정 도구와 결합한 고성능의

시료환경장치가 필수 이다.



-67-

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성자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나노박막 구조 연구

1.강자성/반강자성 다층박막의 성자 반사율 산모사

가. 산모사 시료 형식 결정

(1)최 의 PNR 산모사 로그램 검토 선정

다양한 성자 반사율 해석 로그램 PNR 분석이 가능한 Parratt32,

xPolly,Pola12,SimulReflec,Reflpak등의 장·단 을 분석하여 편극 성자 반사

율 산 모사 정련이 가능하고 사용이 용이한 xPolly와 SimulReflec을 선정하

다(그림 1-1).

ReflpakReflpak

그림 1-1.주요 PNR 로그램들의 장·단

(2)PNR 산모사를 통한 모사시료 형태 결정

강자성체/반강자성체 이층 구조에서 교환 바이어스가 측되기 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의 한가지로 반강자성체의 두께가 일정한

임계 두께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러한 임계 두께는 반강자성체의 종류,결정 방

향에 따라 수 Å에서 수십 Å까지 다양하며 두께가 증가하면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산 모사 시 시료의 면 은 무한히 넓다고 가정

하여 계산하지만 편극 성자 반사율 실험의 경우 실제 스퍼터링을 이용한 시료

제작 시 면 이 가로,세로가 각각 1인치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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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극 성자 반사율 실험에서 nonspinflip반사율은 원자핵에 의한 산란으로

부터 시료의 화학성분과 조성에 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며 두 non-spin

flip(NSF)반사율의 차로부터 외부 자기장과 평행한 시료의 자화에 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반면에 spinflip(SF)반사율은 오로지 자기 산란 도의 분포에만

의존하며 따라서 산란벡터에 수직하면서 외부자기장과도 수직한 자화 성분을 알

수가 있다.PNR 기법은 계면에 존재하는 작은 자화값(∼30emu/cc)을 10%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강자성체와 반강자성체가 합 으로 이루어진 경우 조성비에 따라서 산란 길

이 도 값이 달라지며 이러한 경우 해있는 이웃 층의 산란 길이 도 값과

차이가 클수록 반사율 산모사 실험 시 큰 신호를 얻을 수 있다.

편극 성자 반사율 사 시늉을 한 시료 형식으로 재 리 연구가 진

행 인 Fe/Cr,Co/CoO,NiFe/IrMn/CoFe등의 시료 형식을 선정하 으며,PNR

산모사를 수행함으로써 한 구성 성분 박막의 두께 등에 한 시료 조

건을 악하 다.

나. 성자 반사율 산모사

(1)REF-V성능 조건 반 산모사 수행

PNR 산모사 시 하나로 냉 성자 반사율 측정 장치에 한 변수로 Q해상

도와 최소 반사율을 고려해 주었다.고정 슬릿과 가변 슬릿 모드에 따라서 Q해

상도가 다르지만 열 성자의 경우 Q 해상도는 약 7%,최소 반사율은 10
-6
이며

냉 성자의 경우 4%이내,최소 반사율은 10
-8
이다.본 연구에서는 편극 성자

반사율 계산 시 Q해상도를 5%로 가정하 다.

IrMn층을 사이에 두고 인 해 있는 퍼멀로이와 CoFe두 강자성체 박막의

자화방향이 나란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림 1-2와 같이 NSF반사

율곡선( 색 청색선)뿐만 아니라 SF반사율 곡선(녹색)도 측이 된다.따라

서 편극 성자 반사율 곡선을 통해서 강자성체 는 반강자성체 내에 존재하는

collinear와 noncollinear자기 구조를 분석할 수가 있다.

그림 1-2는 SimulReflec을 이용한 5-nm Co/10-nm CoO 박막의 비 칭 인

자화 반 시 반사율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2에서와 같이 포화 자

장에서 냉각 자장과 반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킬 때에는 왼쪽보자

력에서 자구 벽의 생성 이동에 의한 속한 반 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경우

에는 SF반사율은 없거나 매우 작은 반면에 냉각 자장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

를 증가시킬 때에는 오른쪽 보자력에서 진 으로 자화 반 을 통해 일어나는

데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에 수직한 자화 성분에 의해서 NSF반사율과

비슷한 크기의 SF반사율이 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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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nm Co/10-nm CoO박막의 PNR 산모사 결과

2.자성 박막 PNR측정 ICP모듈 제작

가.ICP모듈 형식 설계,제작

(1)ICP모듈 형식 설계

일반 으로 나노자성 박막의 성자 반사율 측정을 수행하기 해서는 우선

성자 빔의 편극과 시료 입사 반사 치에서의 편극 성자 빔의 스핀 반

이 필수 이다. 성자 빔의 편극은 PG단색기를 통과한 단색 성자 빔을 m=3

인 Fe/Si 성자 거울을 투과함으로서 얻을 수 있으며 편극 성자 빔의 스핀

반 은 Mezei스핀 반 기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이 이외에도 다양한 시

료 조건에서 성자 반사율을 측정하기 해서는 온시료환경시스템(CCR),자

기장 인가를 한 자석 이용이 필수 이다.결과 으로 나노 자성 박막의 성

자 반사율을 측정하기 해서는 기존의 성자 반사율 측정 장치와 자석,

CCR,스핀 반 기 등으로 구성되는 PNR구 기구를 정 통합 구동 할 수 있

는 PNRICP가 필수 이다(그림 1-3).

이러한 PNRICP의 제작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각 PNR구동인자와

기존 ICP와의 결합성을 검토하 으며(그림 1-4)국내이용자 랑스 ILL 문

가의 의견을 반 하여 추진 략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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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PNRICP의 필요 요소

그림 1-4.PNRICP통합 개념

(2)ICP모듈 제작,성능 평가

PNRICP는 로그램의 호환성과 기능 수정 등에 효율 으로 처하기 하

여 Labview를 이용하여 제작하 으며 GUI방식을 채택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

모하 다(그림 1-5).

PNRICP는 REF장치 제어 시료의 치 정렬을 한 매뉴얼 스캔 모드

와 반사율 측정에 필요한 슬릿 고정,슬릿가변 스텝 스캔 등의 스캔 모드가

있어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 다.우선 매뉴얼 스캔 모드에

서는 REF의 치 설정 2θ,θ,X,Rx등의 시료 치 정렬 등을 수행

할 수 있다.슬릿 고정 스캔 모드에서는 반사율상 측정 시에 체 Q 역을 5개

의 구간으로 각 구간별로 측정 시간 슬릿 폭의 크기를 달리하여 높은 Q 역

에서 측정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 다.슬릿 가변 스캔모드에서는 측정

박막 시료의 길이를 ICP화면상의 해당 상자에 입력할 경우 측정 과정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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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정한 시료 조사 면 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시료 단의 슬릿 1,2의 폭이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 다.스텝 스캔 모드는 각 측정 지 에서 측정 시

간 간격을 진 으로 변화할 수 있어 체 반사율상 측정을 효율 으로 수

행 할 수 있으며 측정 성자 반사율상의 규격화에 필요한 슬릿 스캔의 측정이

가능하다.

기 제작한 PNRICP의 좌측 상단에는 스핀 반 기,CCR 자석 등의 기

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자를 두었으며,이들을 이용하여 하나로 PNR

구 기구의 각 구동요소의 기능을 평가 완료하 다(그림 1-6).

그림 1-5.하나로 PNRICP 그림 1-6.PNR구성요소의 활성화 기능

하나로 REF의 제어기기는 부분 RS232C방식으로 통신 인터페이스를 지원

하며, 재 컴퓨터와 REF제어부와의 거리는 RS232C통신규약의 최 통신거

리 15M를 과하므로 별도의 통신 변환기를 사용하여 RS485통신방식으로 변

환 후 다시 RS232C통신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용 한다(그림 1-7). 이러한

구성을 DeviceServer(SerialToEthernet변환기)를 사용하여 하드웨어가 추가

되어도 별도의 통신라인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 Ethenet기반의 통신시스템으

로 변경하 다(그림 1-8).

그림 1-7.기존 데이터 통신 시스템 그림 1-8.Ethernet기반 시스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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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성박막 측정 PNR기법 확립

가.REF이용 PNR기법 수립

(1)자성박막의 PNR 차 수립

PNR구 기구와 하나로 REF-V를 이용하여 박막의 두께가 nm인 자성박막

시료의 반사율을 측정하기 한 PNR 차를 수립하 다.이러한 PNR측정

차는 기술보고서(KAERI/TR-3672/2008)로 작성하 으며[1-1]실제 자성박막의

측정에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2)PNR측정 데이터 보정 차 수립

시료 후에 스핀반 기가 있고 편극기 해석기를 이용하는 형 인 자

성 박막의 PNR측정을 한 빔 배치를 고려할 때 각 PNR구 기구의 효율이

정상 으로 보정되지 않을 경우 해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정

확한 보정 차가 필요하다.

시료 후 스핀반 기의 효율을 각각  ,편극기 해석기의 효율을  

라고 하면 각기 다른 스핀반 기의 조합에 의한 측정 계수율 는 이들 효율을

모두 보정하여 체 Q 역에 따른 반사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각 PNR기구의 효율을 결정하기 해서는 시료가 없는 상태에서 검

출기의 각도 치에서의 시료 후 두 스핀반 기의 조합에 따른 성자 빔

의 강도 
와 퍼말로이 박막 등과 같은 기 시료의 반사 임계각 치에서의

반사 성자 빔의 강도 
를 측정하여 메트릭스 조합에 의한 식을 풀어야 한다

(A.R.Wildes,NeutronNews[1-2]).

이와 같이 측정 계수율 에 각 PNR기구의 효율 보정을 하여 메트릭스

식을 이용하는 차를 수립하 다.실제 일부 박막시료의 경우 효율 보정 후에

반사율은 약 6% 이상 정도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 으며 도달 가능한 최소 반

사율은 10
-4
이하로 평가되었다.

나.PNR기법 정도 평가

(1)PNR구 기구 성능 평가 완료

PNR을 이용한 자성 박막의 서로 다른 스핀 상태의 성자 반사율 측정

해석을 해서는 성자 편극을 한 편극기,해석기 스핀반 기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이 비되어야 하며 그림 1-9는 일반 인 PNR실험을 한 배치

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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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PNR실험의 일반 인 배치도.출처(F.OTT,LLB)

편극기와 해석기는 NOB(neutronopticsberlin)GmbH에서 제작한 m=3인

Fe/Si 성자 거울로 성자 빔의 투과 시 (-)방향의 스핀을 갖는 성자가

주로 투과 된다.그림 1-10과 1-11은 해석기의 치 정렬을 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1-10.해석기 이송 시험 그림 1-11.해석기 회 시험

시료입사 반사 성자 빔의 스핀 방향 제어를 하여 Mezei형 스핀 반

기를 제작하 으며 그 성능을 평가하 다(그림 1-12,1-13).

그림 1-12.Mezei스핀반 기 그림 1-13.스핀반 기 내부 자기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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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을 이용한 자성박막의 특성 측정 시에 시료 자기포화를 한 빔 높이

방향으로의 자기장의 인가를 한 자석의 성능 시험 결과 시료 치에서

±0.8T의 자기장 생성이 가능함을 확인하 으며 인가 류 생성 자기장에

한 계식,B(G)=1.88+47.35I(A)을 구하 다(그림 1-14,1-15).

그림 1-14. 자석 지지 그림 1-15. 자석 성능시험

정 한 자기장 변동 조건에 따른 PNR실험이 가능하도록 헬룸홀쯔 코일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시험하 다(그림 1-16,1-17).이 코일의 코일 갭은 70mm

이며 심 치에서 최 ～500G의 자기장을 생성하 다.이러한 헬룸홀쯔 코일

을 Huber5204.2고니오메터 상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지지 를 설계,제작하

으며 이때 코일의 측면에서 공압 시료홀더를 삽입 장 하여 박막시료를 효과

으로 장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16.헬룸홀쯔 코일 그림 1-17.헬룸홀쯔 코일 시험

ROK-205D 콜드 헤드의 종단을 PNR실험에 합하도록 수정하 으며(그림

1-18) 콜드 핑거의 단에는 피에조 상을 이용한 Attocube systems의

ANR101rotarypositioner를 장착하여 극 온 고자기장의 시료 환경에서 측정

시료의 치를 90⁰ 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PNR 측정 시에 측정 자유도를

향상하 다.그림 1-19는 온 시료환경장치의 극 온 도달 정도를 평가한 것으

로 각 온도 센서 치에서 150분 이내에 4K이하의 온도에 도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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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CCR시료지지부 그림 1-19.CCR성능시험 결과

PNR구 기구의 종합 성능 평가결과 편극기 해석기는 각각 ～70%의

성자 빔 투과율을 보 으며 스핀 반 기는 각각 ～80%의 투과율을 보 다.편극

기 해석기를 빔 선상에 둔 상태에서 시료 후에 스핀 반 기를 모두 설치하

고 일정한 슬릿 폭에서 스핀반 기의 최 조건을 평가하 다.표 1-1은 이러한

평가 결과로 PNR시스템의 편극효율은 P=95%에 달하 다. 한 검출기의

각도 퍼말로이 기 박막 시료의 반사 임계각 치에서 각각 다른 스핀 상태

의 성자 강도를 측정하여 각 PNR기구의 효율을 평가하 다.표 1-2와 표1-3

은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각 스핀반 기의 반 효율은 거의 100%에 달하

며 편극기를 통과하는 성자 빔 에 편극 성자 빔의 정도는 96% 이상임을

확인하 다.

B(G) Slitwidth(mm)
SF1 SF2

I(A) FR P I(A) FR P

400 0.4,0.6,6.0,1.5 0.9,0.8 38.25 0.95 0.9,0.1 31.10 0.94

표 1-1.스핀반 기의 최 조건 스핀 반 비 평가,가이드 필드 설치시

B(G)
Slit

(#1,2)


B(G)

 Efficiency


 

 
 

 
 

 
 

    p a

0

0.50.5 1781 112.2 96.6 1783.4

2000

61.2 6.75 3.33 177.55 0.9950 1.011 0.85960.97340.9539

1.01.0 7421.7 510.5 461 7317.7 110.93 11.28 6.60 286.73 0.98110.99860.87240.97410.9599

1.51.5 14476.2 1220.3 1124.114414.5 138.78 15.08 9.40 338.35 0.98561.00040.85360.96470.9495

표 1-2.PNR구 기구 편극효율 평가(은 0G,는 2000G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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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
Slit

(#1,2)

  Efficiency


 

 
 

 
 

 
 

    p a

2000

0.50.5 1781 112.2 96.6 1783.4 61.2 6.75 3.33 177.55 0.99601.00530.88800.98260.9600

1.01.0 7421.7 510.5 461 7317.7 110.93 11.28 6.60 286.73 0.98890.99600.88960.98150.9618

1.51.5 14476.2 1220.3 1124.1 14414.5 138.78 15.08 9.40 338.35 0.99401.00130.85380.97310.9511

표.1-3.PNR구 기구 편극효율 평가(,는 모두 2000G에서 측정)

(2)기 자성박막 시료 PNR측정

Fe,Ni 퍼말로이 등의 기 자성 박막 시료에 하여 앞서의 PNR기법

으로 스핀 반 기의 조합에 따른 각기 다른 상태의 성자 반사율을 측정함으로

써 실제 자성박막 특성 측정에 PNR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Fe박막

시료는 크기 25mm x25mm로 약 100nm 두께를 갖는다.동 시료는 우선 비편극

상태에서 반사율을 측정하고 이어서 Q에 수직방향으로 2,000G의 자기장을 인가

한 상태에서 스핀반 기의 조합에 따라 Fe박막의 반사 계수율 를 측정

하 다.측정 결과 nonspinflip(NSF)인 로부터 자화의 정도만큼 반사

임계각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그림 1-20).Ni박막시료의 PNR측정 결

과 Ni박막의 두께에 따른 간섭무늬가 하게 나타났으며 NSF인 로부

터 자기 모우멘트가 철(1,742emu/cm3)보다 훨씬 은 Ni(511emu/cm3)의 경우

에도 정상 으로 PNR측정이 가능하 으며 비편극 반사율과의 구분도 가능함을

확인하 다(그림 1-21).

그림 1-20.Fe박막의 PNR측정 그림 1-21.Ni박막의 PNR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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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성박막 시료 PNR측정

가.교환바이어스 박막제작

FM(강자성)/AFM(반강자성)박막을 만들기 해서 시료를 증착하는 동안 박

막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300G 정도의 자기장을 가해 상태로 만들었다.이 경

우 자기이력곡선의 심이 원 에서 자기장의 축을 따라 벗어나며 이를 교환바

이어스 마당 HEX 이라고 한다(그림 1-22).

HEX의 평가 결과 NiO/Py이층박막의 경우 Py의 두께가 10nm일 때 HEX이

-26Oe이고 20nm일 때 -9Oe임을 알 수가 있다.FM의 두께가 커질수록 HEX이

감소하는 이유는 FM의 종류에 계없이 공통 으로 측이 되며 교환바이어스

상이 FM과 AFM사이의 계면에서 일어나는 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림 1-22.Ta(5nm)/NiFe(20nm)/NiO(40nm)/Si(100)시료의

자기이력곡선

나.교환바이어스 박막 PNR측정

(1)헬룸홀쯔 코일을 이용한 PNR측정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Ta(5nm)/NiFe(20nm)/NiO(40nm)/Si(100)시료의 자

기 이력곡선은 coercivefield와 포화자기장과의 경계가 아주 은 상을 보이고

있어 PNR측정 외부 인가 자기장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재 사용 인 자

석의 외부 인가 류에 한 자기장의 분포는 Ta(5nm)/NiFe(20nm)/

NiO(40nm)/Si(100)시료의 포화자기장과의 정확한 경계 설정에 따른 PNR측정

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헬룸홀쯔 코일을 이용한 PNR측정을 시도하 다.헬룸홀

쯔 코일의 최 발생 자기장은 약 500G이고 비교 정 한 자기장 출력의 조정

이 가능한 반면 입력 원을 (-)방향으로 환할 수 없는 단 이 있어 자기이력

곡선의 (-)방향의 포화기자장 coercivefield에서는 시료를 180°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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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다.동 측정시에 헬룸홀쯔 코일의 반사빔 방향으로 출력자기장의 방향이

일부 회 하는 상이 발생하여 구자석을 약 10cm 간격으로 설치하여 정상

인 자기장의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 다. Ta(5nm)/NiFe(20nm)/NiO(40nm)

/Si(100)시료는 공압 시료홀더에 장 하고 헬룸홀쯔 코일의 면 상하에 카드뮴

을 시료 입사 빔의 높이가 2cm 되도록 부착함으로써 시료의 정상정인 치 정

렬 PNR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시료 외부 인가 자기장은 각각 50G,

-50G,-25G 10G이며 각 외부 자기장 조건에서 4가지 서로 다른 스핀 상태

(uu,dd,ud,du)의 입사 반사 성자를 측정하 다.이때 모든 편극기와 해석

기가 빔 배치상에 삽입되었으며 시료 후 스핀반 기의 원을 on/off하여

(++)(--)(+-)(-+)상태의 반사율을 얻도록 하 다.

(2)PNR측정 데이터 분석

그림 1-23은 상온에서 측정한 Ta(5nm)/NiFe(20nm)/NiO(40nm)/Si(100)시료

의 PNR측정 결과로 NiO와 Py(NiFe)박막사이의 경계면의 자기 특성 이해

를 통해 교환바이어스 메커니즘에 한 미시 특성을 이해하기 한 것이다.그

림 1-22의 자기이력곡선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 C,와 D에서 측정된 편극

성자 반사율 스핀 반 에 의한 반사율(ud와 du)이 반사율의 바탕값 정도의

신호를 가지므로 이 부분에서의 자기 반 은 단순한 domain nucleation &

growth에 의해서 반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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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Ta(5nm)/NiFe(20nm)/NiO(40nm)/Si(100)시료의 PNR측정

PNR 측정 데이터의 수치해석을 통해서 시편의 자기 모멘트,박막의 두께,

계면의 거칠기 들을 알 수 있음은 이미 잘 알려있다.Parratt공식을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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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 자기장 상태(그림 1-24)에서 얻어진 PNR데이터(uu와 dd)를 이론 모델

을 이용하여 해석하 다.그림에서 심벌들은 측정된 값들이고 실선은 아래 그림

의 모델 구조를 이용해서 얻어진 결과들이다.이 그림에서 inset은 각각 박막들

의 성자 산란 길이 도(scatteringlengthdensity)를 나타내고(++:uu)상태와

(--:dd)상태의 차이가 시편(본 시편에서는 NiFe층)의 자기 모우멘트를 나타낸

다.모델 계산을 통해 얻어진 박막의 두께는 TaO(3nm)/Ta(6nm)/NiFe(15nm)

/NiO(41nm)/Si(100)으로 시료 측정 시 주어진 정보와 약간 차이가 있었으며,각

박막의 경계면 층의 거칠기는 TaO(0.4nm)/Ta(0.3nm)/NiFe(0.5nm)/NiO(1.0nm)

/Si(100)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24.교환바이어스 박막의 PNR측정 데이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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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층박막 구조의 자기 특성 연구

(1) 자석 헬룸홀쯔 코일을 이용한 PNR측정

DC sputtering방법으로 증착된 인공 반강자성 다층 박막 구조(모토로러),

TaN/NiFe/Ru/NiFe/TaN/Si(100)의 계면의 자기 특성을 편극 성자 반사율 측

정과 X선 반사율 측정을 결합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PNR측정은 시료에 인가

하는 외부 자기장을 포화(2000G) 최소로(8G)하여 측정하 으며,각각 상온에

서 자석과 헬룸홀쯔 코일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2)측정 데이터의 분석

그림 1-25는 X선 반사율 측정과 Parratt공식을 이용하여 얻어진 시료의 분

석 결과이다.X선을 이용한 반사율 측정은 X선 선속이 상 으로 강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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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일한 시편에 해서 더 높은 Qmax를 얻을 수 있다.박막의 두께가 Q값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얇은 박막의 특성을 조사하기 해서는 높은 Qmax까지의 반

사율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층박막의 경우

각 층을 이루는 박막의 두께가 1nm 정도까지 얇아지기 때문에 특정한 박막에

의한 기여를 보기 해서는 Qmax가 이론 으로는 0.63Å-1정도까지 측정이 필요

하다.본 과제에 사용된 박막에 한 X선 반사율은 Qmax가 0.7Å
-1
까지 얻을 수

있고 이 결과를 통해서 박막의 구조인자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25.인공 반강자성 다층 박막 구조의 x선 반사율 측정결과  

그림 1-26은 포화자기장에서 측정된 PNR상을 Parratt공식을 이용하여 해

석한 결과로 Ru 후의 두 강자성체 박막의 자기 모우멘트의 방향이 외부 자기

장과 나란함을 알 수 있으며,그 크기는 spin-up과 spin-down반사율의 차이

(inset에서 보이는 산란 길이 도의 차이와 비례하는 양)로 알 수 있다.

그림 1-26.포화자기장에서 측정한 PNR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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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기장이 낮은 경우 Ru박막을 사이에 두고 두 강자성 박막의 자기모

우멘트가 반 방향으로 놓이게 되는 구조가 인공 반강자성체임이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편극 성자 반사율을 계산하면 그림 1-27과 같이 어떤 층의 방향이 외

부자기장과 나란한지에 따라서 차이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편극

성자 반사율을 이용하면 각 층의 자기 모우멘트의 상 인 방향을 알 수 있

다.

그림 1-27.인공 반강자성 다층박막 구조일 경우 상되는 PNR상

외부 자기장이 낮은 경우 8G에서 측정한 PNR상과 이론 인 모델의 비교 결

과,본 시료의 경우 상부 자기박막이 외부자기장과 나란하고 하부 자기박막은 반

방향임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재 인공 반강자성 다층박막 구조를 가진

박막의 자기 모우멘트의 분포를 악 할 수 있었다(그림 1-28).

그림 1-28.외부자기장이 낮은 경우 PNR측정상 이론 모델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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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냉 성자 PNR측정 기반 구축

가.냉 성자 이용 REF-V구축

기존 하나로 ST3수평공 지역에 설치 운 이던 수직형 성자 반사율 측정

장치(RE-V)는 장치 성능 개선 연구 역 확 를 하여 하나로 냉 성자 실

험동내의 CG1가이드 종단에 이 설치되었으며 (그림 1-29),보다 정 한 측정

실험을 하여 일부 요 부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표 시료에 한 반사율 측

정을 통하여 장치 성능을 평가하 다.

(1) 성자속평가

방사화법을 이용하여 REF-V 단색기 치에서 측정한 성자속은

5.7x10
8
n/cm

2
.sec, 시료 치에서 측정한 4.75Å 만의 성자속은 5.0x10

5

n/cm
2
.sec이었다.

(2)집속형 단색기의 집속 정도 평가

REF-V의 단색기는 집속형으로 0.5m～∞의 거리 가변이 가능하며,β

=0.4°인 20mm×50mm×2mm(t)크기의 PG(002)결정 7개가 수직 방향으로 부

착된 형태이다.2θM=90°의 정확한 takeoffangle을 갖도록 2차원 치민감형검

출기(2-D PSD) 성자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를 정렬하 으며,시료 치

에서 집속형 단색기의 빔 집속시험 결과 캠구동 특성에 따라 flat-focus-over

focus-focus-flat과정이 반복되었으며 집속형 단색기 자체의 flat 집속 상태

를 비교하면 이용 가능한 성자속의 이득은 GN=4.9이었다 (그림 1-30).

(3)집속형 단색기의 치 정렬

앞서 결정한 PG집속형 단색기의 2θM=90°의 takeoffangle에 한 정확한

각도를 정렬하기 하여 2-D PSD를 REF-V 시료 의 고니오메터 상부에 두고

시료 입사빔의 강도 분포를 측정하 다 (그림 1-31).이와 같이 빔 분포를 측정

한 상태에서 성자 카메라를 이용하여 슬릿 1,2를 통과하는 성자빔의 분포

를 평가하 다 (그림 1-32).

(4)시료 입사 성자 빔 분포 평가

REF-V를 이용한 시료의 성자 반사율상의 품질은 입사 성자 빔의 장

분포에 크게 좌우된다.시료 입사 성자 빔의 장 분포를 퍼를 이용한 성

자 비행시간 측정법(TOF)으로 측정하 다 (그림 1-33).측정 과정에서 퍼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1,550mm 이고 퍼의 진동수는 100Hz로 하 으며 검출

기의 HV는 1,300V로 조정하 다.단색기 직후에 베릴륨 필터를 제거하 을 경

우 PG 단색기에 의한 4.75Å의 성자 이외에도 2.375Å의 장을 갖는 성자

도 검출되었으며 두 검출 강도의 상 인 비는 ～7%에 달하 다.반면에 베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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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 필터를 단색기 직후의 정상 인 치에 두고 액체 질소로 냉각한 상태에서

측정 결과 2.375Å의 장을 갖는 성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림 1-34).

(5)장치 성능 평가

CG1가이드 종단에 설치한 REF-V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두께 30nm

인 SiO2표 박막의 반사율상을 측정하 으며,측정가능한 Q 역은 0.003～0.3

Å
-1
,최소반사율은 ～10

-7
임을 확인하 다 (그림 1-35).이와 같이 REF-V는 통

상 인 고분자,유 체 나노자성박막등의 성자 반사율의 정상 인 측정이

가능한 정도로 다양한 재료 분야의 박막 구조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냉 성자 PNR구 기구 설치

(1)PNR구 기구 비

편극 성자반사 실험을 해서는 편극기,해석기,스핀반 기 시료인가 자

기장 발생장치 등이 필요하다.편극기,해석기는 기존의 m=3,Fe/Si 거울로 λ

=2.45Å의 열 성자 신 λ=4.75Å의 냉 성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성자 빔의

편극을 한 투과각도가 다르므로 이에 한 정확한 치 정렬이 필요하다. 한

Mezei형식의 스핀반 기도 열 성자 보다 냉 성자의 속도가 스핀반 기 내부

를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냉 성자 스핀의 정확한 반 조건을 평가하여

야 한다.편극기,해석기 자체에 의한 자기장의 정도와 시료 치에서 자석

헬룸홀쯔 코일 등에 의하여 자기장 발생시 생성되는 strayfield가 스핀반 기의

반 정도에 향을 미치므로 체 장치편극율(P)을 향상하고 일정 값으로 유지

하기 해서는 우선 각 PNR 구 기구의 최 의 치를 설정하여야 한다.이

를 하여 스핀반 기의 후 표면에서의 자기장 값이 거의 일정하도록 편극기

해석기에 의한 향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자기장 발생장치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그 치를 결정하 다.시료 의 스핀반 기(SF1)의 치는 편극기후단

-SF1480mm,SF1-시료 심 680mm 이며,시료후단의 스핀반 기(SF2)의 치

는 시료 심-SF2500mm,SF2-해석기 단 250mm으로 하 다 (그림 1-36).이

경우 SF1 후의 표면에서의 자기장은 모두 2G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반면에

SF2는 시료방향을 기 으로 8G( ),10G(후)이며,이는 장치 빔 배치상 SF2-해

석기 간의 거리 설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기존 자석 직류선원의 원 공

의 불안 성을 고려하여 인가 류의 정 조정이 가능한 미국,KEPCO 사의

BOP36-28MG 류공 기를 비함으로써 편극 성자반사 실험시에 시료에 가

해지는 자기장의 정 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이러한 류공 기는 ±36V,

±28A로 구동이 가능하므로 공 기 2 를 직렬로 연결하여 최 50A 이상의

류 공 이 가능하도록 하 다.그림 1-37은 스핀반 기의 구동을 한 Agilent

사의 6642A200W 직류 원 공 기이고 그림 1-38은 앞서의 BOP36-28MG 류

공 기이다,그림 1-39은 BOP36-28MG 류공 기를 이용하여 인가 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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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자석의 생성자기장의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2)장치편극율(P)평가

그림 1-40은 장치 편극율을 평가하기 한 PNR구 기구의 설치 경을 보

인 것이다 .표 1-4∼5는 헬룸홀쯔코일 자석 이용시 인가 류에 따른 장치

편극율 P를 측정한 것이다.앞서의 편극기,해석기 편극기 설치 조건에서 헬

룸홀쯔코일 이용시에는 0～100G자기장 조건에서 P값은 ～95% 로 정상 인 편

극 성자 반사 측정이 가능한 정도이다.반면에 100G 이상의 경우에는 P값이

격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헬룸홀쯔코일 구조상 strayfield의 향이

크기 때문이다.결과 으로 자성 박막시료의 포화자기장이 100G이상인 경우 헬

룸홀쯔코일을 이용한 편극 성자 반사실험은 정상 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확인

하 다.반면에 자석의 경우에 P값은 ～2,200G까지도 93～94%로 거의 일정한

값을 보 으며 이는 편극 성자 반사 측정을 통하여 시료 치의 자기장 인가에

따른 자성박막의 스핀 구조 변화를 정상 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REF-V이용 편극 성자 반사 측정

그림 1-41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작한 크기 25mm×25mm,두께 ～100nm인

Fe박막의 편극 성자 반사율을 측정한 것이다.우선 비편극 상태에서 반사율을

측정하고 이어서 산란벡터 Q에 수직방향으로 1,000G의 자기장을 인가한 상태에

서 ,를 측정하 다.이때 슬릿 폭 조건은 시료의 크기를 고려하

여 1.5,1.5,8,5mm로 하 다.측정 결과  는 각각 시료 자화에 따른 자

기산란 도 차이에 의한 한 임계각의 차이를 보 다. 는 상보다

높은 강도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94% 인 P값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 Fe

박막의 두께에 따른 간섭무늬는 비교 약하게 나타났다.이는 시료 치 입사

성자속의 강도를 고려한 슬릿조건에 따라 장치 분해능이 악화된 때문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시료 측정시에 한 측정 조건의 설정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그림 1-42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작한 크기 50mm×50mm,두께 ～27nm인

Ni박막의 편극 성자 반사율을 측정한 것이다.우선 비편극 상태에서 반사율을

측정하고 이어서 산란벡터 Q에 수직방향으로 2,000G의 자기장을 인가한 상태에

서 를 측정하 다.측정 결과 Ni박막의 두께에 따른 간섭무뉘가 하

게 나타났고 비스핀반 강도 로부터 자기 모멘트가 철(1,742 )

보다 훨씬 은 Ni(511 )의 경우에도 편극 성자 반사율이 정상 으로

측정되었고 비편극 반사율과의 구분도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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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REF-V이설 경 그림 1-30.집속형단색기의 빔집속시험

그림 1-31.2-D PSD 이

용 성자 빔 분포 평가

그림 1-32. 성자 카

메라 이용 단색기 정

렬  

그림 1-33.TOF측정 경 그림 1-34.REF-V 성자 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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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SiO2표 박막(33nm)의 성자 반사율

그림 1-36.이설 REF-V장치 제원

그림 1-37.스핀반 기 직류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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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자석의 직류선원

그림 1-39.인가 류에 따른 자석의 생성자기장

그림 1-40.PNR구 기구 설치 경( 자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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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PNR측정,Fe100nm 박막

그림 1-42.PNR측정,Ni27nm 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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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REF-V장치 편극율평가-헬룸홀쯔코일

표 1-5.REF-V장치 편극율평가- 자석

Source MF SFl Cuπ"" SF2 C띠rent 

S lit(mm) FR P FR P 
HZ(A) ‘G) SF( ^,: CF1Al SFtAl CF1Al 

0.5.0.5.8.5 45.60 0.954 43 .56 0 .955 

0 6 1.0 ,1.0, 8 , 5 0 .50 0 .15 41.6 5 0 .947 1.00 0 .65 33 ‘ 52 0 .942 

1 ‘ 5 , 1.5, 8 , 5 35.37 0.944 32 ‘ 88 0 .941 

0.5 , 0.5, 8 , 5 33.74 0.942 37.60 0 .948 

0 6 1.0 ,1.0, 8 , 5 0 .49 0 .1 8 41 .70 0.953 0 .46 0 .34 3 7.05 0 .9 47 

1. 5,1.5, 8 , 5 4 1.44 0.952 36 ‘ 78 0 .947 

0.5 , 0.5, 8 , 5 37.09 0 .942 45.80 0 .948 

2 )00 1.0 ,1.0, 8 , 5 0 .49 0 .18 36ι55 0.953 0 .46 0 .34 3 4 .54 0 .9 47 

1. 5 , 1.5, 8 , 5 37.92 0.952 3 6 .97 0 .947 

0.5 , 0 .5, 8 , 5 2 9 .03 0 .933 19.39 0 .901 

- 4 200 1 ‘ 0 ,1.0, 8 , 5 0 .50 0 .20 30.82 0.937 0 .46 0 .34 2 1 ‘ 00 0 .909 

1.5 ,1.5, 8 , 5 28.60 0.932 20.27 0 .905 

0.5 , 0 .5, 8 , 5 19.29 0.901 18.70 0 .898 

- 6 3 00 1.0 , 1.0, 8 , 5 0 .52 0 .34 2 1.00 0.909 0 .46 0 .28 18 .48 0 .897 

1.5 ,1.5, 8 , 5 20.27 0 .905 2 1.47 0 .910 

Polar Îzer - (2G)SF1(2G) - S ample Center - (8G)SF2(9G) - Ana1yzer - Detect.<r Frαrt 

(mm) 480 680 500 250 140 

Source MF SF l Currerrt SFl MF(G) SF2 Currerrt SF2MF(G) 
Slit(IIlIIIl FR P FR P 

EM(A) (G) SF(A)lc F(A) F I B SF(A) CFt씨 F B 

0.00 8 1.0,1.0, 8 , 5 0 .50 0 .20 2 2 23.82 0 .919 0 .45 0 .35 8 10 22.82 0 .926 

0.06 14 1.0,1.0, 8 , 5 0 .50 0 .20 2 2 26.97 0 .928 0. 45 0 .35 8 10 28.52 0 .932 

0.21 21 1.0,1.0, 8 , 5 0 .50 0 .20 2 2 27.02 0 .928 0. 45 0.35 8 10 27.29 0 .929 

0.50 31 1.0,1.0, 8 , 5 0 .50 0 .20 2 2 27.78 0 .930 0 .45 0 .35 8 10 26.20 0 .924 

0.71 45 1.0,1.0, 8 , 5 0 .50 0 .20 2 2 26.68 0 .927 0 .45 0 .35 8 10 27.64 0 .930 

1.00 59 1.0,1.0, 8 , 5 0 .50 0 .20 2 2 27.50 0 .929 0. 45 0 .35 8 10 28.41 0.932 

2.00 100 1.0,1.0, 8 , 5 0 .50 0 .20 2 2 29.02 0 .933 0 .45 0 .35 8 10 28.54 0 .932 

4.00 193 1.0,1.0, 8 , 5 0 .50 0 .20 2 2 27.10 0 .928 0 .45 0 .35 8 10 29.04 0 .933 

6.00 287 1.0,1.0, 8 , 5 0 .50 0 .20 2 2 27.70 0 .930 0. 45 0.35 8 10 27.54 0 .929 

8.00 375 1.0,1.0, 8 , 5 0 .50 0 .20 2 2 27.59 0 .930 0 .45 0 .35 8 10 27.75 0 .930 

10. 00 487 1.0,1.0, 8 , 5 0 .50 0 .20 2 2 27.10 0 .928 0 .45 0 .35 8 10 27.37 0 .929 

20.00 960 1.0,1.0, 8 , 5 0 .50 0 .20 2 2 28.48 0 .932 0. 45 0 .35 8 10 30.07 0.936 

30.00 1430 1.0,1.0, 8 , 5 0 .50 0 .20 2 2 27.45 0 .929 0. 45 0 .35 8 10 29.84 0.935 

40. 00 1918 1.0,1.0, 8 , 5 0 .50 0 .20 2 2 28.13 0 .931 0 .45 0 .35 8 10 28.19 0 .931 

50.00 2340 1.0,1.0, 8 , 5 0 .50 0 .20 2 2 28.88 0 .933 0. 45 0.35 8 10 29.87 0 .935 

56. 00 2630 1.0,1.0, 8 , 5 0 .50 0 .20 2 2 28.28 0 .931 0 .45 0 .35 8 10 30.39 0.937 

olarizer - SFl - Sample Cerrter - SF2 - AnaJyzer - Detector Frorrt 
(mm) 520 650 500 245 



-90-

6.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 PNR 산모사

가.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 :CoFeB/MgO CoFe/MgO다층박막

표 인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으로 최근 MRAM 연구분야에서 많은

심을 끌고있는 MgO 연층과 CoFeB 강자성박막으로 이루어진

CoFeB/MgO/CoFeB자기터 합구조(MagneticTunnelJunctions,MTJs)를 들

수 있다.비정질 CoFeB 에 1～2nm 두께의 아주 얇은 MgO 박막을 증착하면

MgO가 에피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증착 후 열처리를 통해서 CoFeB이

재결정화단계를 거칠 때 상온에서 200%이상의 매우 큰 터 형자기 항(TMR)이

보고된 이후 그 메카니즘을 이해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는

기존의 비정질 Al-oxide을 이용한 MTJs에서 측된 가장 큰 TMR 값이

～70%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획기 인 결과이다.이러한 상을 이해하기

해서는 CoFeB/MgO 계면에서의 스핀편극이 열처리 과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요하므로 buried interface에서의

자기모우멘트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와 련해서 softX-ray

magneticcirculardichroism(XMCD),X-ray absorption spectroscopy,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을 이용한 연구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으나

PNR을 이용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나.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 :반강자성 결합을 한 Co/Cu다층박막

1988년 A.Fert와 P.Grunberg가 반강자성 결합을 하고 있는 Fe/Cr

격자구조에서 거 자기 항(GMR)을 발견한 이후 오늘날 스핀트로닉스라는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자성박막은 학계와 산업계에서 많은 심을 받고 있는

연구분야이다.기존의 비등방성자기 항이 최고 수%의 자기 항을 보이는데

비해서 GMR은 수십% 이상의 큰 자기 항을 보이는 장 으로 인하여

장매체인 하드디스크의 자기헤드에 상용화되었다. 한 Fe/Cr뿐만 아니라

Co/Ru,Co/Cu,Fe/Cu등 다양한 자성/비자성 격자구조들에서 GMR 상이

보고되어 왔다. 재 이용되고 있는 박막면에 평행하게 류가 흐르는 CIP

GMR은 차후 박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흐르는 스핀 류에 의해 자화역 을

시킬 수 있는 CPPGMR로 체될 것으로 망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심을

끌 것으로 상된다.PNR 기법은 이러한 GMR 다층박막 내부에 존재하는

자성/비자성 계면에서의 자기모멘트를 비 괴 인 방법으로 매우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다.

다.최 박막시료 형태 결정

PNR 산모사를 해 두 종류의 Co40Fe40B20/MgO Co50Fe50/MgO

이종 합구조 즉, #1 MgO기 /[Co40Fe40B20(3-nm)/MgO(2-nm)]10, #2 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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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Co50Fe50(3-nm)/MgO (2-nm )]10 를 고려하 다.여기서 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Q 분해능은 5%,Qmax은 0.4 Å
-1
까지 고려하 다. 와 같이

다층박막을 만든 이유는 MTJ 합에서 CoFeB와 MgO의 두께가 수 nm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이층구조로 할 경우에 PNR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이를

보완하기 하여 CoFeB/MgO를 교 로 10번 반복하여 층하는 방법을

택하 다.이러한 경우에는 이층구조의 반복 인 주기에 의해 나타나는 라그

피크 치로부터 이층박막의 두께를 평가할 수 있으며, 라그 피크의

존재로부터 비한 다층박막 시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실험결과 분석시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이층구조에 비해 어려움이 따른다.

증착 후 열처리에 의한 보론의 확산이 CoFeB/MgO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하여 CoFeB내의 Co:Fe의 조성비를 동일하게 맞춘 [Co50Fe50/MgO]다층박막을

같이 계산하여 비교하 다.

표 1-6.PNR 산모사 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

PNR 산모사는 Parratt32를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표 1-6은 산모사에

필요한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그림 1-43∼44는 이러한 계산 결과를 보인

것으로 표면 계면의 거칠기는 편의상 모두 0으로 가정하 다.그림 1-44에서

보듯이 CoFeB의 자화가 포화자기장이상의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면서 성자의 스핀과 나란하다고 가정하여 spin-flip

( 성자스핀반 )반사율은 고려하지 않았다.Q =0.12,0.24,0.38Å-1 근처에서

보이는 피크들은 CoFeB/MgO 이층구조의 총 두께 즉 5 nm 주기를 갖는

반복 인 층구조에 의해서 나타난 라그 피크이며 스핀 업(흑색)과 스핀

다운( 색) 성자의 반사가 일어나는 임계각과 반사율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특히,스핀 업과 스핀 다운의 차이는 CoFeB의 총 자화값과 비례하는데

이것으로부터 각 자성층 내부 혹은 비자성층과의 계면에서의 원자 한 개 당

자기 모멘트값을 정량 으로 구할 수 있다.일반 으로 PNR 기법은 계면에

존재하는 작은 자화값(∼30 emu/cc)을 10%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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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MgO 기 /[(3-nm)Co40
Fe40B20/(2-nm)MgO]10의 비편극

성자 반사율

   
그림 1-44. MgO 기 /[(3-nm)Co4

0Fe40B20/(2-nm) MgO]10 포화자기장

에서의 편극 성자 반사율

 

그림 1-45.MgO 기 /[(3-nm)Co50
Fe50/(2-nm)MgO]10의 비편극 성

자 반사율

   
그림 1-46.MgO 기 /[(3-nm)Co50
Fe50/(2-nm)MgO]10의 포화자기장에

서의 편극 성자 반사율

그림 1-44～45는 보론이 없는 시료 #2에 한 비편극 성자반사율과 편극

성자반사율 계산결과이다.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CoFe의

핵산란길이 도(SLD)가 5.21×10
-6
Å
-2
로 CoFeB의 값 5.6×10

-6
Å
-2
보다 약간

작은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의 두께 총 두께가 동일하므로 체 두께에 의한

간섭무늬와 이층박막의 두께 5nm의 반복구조에 의한 라그 피크의 치는

시료 #1과 완 히 일치한다.단,이웃하는 MgO의 핵산란길이 도 (5.95×10
-6

Å
-2
)와의 차이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림 1-43에 비해서 그림 1-45에서 피크의

크기가 좀 더 크다.그러나 증착 시 CoFe,CoFeB의 결정구조가 매우 다른데다

열처리 후의 결정구조 계면의 변화가 매우 다르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세부사항들을 사 에 산모사로 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표면거칠기가 0이 아닌 경우에는 Q가 커질수록 반사율이 다항함수 (1/Q
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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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지수함수 exp(-Q
2
*(rmsroughness)

2
)로 감소하므로 실제 측정 가능한 Q

역은 좁아지며 일반 으로 측정 가능한 Q 역은 0.2Å
-1
정도이다.

두 번째 PNR 산모사로 층간 결합된 Co/Cu다층박막을 고려하 다.그림

1-47에서 보여주듯이 자성/비자성 다층박막의 자기 항이 비자성층의 두께에

따라 어떤 주기를 가지고 진동을 하는데 이를 oscillatoryinterlayerexchange

coupling라고 부른다.이러한 진동은 비자성층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두

자성층의 자화방향이 평행과 반평행을 주기 으로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상이며 특히 반평행하게 결합된 자성/비자성 다층박막의 경우에 큰 자기 항

값을 보이며 이를 거 자기 항(GMR)이라고 부른다.이때 GMR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간단히 표 할 수가 있다.

RP,AP는 평행,반평행 상태에서의 항값,R↑,R↓는 각각 자성층내에서 스핀 업

과 스핀 다운 자가 느끼는 항을 나타낸다.비자성층의 경우에는 R↑,R↓가

서로 같기 때문에 자기 항이 0이 된다.반면 자성층내에서 도 자가 스핀정보

를 잃어버리지 않고 스핀확산길이에 걸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스핀 업과 스

핀 다운인 도 자가 느끼는 항이 다름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자성층의 자화

배열에 따라 항이 달라지는 상이 나타난다.

PNR 산모사시 사용한 Co/Cu 다층구조는 Si기 /Native SiOx/[Co(4

nm)/Cu(1.9nm)]20과 같다.그림 1-48과 1-49는 Xpolly 로그램을 이용한 계산

결과이며,장치의 Q분해능은 5%,표면/계면거칠기는 0,입사 성자의 스핀방향

이 시료의 자화방향과 나란하다고 가정하 다. 의 다층구조에서 Cu는 두께 1.9

nm에서 이웃하는 두 Co층의 자화가 반평행하게 결합한다고 알려져 있다.그림

1-48에서 주목할 사항은 Co/Cu이층구조의 반복에 의한 격자 피크뿐만 아니

라 이웃하는 두 Co자성층의 자화가 서로 반평행하게 배열하게 되면 Co/Cu이

층구조의 두배가 되는 주기에 해당하는 반강자성 라그 피크가 나타나는 것이

다.만약에 외부에서 반강자성 결합에 지보다 큰 세기의 포화자기장을 가해주어

Co의 자화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면 반강자성결합에 의한 라그 피크는

사라지고 격자에 의한 피크만 나타나게 된다 (그림 1-49).이러한 산모사 결

과는 REF-V을 이용한 PNR실험시 박막의 구조로부터 얻을 수 있는 PNR상에

한 측을 가능하게 하므로 사 에 실험 가능성과 최 의 실험조건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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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Fe(2nm)/Cr(tnm)]20다층박막에서 비자성층 Cr두께

변화에 따른 거 자기 항 변화.참고:S.S.P.ParkinPhys.Rev.

Lett.64,2304(1990)

그림 1-48.[Co(4nm)/Cu(1.9nm)]20 격자 다층박막이 반강자

성 결합을 갖을 경우 편극 성자반사율 계산결과.왼쪽 상단 :

모델구조에 한 정보입력 창,왼쪽하단 주어진 모델 박막으로

부터 계산한 spinasymmetry을 보여주는 창,오른쪽은 편극 성

자반사율 계산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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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Co(4nm)/Cu(1.9nm)]20 격자 다층박

막이 강자성 결합을 갖을 경우 편극 성자반사율 계

산결과

7.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의 PNR이용 자기 유발/감쇠 상 연구

가.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의 제작 특성 조사

(1)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의 제작

CoFeB/MgO다층박막의 PNR 산모사를 통해서 최 의 시료형태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조합을 선택하 다.

(1) (2)

그림 1-50.제작한 시료들의 구조 (1)MgO/[Co40Fe40B20(3-nm)/MgO(2-nm)]10,

(2)MgO/[Co50Fe50(3-nm)/MgO(2-nm)]10

이와 같은 다층박막을 만든 이유는 자기터 합구조에서 자성층 CoFeB과 비자

성층 MgO층의 두께가 수 nm로 매우 작아 이층구조로 할 경우에 PNR측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이를 보완하기 해 CoFeB/MgO 이층구조를 10번 반복

하여 층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이러한 CoFeB박막은 as-deposited상태에서

는 비정질구조를 보이지만 고온에서 열처리를 해주면 다결정 MgO층의 template

효과로 비정질 구조에서 나노크기의 단결정시료로 구조변화가 일어난다. 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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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후 열처리에 의한 보론의 확산이 CoFeB/MgO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해서 CoFeB내의 Co:Fe의 조성비를 동일하게 맞춘 CoFe/MgO 다층박막을 고려

하 다. 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열처리 과정에 의한 CoFeB/MgO 계면에서의

자기유발/감쇠 상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필요한 시료들은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나노융합소자센터로부터 제공받았다.시료증착은 dc/rf마그네트론 스퍼터

링 기법으로 크기가 11×11mm
2
인 MgO(100)단결정기 에 증착하 으며 증

착 후 400℃에서 30분 동안 4kOe의 자기장을 인가한 상태에서 열처리를 해 주었

다.이러한 열처리조건은 실제 자기터 형 합(MTJ)구조에서 일반 으로 리

사용되는 조건이며 시료의 총 개수는 열처리 과 후 각각 1개씩 총 4개이다.

일반 으로 PNR실험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사 에 련 기 물성들

에 한 측정 분석과정들이 매우 요하다.이는 필수 인 과정으로서 시료의

구조와 련해서 X선 반사율(XRR),X선 회 (XRD),고분해능 단면투과 자

미경(HR-TEM)실험들,자기특성을 보기 하여 시료진동형자력계(VSM) 편

극 성자반사율(PNR)실험을 수행하 다.특히,하나로 냉 성자 반사율 측정장

치,CN REF-V를 이용하여 편극 성자반사율을 측정하 고 이를 SimulReflec

로그램을 이용해서 피 분석을 수행하 다.

(2)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의 특성 조사

그림 1-51에서 XRR 측정결과를 정련한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CoFeB/MgO의 경우 CoFeB층의 두께와 계면거칠기가 열처리 후 각각 26.60

Å(3.93Å)에서 28.81Å(2.80Å)으로 증가(감소)하 다.그리고 MgO층의 두께와

계면거칠기는 각각 27.59Å(3.33Å)에서 25.44Å(2.57Å)로 감소(감소)하 다.따

라서 열처리 한 후 계면의 거칠기가 증가하지 않고 더 어든 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 MTJ박막이 높은 TMR값을 갖기 한 필수조건이다. 한 그림

2(c)의 깊이에 따른 산란길이 도의 분포로부터 CoFeB의 SLD값은 열처리 효

과로 4.539×10-5 Å-2에서 5.590×10-5 Å-2으로 증가한 반면 MgO 박막은

1.514×10-5Å-2에서 0.320×10-5Å-2으로 크게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를 설

명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열처리 과정에서 CoFeB층내에 있는

보론이 MgO 내부로 확산이 일어났을 경우가 있다.CoFeB내에 있던 보론

(SLDbulk=1.64×10
-5
Å
-2
)이 CoFeB층(SLDbulk=5.6×10

-5
Å
-2
)밖으로 벗어나면서 결

정체 CoFe상(SLDbulk=6.06×10
-5 Å-2)이 만들어지고 MgO(SLDbulk=5.6×10

-5 Å-2)

의 내부로 침투하여 BOx혹은 MgBxOy상으로 존재할 수 가 있다.이와는 달리,

CoFe/MgO 다층박막의 경우 열처리에 의해서 계면의 거칠기가 증가하고 MgO

의 SLD값의 감소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이러한 열처리에 의한 효과로

보론이 어느 곳으로 확산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확산이 실제 자기 특성

에 어떤 향을 끼치는지에 해 최근까지도 서로 매우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

고되고 있다. 한 다양한 실험방법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으나 XRR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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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결과가 보고된 가 없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연구결과로 여겨진다.

그림 1-51.열처리 ( 색표시)과 후(청색표시)에 한 (a)CoFeB/MgO다

층박막의 X선 반사율과 (b)CoFe/MgO다층박막의 X선 반사율 곡선.여기

서 선은 측정결과이고 실선은 계산결과이다.(c)와 (d)는 각각 (a)와 (b)

의 계산결과로부터 구한 박막의 깊이에 따른 산란길이 도(SLD)의 분포

이러한 보론의 확산과 함께 계면에 해있는 다결정체 MgO(100)의 template효

과에 의해서 CoFeB의 일부가 CoFe으로 결정화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이러한 결정구조의 변화는 XRR결과로 부터는 알 수가 없다.CoFeB

의 결정구조의 변화를 보기 해서는 XRD실험이 필요하다.2θ (20∼100̊) 역에

걸쳐서 X선 회 패턴을 측정하 으나 CoFe혹은 CoFeB과 련된 어떤 피크들

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그 이유는 MgO단결정기 에 의한 회 피크들에 의해

서 CoFeB/CoFe피크들이 가려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그림 1-52에서 보듯이

CoFeB/MgO다층박막에서만 열처리 에는 34∼36̊ 역에서 피크가 없었으나

열처리를 하고 난 후에는 3개의 MgO 피크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다.이는

열처리에 의해서 MgO층의 결정성이 더욱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며 결국 CoFeB

의 결정화과정이 일어났음을 간 으로 알 수가 있다.반면에 CoFe/MgO 다층

박막의 경우에는 동일한 2θ 역에서 MgO 피크들이 에 띄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이는 CoFe/MgO다층박막의 경우 증착시에 이미 CoFe과 MgO가

다결정체 구조를 형성하 으며 열처리 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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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ID CoFeB두께 (nm) MgO두께 (nm) Bilayer두께 (nm)

As-grownCoFeB/MgO 3.2 2.0 5.2

AnnealedCoFeB/MgO 3.1 2.1 5.2

을 의미한다.

그림 1-52.(a)CoFeB/MgO 다층박막과 MgO기 (녹색 선)의

XRD패턴 (b)CoFe/MgO다층박막의 XRD패턴

이러한 CoFeB의 결정구조의 변화를 좀 더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분해능 단면 TEM 실험을 선택하 다.이는 고분해능 이미지로부터 CoFeB의

결정화 유무를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실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3에서 보이는 것처럼 열처리 에는 비정질 구조를 가지고 있던 CoFeB

이 열처리를 하고 난 후에는 일부가 집합조직을 갖고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단면 TEM 이미지로부터 CoFeB과 MgO 각층의 두께를 아래 표1-7

에 정리하 다.

표1-7.고분해능 단면 TEM으로부터 구한 CoFeB/MgO다층박막의 각층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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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a)as-grownCoFeB/MgO 다층박

막의 배율단면TEM 사진, (b)annealed

CoFeB/MgO 다층박막의 배율 단면 TEM사

진,(c)as-grownCoFeB/MgO 다층박막의 고해

상도 단면 TEM사진,(d)annealedCoFeB/MgO

다층박막의 고해상도 단면 TEM사진  

실제 XRR 분석을 통해서 얻은 두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는

HR-TEM과 XRR의 측정 역에 의한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

열처리 후에 CoFeB가 모두 다결정체 CoFe으로 바 지 않고 나노미터크기의 결

정체 CoFe상과 비정질 CoFeB상이 같은 층내에서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나.REF-V이용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의 PNR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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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 PNR측정

하나로에 설치,운 인 CN REF-V를 이용하여 앞서 제작한 기 층

열처리한 나노 자성 다층박막 시료 [Co0.4Fe0.4B0.2(3nm)/MgO(2nm)]10,[Co0.5Fe0.5

B(3nm)/MgO(2nm)]10의 PNR측정을 수행하 다.일반 으로 편극 성자 반사를

이용한 자성박막의 특성 측정을 해서는 , ,,  등과 같이 성

자 빔의 시료 후 통과시 가능한 스핀 비 반 반 강도를 측정하여야 한

다.편극 성자의 스핀 반 을 한 스핀반 기는 입사 성자 빔 방향에 하여

수직한 두개의 내외부 직교코일로 이루어져있어 효율 설치 공간성이 우수한

Mezei형식의 스핀반 기를 제작하 다. 자석 직류선원의 원 공 기는 미국,

KEPCO사의 BOP36-28MG으로 ±36V,±28A로 구동이 가능하므로 2 의 병렬

연결시 최 50A 이상의 류 공 이 가능하다.앞서의 설치 조건에서 장치편극

율은 10mm x10mm 크기의 시료의 경우 체 인가 자기장(최 0.2T)에 하

여 95% 이상으로 거의 일정하 다.우선 REF-V의 시료 에 자석을 설치하고

130Kg에 이르는 자석의 량을 고려하여 지 크 인으로 자석을 지지하여

시료 에 미치는 자석의 하 이 감소되도록 하 다.각 시료의 인가 자기장은

자기이력곡선의 포화자기장을 고려하여 [Co0.4Fe0.4B0.2(3nm)/MgO(2nm)]10,경우

기 층시료 150G,열처리 시료 400G로 하 으며,[Co0.5Fe0.5(3nm)/MgO(2nm)]10의

경우 100G,600G으로 하 다.측정 시료의 크기는 각각 10mmx10mm 정도이며,

MgO기 의 두께가 약 1mm로 압축공기를 이용한 시료의 장 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측정 시료는 양면 테이 를 이용하여 자석내의 폴갭지역으로 삽입되는

시료지지 종단에 부착하 다.우선 각 시료에 하여 포화자기장을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사율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REF-V ICP를 이용하여 자석

직류선원을 원격 구동함으로써 자석에 각 시료의 산란벡터 Q에 수직방향으로

포화자기장을 인가하 다.이때 시료 후단의 스핀반 기 1,2의 인가 류는 최

장치 편극율이 가능한 조건 SF1=0.5A,0.2A(보상) SF2=0.45A,0.35A(보

상)으로 하 다.이와 같은 PNR구 기기의 조건에서 를 측정하 으

며 슬릿의 폭은 입사 성자 빔의 강도를 고려하여 각각 1.5,1.5,12,6mm로 하

다.이러한 측정으로부터 인가 자기장에 따른 성자 산란길이 도 차이에 의한

반사 임계각의 변화와 함께 다층막의 반복 형성에 의한 라그 피크가 발생함을 확

인하 다 (그림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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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CoFeB/MgO]10 다층박막의 편극 성자 반사

측정  

(2)PNR측정 데이터 처리

일반 으로 편극 성자 반사 실험에서는 편극 기구들의 성능이 완 하지 않

으므로 얻어지는 반사율 데이터는 원하지 않는 스핀 상태의 성자에 의한 오염

상이 발생한다.따라서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기 해서는 장치의 편극효율에

한 보정이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편극 성자 반사실험에서 보정계수율은 편극

기, 해석기 스핀반 기의 성능을 고려한 메트릭스,

   ′     ′에 의하여 구할 수 있으며 계수율의 오차까지

평가하기 해서는 복잡한 계산과정이 필요하다.이러한 편극 성자 반사 측정

실험에서 계수율의 보정 오차를 계산하고 성자 반사율을 평가하기 하여

련 로그램 HanaREF와 HanaPNR을 Pyton으로 개발하 다 (그림 1-55∼56).

HanaREF는 REF-V를 이용하여 측정한 기 측정 데이터로부터 반사율을 직

계산할 수 있으며 측정 반사율의 바탕값입력시 자동으로 보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한 HanaPNR은    ′     ′ 에서 각각

치에서 빔 시험과 표 시료 측정을 통하여 계산되며 각각의 측정 오차가 자동으

로 계산되어 최종 으로 PNR 측정 상의 오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HanaPNR 로그램의 실제 이용 가능성은 reference paper(A.R.Wildes,

NeutronNews,17,2006)의 계산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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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 성자 반사율 계산

로그램,HanaREF

그림 1-56.편극 성자 반사 계

수율 보정 로그램,HanaPNR

다.PNR측정 데이터 해석 자기 유발/감쇠 상 평가

REF-V를 이용하여 얻은 PNR 실험결과를 분석하기 하여 편극 성자 반

사율곡선을 계산하고 정련할 수 있는 SimulReflec 로그램을 이용하 다.

그림 1-57.SimulReflec실행 기화면

반사율 계산 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로는 두께, 도,산란길이,자기모멘트,거칠

기 총 5개이다. 기 정련에서 두께와 도는 XRR에서 구한 값을 넣고 고정시

킨상태에서 도,산란길이,자기모멘트값을 변화시키고 마지막에는 계면거칠기

값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을 부 포함하여 실험치와 계산치의 차이가 최소가 되

는 값을 구하는 최소자승법을 통해서 정련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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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8.(왼쪽)As-depositedCo40Fe40B20/MgO 다층박막의 PNR측

정결과와 최종정련 결과 (오른쪽)박막의 깊이에 따른 MagneticSLD

의 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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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왼쪽)AnnealedCo40Fe40B20/MgO 다층박막의 PNR 측정

결과와 최종fitting결과 (오른쪽)박막의 깊이에 따른 MagneticSLD

의 로 일

그림 1-58부터 그림 1-61까지 PNR실험결과 최종 정련 결과 그리고 정련으

로부터 구한 자기 SLD 로 일을 볼 수가 있다.정련시 CoFeB이 MgO와 해

있는 두 계면에서의 자기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고려하기 해서 CoFeB,

MgO층을 두 개의 sublayer로 모델링을 하 고 CoFeB/MgO 박막의 경우 열처

리 후 CoFeB층이 27.6Å에서 34.4Å로 증가,MgO층이 2.45Å에서 1.92Å로 감소

하 다.경향성은 비슷하지만 정량 인 수치값은 XRR/TEM 결과와 차이가 있는

데 이는 PNR데이터의 제한된 Q 역으로 인한 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특히

요한 사실은 CoFeB과 MgO가 서로 해있는 두 계면에서 자화값이 서로 다

르다는 을 들 수가 있다.다시 말해서 상단 MgO/CoFeB 계면이 하단

CoFeB/MgO 계면보다 자기모멘트의 크기가 4배정도로 크다.열처리를 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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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기모멘트의 값이 2배정도 증가하지만 비 칭 인 깊이분포는 그 로 존재

한다.두 계면에서의 자기모멘트가 이 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열처리를 하

고 난 후 자기모멘트값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상은 매우 흥미로운 실험결과

라고 할 수가 있다.열처리 후 자기모멘트값이 증가하는 이유로 비정질 CoFeB층

내에서 보론이 확산이 되면서 나노크기의 결정체 CoFe(001)이 만들어지는데 이

러한 CoFe(001)은 비정질 CoFeB보다 자기모멘트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CoFeB/MgO/CoFeB구조를 갖는 MTJ소자에서 보이는 높은 TMR값은

열처리 후 계면거칠기가 감소하고 자화값이 증가하는 특성과 한 련이 있

다.하지만 두 계면에서의 자기모멘트의 차이가 생기는 은 바이어스 의존의 특

성 측면에서는 해로운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이러한 원인을 밝 내고 그 해

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TMR소자로서 CoFeB/MgO/CoFeB구조의 장 을 극

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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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0 기 층한 Co50Fe50/MgO 다층박막의

PNR측정결과와 최종정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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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열처리한 Co50Fe50/MgO 다층박막의 PNR

측정결과와 최종정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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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으로 그림 1-60과 1-61에서 CoFe/MgO 다층박막의 경우 두 계면에서의

자기모멘트의 크기가 균일하다.그리고 열처리 이후에도 CoFe층 내에서 깊이방

향으로 자기모멘트의 값이 거의 균일하며 체 자기모멘트의 값도 증가하는

신 오히려 약간의 감소를 보 다.이러한 이유로 CoFe/MgO/CoFeMTJ구조의

경우 CoFeB/MgO/CoFeBMTJ구조와 달리 열처리를 하더라도 TMR값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2)자성/비자성 이종 합 자기 유발/감쇠 상 평가

REF-V를 사용하여 얻은 두 종류의 CoFeB/MgO과 CoFe/MgO 다층박막에

한 PNR결과로부터 열처리과정에 의한 자성층 CoFeB 는 CoFe과 비자성층

MgO사이의 계면에서의 자기모멘트의 유발(증가)혹은 감쇠(감소)에 한 요

한 정보를 SimulReflec 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을 수가 있었다.

8. 성자반사 이용 생체계면 측정 기반 구축

가.바이오 성자 반사율 측정장치(Bio-REF)구축

(1)구동 소 트웨어 EPICS와 SPEC의 설정

Bio-REF각각의 독립 인 구동장치들을 유기 으로 연결하고 통제할 수 있

도록 SPEC과 EPICS(ExperimentalPhysicsandIndustrialControlSystem)를

이용하는 제어 S/W 시스템을 구축하 다.SPEC과 EPICS는 모두 Linux기반

에 설치되었고 성자 계측장치,모터 제어장치는 RS-232통신 ethernet으

로 연결되어 있어서 실험장비 등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SPEC은 EPICS

에 설정된 모터 값들을 읽어 들여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1개 이상의 모터를 연

동시킬 수 있는데,이미 EPICS에서 모터에 한 설정 값들을 반복 인 시험을

통하여 한 값을 찾아내어 개별 인 모터 구동시험을 완료하 다.생체 시료

를 측정하기 해서는 어도 2개 이상의 모터를 동시에 구동하거나 연속 인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SPEC의 macrolibrary와 geometry-calculation의 기능

을 이용하여 생체 시료에 알맞은 모드를 설정하여 다양한 측정 방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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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각 모터의 고유값 설정 EPICS를 이용한 모터 구동

시험

(2)계측장비 조정 성능시험

검출기에서 발생된 다 이온화 작용과 기체 증폭의 결과를 SPEC소 트웨

어에서 읽을 수 있도록 counter/timer계측장비와 소 트웨어간의 command,

syntex등의 설정을 SPEC 소 트웨어 제조사인 미국의 CertifiedS/W와 함께

수행하 다. 한 검출기의 threshold plateau평가를 거쳐 최상의 검출시스템

을 한 성능 시험을 완료하 다.

(3)장치 요소 특성 분석

성자 상기와 2차원 면 검출기를 이용하여 단색기를 정렬한 후,

Bio-REF에서 단색화 결정으로 사용된 PG 단결정에 해서 성자 스펙트럼에

의한 고차조화 의 상 인 비와 몬테카를로 산 모사에서 얻은 베릴륨 필터

의 두께를 고려한 Bio-REF장치의 정확한 장을 알기 하여 성자 비행시간

측정을 실시하 다.단색기에서 반사되는 성자빔을 고속으로 회 하는 퍼를

이용해 넓은 에 지 스펙트럼을 상 으로 짧은 성자 펄스로 만들고 속도 차

이를 갖는 성자들은 연속 인 비행시간 간격으로 도달하는 성자의 수를 측

정하여 베릴륨 필터를 사용함으로서 고차조화 가 완 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연속 인 시간간격을 보정하여 장의 함수로 변환하여 4.75Å의 정

확한 장을 얻을 수 있었다.

(4)시료 치에서의 성자속 평가

방사화 분석법을 통하여 시료 치에서의 횡단면에 한 성자속 평

가를 실시하여 단색기 치에서의 성자속을 측정하 다.총 9개의 99.99% 순

도를 갖는 을 10mm의 간격으로 부착하고 시료 상부의 빔 앙에 정확히

정렬하여 약 65시간 이상의 조사한 후, 성자방사화분석법으로 성자속을

평가하 다.측정 결과 시료 단의 슬릿의 폭을 완 개방한 상태에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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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성자속은 2.2×10
6
n/cm

2
/sec으로 평가되었다.

(5)제어 구동

Bio-REF의 제어 구동부는 단색기부터 검출기에 이르기까지 23개의 모터

로 이루어져 있고 스텝핑 모터와 서보 모터로 구성하 다.모터는 사용자의 명령

으로 신호가 달되어 컨트롤러,드라이버를 거쳐 모터에 달된다.정 한 분해

능과 정확한 치 정지도가 이송장치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송장

치들을 원하는 방향과 속도,동력을 갖도록 드라이버와 EPICS소 트웨어에 모

터의 고유값을 설정하 다. 한 이송장치의 수평,수직 정도를 측정하여 기계

성능을 평가한 결과 99%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것을 확인하 다.

(6)방사선 안 장치 구축

Bio-REF장치의 빔 셔터 개폐시 재 상태를 보여주는 빔 셔터 On/Off표

시기를 설치하 으며,수동모드와 자동모드의 2 표시기를 설치하여 혹시라도

있을 안 사고에 비 하 다. 한 빔 셔터가 개방되었을 때 장치 이용자가 빔

주변 가까이 근하 을 경우,경고음을 발생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장치

이용시 이용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 다.

(7)바탕값 감쇄 설비

장치의 최소 바탕값은 장치의 요한 성능 하나로 Bio-REF뿐 아니라

주변 장치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이러한 바탕값을 이기 한 설비는 장치

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 제작에 들어가게 된

다.Bio-REF는 단색기차폐체 내부에 50mm 두께의 보론 PE를 바닥을 제외한

모든 면에 부착함으로써 단색기차폐체 외부로의 방사선의 유출을 차단하 으며,

단색기차폐체 상부의 베릴륨 필터의 콜드 트랩과 단색기차폐체 내부의 Be필터

박스와의 연결을 한 유동이 의 경로의 상부는 납으로 하부는 카드뮴으로

보강하 다.반사율 측정 실험시에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치 바탕값을

감소하기 하여 검출기 후단에 높이 1.5m,가로 1m 크기의 성자 빔 스토퍼를

보론 고무,PE 재를 곡면으로 가공,제작 설치함으로써 직진빔을 효과 으로

차폐할 수 있도록 하 다.

(8)시료환경장치 시험

온도조 이 가능한 성자 셀을 조립하고 온도조 시험을 통해 성자 셀

의 기본 인 시험을 완료하 다.3인치 크기의 실리콘 웨이퍼를 5개까지 연속으

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 시료 이송장치를 컨트롤러와 소 트웨어에 연결하 고

이송 시험을 완료하여 향후,연속측정을 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 다.상온 이

상에서의 온도에 따른 시료의 구조 변화를 측하기 한 온도 조 장치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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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온도 센서를 이용한 온도 조 시험(상온에서 400̊C까지 구간별),진공 시

험(～1x10
-7
torr) 고온에서 냉각수 순환시험을 실시하여 온도조 장치의 기본

값들을 설정하 다. 한 고압상태에서의 반사율을 측정할 수 있는 고압챔버를

설계하 고 주로 단분자막을 측정할 수 있는 LangmuirBlodgett시스템을 조립,

시험하여 인지질 단분자막,단백질 펩타이드의 생체막에서의 이동 메카니즘

등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 다.

나.생물 시료 비실 구축

생체 계면 측정 기반 하나로 생체 고분자 시료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생물

시료 비실(그림 1-63)을 구축하 다.이러한 생물 시료 비실에는 3차 순수

제조기,용매 장고,시료 냉동고,시료 냉장고,흄 후드,정 울,chiller,hot

plate,dryoven,stirrer gasstation등의 생체 계면 제작을 한 기 인

장비와 설비를 갖춤으로써 생체막과 고분자 시료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 다.

그림 1-63.생물 시료 비실 경

다.바이오 성자 반사율 측정 구동 시험

(1)표 시료 제작

구축된 Bio-REF장치의 성능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장치의 기본 성능

을 나타내는 반사율 측정 특성 분석을 시도하 다.우선 측정에 필요한 표

시료로 다양한 두께의 deuteratedpolystyrene(d-PS)고분자를 비하 다.동

시료의 화학조성은 C8D8, 도는 1.12g/cm3,산란길이 도 6.4x10-6cm-2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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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는 장 이 있다.

(2)반사율 측정 시험

Bio-REF를 이용하여 deutratedpolystyrene(d-PS,Mw=842000)고분자 박

막시료의 성자 반사율을 측정하 다.슬릿1,2와 3의 폭은 각각 1.0,1.0,15.0

mm로 고정시켰고,모니터와 검출기의 작동 압은 plateau 역에 해당되는

1,600V로 유지하 다.원자로 출력 30MW에서 성자 장 4.75Å를 이용하여

θ-2θ 모드에서 측정하 으며,측정 구간은 Q=0.0083∼0.2076Å-1에서 수행하

다.그림 1-64는 반사율 측정 완료후 foot-print를 보정한 결과로 임계각 (Qc)은

0.0157Å
-1
부근에서 보여지며 Qc이후 일정한 무늬폭을 가지는 진동을 볼 수 있

다.이는 고분자 박막이 단일층 박막으로 균일하게 코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1-64.Bio-REF이용 deutratedpolystyrene(d-PS)

고분자 박막시료 성자 반사율 측정

9.생체막 계면 특성 구조 분석 연구

가.생체구조 분석 실험 방법

하를 갖지 않는 특정 인지질에 원하는 농도만큼의 펩타이드를 혼합하여,

인공 으로 이 인지질막을 제조하고 실리콘 웨이퍼에 증착하 으며,생체 이

막을 형성하기 하여 인공 생체막의 온도조 이 가능하고,온도에 따른 생체막

의 구조 특성을 악할 수 있는 특수한 liquidcell을 이용하 다. 성자 X-

선 반사율 측정장치를 이용하여,인공으로 제조된 생체막의 계면의 두께,거칠기

자 도 등을 악하고,시료의 천이온도 후의 구조변화를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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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생체구조 분석 실험

모든 단백질의 20～30%는 멤 인 단백질이며 이러한 멤 인 단백질은

생물학 기능으로서 요한 역할을 한다. 를 들어,면역학,세포신호,세포확

산 이온채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재 연구 인 WALP라는 펩타이드

가 멤 인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흡착 투과하는지에 하여 가능한 이론

은 액체상태에서 펩타이드가 폴딩된 후에 막 투과가 이 진다는 것과 산모사

에 기 한 펩타이드가 막 속으로 들어가서 폴딩이 이 진다는 것이다.몇몇 연구

그룹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자 등과 같은 선원을 이용한 반사율 측정

으로 정확한 시료의 정보를 얻는 연구는 거의 무한 상태이다. 성자 X-선

반사율 측정을 이용하여 막 투과성 펩타이드와 멤 인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

는 것은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단백질을 규명하는데 요한 수단이 될 것이

다. 성자 X-선 반사율 측정은 시료 표면에 해 수직방향으로 놓여있는 물

질의 SLD의 변화량에 의해 기술되고 그에 따라 시료의 두께,거칠기 도 등

의 정보를 알 수 있다.그림 1-65는 성자와 X-선을 이용하여 WALP펩타이드

의 온도와 농도에 따른 구조 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온도와 펩타이드의 농도에

따라 두께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료

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한 상온에서와 달리 천이온

도 부근에서 두께가 감소하 다가 다시 상온으로 온도를 내렸을 때,원상태로 돌

아간 것을 알 수 있다.이로써 온도와 펩타이드 sequence길이 농도의 변화

에 따른 멤 인의 구조변화를 악하 으며,결과 으로 성자 X-선 반사

율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시료의 구조변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림 1-65.WALP펩타이드에 한 성자 X-선 반사율 측정 결과

10.생체막 단백질과 생체막과의 복합구조체 분석 연구

성자 표면반사(NR)은 아래 그림 1-66과 같이 박막 는 다층구조로 된 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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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성자 빔을 조사하여 그 표면이나 계면에서 산란되는 냉 성자의 운동량 변화를

계측함으로써 물질 계면과 내부 bulk사이의 화학 구조 비를 나노스 일

(1-500nm)로 측정하는 기술이다.이 기술은 성자의 높은 투과력을 이용하여 물질

심층부에 존재하는 계면을 비 괴 으로 측정하게 하며,동 원소 치환법(수소와

수소의 치환)을 이용할 경우 나노계면을 선택 으로 측정할 수 있어 자기조립 나노

물질,생체 나노물질,자성 나노물질,세라믹 나노물질 연구에 핵심 측정기술을 제공

한다.계면의 상 찰에 많이 활용되는 다른 방법인 TEM과 비교하여 NR은 시료

의 넓은 역을 동시에 측정하며,따라서 국부 인 특성보다는 시료 체 계면의 물

성을 통계 으로 보여 다.이와 동시에 계면 구조에 한 정보를 운동량 공간에서

나타내므로 실험 데이터로부터 정확한 계면 구조와 상호작용 등의 거동을 도출하기

해서는 이론 인 계산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 한 매우 요하다. 한 같

은 배치에서 X-선을 이용하는 경우,인지질막의 내부 구조의 변화를 나노스 일

에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66.생체막 표면 산란 개념도

가.인지질 다층막에서 흡착된 펩타이드체에 의한 상분리 측정결과

바이오 계면의 반사와 회 에 의하여,2009년 Langmuir에 발표한 바와 같이

두 개의 다른 하를 띄고 있는 인지질 분자들을 배향하여서 측정한 결과 음

하를 띄고 있는 DPPS인지질과 zwitterionicDPPC간에 온도 습도에 의한 변

화를 볼 때 상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Safynya그룹에서 1997년

Science(1997,275,810)에서 밝힌바와 같이 이러한 복합된 생체막에 DNA와 같

은 하 된 분자를 넣었을 때 인지질 막에 상분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결과에 착안

하여,highlypositive한 Tatpeptide를 넣어서,인지질 복합 다층막에 삽입한 결

과,반사율의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특이한 은 DPPS의 양이 많아지게 되

면 아래 그림 1-67b에서 보는 것과 같이 라그 피크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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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기존의 결과에서 하나의 단일 간격이 두 개의 간격으로

분리되는 상이 외부의 삽입된 분자에 의하여 조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정리하면,아래 그림 1-68과 같다.

그림 1-67. 인지질 다층막에서 삽입된 Tat-drived

paptide(TDP)에 의한 상분리 상 결과 (아래에서부터,

DPPC+TDP, DPPC:DPPS (7:3)+TDP, DPPC:DPPS

(3:7)+TDP와 DPPS+TDP의 결과

그림 1-68.인지질과 인지질이 DPPS의 양에 따

라서,감소하다가,갑자기 2개의 간격으로 분할

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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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진행하 는데,이의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기 그림 1-69a와 그림 1-69b에서와 같이 두 개의 인지질 층에 존재하는

분자들이 인지질에 음으로 하 된 분자들의 양이 많아지면서,분리되어 상분리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69.인지질 복합 다층막에서 삽압된 TDP분자에

의하여 상 이가 일어나는 상의 결과를 통한 모델.

나.WALP단백질의 세포막 흡착 인지질 mismatching특성 연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lpha-helical구조를 갖고 있는 WALP라는 단백질

은 합성되었으나,구성된 tryptophan,alanine,leucine의 기의 구성에 의하여

well-defined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세포막 내의 삽입이 용이한 특성을 갖고 있

다.이와 같은 간단한 modelpeptide는 실제 rhodopsin이나 lightharvesting

protein그리고,G-proteinreceptor와 같은 세포막 단백질의 가장 간단한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이를 통하여 세포막 단백질이 인지질 막에 어떻게 삽입되어 있

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부분의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막 단백질의 특성을 이해

하는데 매우 요하다.

사용된 WALP는 각각의 hydrophobic한 길이에 의하여 의 그림 1-71과 같

이 WALP16,WALP23,WALP27을 합성하 고,이의 멤 인의 특성을 성자

반사율 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아래의 결과는 WALP가 없는 DPPC의

bilayer의 구조를 성자 반사율로 분석하고 모델링한 결과이다.아래 그림 1-72

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질의 headgroup과 tailgroup등을 구체 으로 볼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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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0.WALP

구조 개념  

그림 1-71.각각의 WALP16,WALP23,

WALP27의 길이와 분자구조

그림 1-72. 성자 반사율 장치를 이용한 생체 인지질 이 막

의 측정 분석 모델링

왼쪽의 데이터는 냉 성자로 측정한 결과이고 선은 오른쪽의 모델을 통하여 정

련한 결과인데,인지질 이 막 각 성분의 SLD와 두께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세포막 내부에 침투한 외부 수의 상을 동시에 얻어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바탕으로 WALP를 넣은 결과는 아래의 그림 1-73과 같다.아래 왼

쪽 그림은 의 그림 1-71에 나와 있는 WALP16,WALP23,WALP27을 각각

1%씩 인지질막 내부에 침투시킨 후,두께를 확인하기 하여 성자 반사율 측

정을 하 으며,그 결과가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다.1%의 WALP가 들어갔을

때, 체 으로 인지질 이 막의 두께가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것은,

기존에 박막의 소수성이 있는 길이와 WALP의 길이가 맞지 않을 때 생기는

mismatch에 의한 감소나 증가보다도 생체막과 alphahelix단백질체의 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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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새로운 일반 인 특성인 것으로 단된다.

그림 1-73.WALP16,23,27의 1%을 DPPC이 막에 삽입하 을 때 성

자 반사율 측정 결과 두께의 변화결과.

제 2 성자 산란을 이용한 반강자성 스핀구조 동역

학연구

1.열 성자 삼축분 장치 개발

가.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설계,제작 설치

하나로 원자로실 내의 ST4빔포트에 설치되는 열 성자 삼축 분 장치는 국

내 최 의 고성능 성자 비탄성 산란장치로,시료 치에서의 성자속의 목표치

(10
7
n/cm/s)를 월등히 과하여 달성하 다.입사되는 성자 빔의 에 지를 변

화시킬 수 있도록 단색화된 빔의 인출각을 10°에서 80°까지 가변시킬 수 있도

록 설계된 단색기 차폐 유니트는 정 제어요건과 안 성(차폐능)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도록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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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에 지 가변형 TAS분 기 조립도(입체도면)

1)MSU차폐 구조 설계 산모사

가) 성자 스펙트럼 모델링

ST4수평 실험공 빔 통로로 입사되는 빔의 모델링을 해 하나로 노심 코드

를 이용해 ST4빔 튜 입구에 해 계산된 성자 스펙트럼(그림 2-2)을 세 가

지 군으로 나 어 사용하 다.고 에 지의 성자(G3～G4)는 주로 노심으로부

터 방사상으로 진행되어,노심을 향하지 않는 선형(tangential)빔 튜 안으로

입사되는 양은 많지 않다.따라서 그림 2-2의 스펙트럼과 ST4빔 튜 설계 당

시의 카드뮴 비(R=14)를 근거로 빔 통로를 통과해 입사되는 성자 스펙트럼은

제 1군 (G1～G2,5.00×10
-9
～9.07×10

-4
MeV)로 계산되었다.그러나 본 평가에서

는 좀 더 보수 인 계산을 해,제 2군(G1～G3) 역과 제 3군(G1～G4) 역을

추가하여 세 종류의 입사 스펙트럼에 해서 차폐능 평가를 수행하 다.

나)차폐구조 모델링

TAS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의 외형 내부 차폐구조를 3차원으로 모델

링하고 MonteCarlo 산코드(MCNPXVer.2.5.0)로 산 모사하여 차폐체 외부

에서의 성자 감마선에 한 선량율을 평가하 다. 한,특정부 의 차폐재

료의 층구조와 도 성분비 등에 해서는 복수의 안에 해 모델링하고

각각에 한 차폐능을 비교 평가하여 차폐구조 설계에 반 하 다.빔인출각의

변화를 고려해 세 개의 빔인출각(10,45,80도)에 한 차폐능 평가를 실시하 다

(그림 2-2).

다)차폐능 평가 결과

그림 2-3의 여러 지 에 해 그림 2-2의 스펙트럼을 갖는 성자 빔에

한 차폐능 평가를 수행하 다.각 입사 성자 에 지 군에 따른 차폐체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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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하나로 노심의 MCNP코드를 이용해 계산한 ST4빔 튜 입구의

성자 스펙트럼(좌상),MSU의 3차원 모델(우상)과 빔 인출각 변화에 따른 차폐체

의 배치 모델 (하)

서의 성자 감마선의 선량을 계산한 결과 모든 입사 성자 에 지 역에

서 하나로 SAR(안 성 분석 보고서)기 치(12.5uSv/hr)이하로 계산되었다.

계산된 성자 선량율은 기 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으나,매우 보수

인 가정(고에 지 입사 빔 가정)에서 감마 선량율이 국부 으로 기 치에 근 하

게 계산되어 차폐 보강을 설계에 반 하 다.빔 문 유니트의 셔터부에 해서

는 여러 가지 층구조에 한 차폐능 비교평가 결과,그림 2-4의 구조로 설계

하여 제작하 다.

그림 2-3의 여러 지 에 해 그림 2-2의 스펙트럼을 갖는 성자 빔에

한 차폐능 평가를 수행하 다.각 입사 성자 에 지 군에 따른 차폐체 외부에

서의 성자 감마선의 선량을 계산한 결과 모든 입사 성자 에 지 역에

서 SAR기 치(12.5uSv/hr)이하로 계산되었다.계산된 성자 선량율은 기

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으나,매우 보수 인 가정(고에 지 입사 빔 가

정)에서 감마 선량율이 기 치를 과하지는 않지만 국부 으로 기 치에 근

하게 계산되어 차폐 보강을 설계에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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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

치

Neutron Photon
조건Doserate

(mSv/hr)
Err(%)

Doserate

(mSv/hr)
Err(%)

① 0 - 3.621E-05 54
G1+G2

shutteropen

② 0 - 4.441E-05 57

③ 8.200E-04 17.6 5.656E-04 31

④ 5.403E-04 15.3 4.801E-07 27.3

⑤ 2.634E-28 32 9.633E-04 19

⑥ 1.106E-29 47 8.296E-04 19

❶ 1.234E-04 24 1.866E-02 39 G1+G2

❷ 4.690E-05 27.8 1.018E-01 18

표 2-1.그림2-2 그림2-3의 모델에 한 MCNP차폐해석 결과

그림 2-3. 성자 감마선 선량율 평가지 (셔터 개방 시의 측정지 은 속이

빈 원문자 번호로,셔터 닫힘 시의 측정지 은 속이 찬 원문자 번호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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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6.961E-05 32 2.106E-03 14

shutterclose

❹ 1.874E-10 31 1.455E+01 7.7

❺ 2.845E-15 37 3.409E-01 30

❻ 3.181E-27 65 3.077E-03 21

❼ 0 5.443E-05 34

① 3.289E-12 32 1.049E-04 53
G1+G2+G3

shutteropen

② 1.506E-13 54 1.537E-04 46

③ 4.685E-05 35 1.550E-03 28

④ 7.045E-13 44 3.382E-06 35

⑤ 1.508E-12 35 1.975E-03 28

⑥ 1.865E-13 47 1.787E-03 27

❶ 6.765E-05 36.5 3.337E-02 38

G1+G2+G3

shutterclose

❷ 3.058E-05 45 1.685E-01 18

❸ 6.899E-05 37.5 6.309E-03 10

❹ 1.311E+00 40 3.273E+01 5.3

❺ 3.747E-06 20 3.167E-01 11

❻ 9.846E-10 40 1.542E-03 65.5

❼ 7.397E-03 23 5.645E-04 14.7

2)MSU내.외부 구조 구동부 설계

가)3차원 입체구조 설계 모의 조립

MSU의 입체구조를 3차원 설계 로그램에 의해 설계(그림 2-4)하고,모의

조립과 구조 검토를 통해 설계 오류를 사 에 방지하고 설치 가공상의 문제

을 미리 악하여 제작설계에 반 하 다.

나)부품도 작성

3차원 입체도면 설계를 바탕으로 각 부품별 상세 설계도면(2차원 도면)을 작

성하 다.작성된 도면은 제작에 바로 참조할 수 으로 향후 MSU 제작에 필요

한 시간을 감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2-5).

그림 2-4.MSU의 3차원 설계도.우측은 구동부와 기형 차폐기구의 상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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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MSU의 내부 구조

3)MSU제작 설치

가)단색기 차폐 유니트 제작도 설계

회 차폐부(rotatingshield)의 구동요소(고하 베어링,구동 모터,감속기

등)는 내구성과 성능을 보강하면서도 비용을 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부 수

정 는 교체 설계하 고,빔 인출 유니트 그 주변의 기(wedge)형 차폐기

구(HDPE로 제작)의 구조 구동방식을 개선하여 설계하 다(그림 2-6).원자로

실 크 인 용량과 설치작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차폐체의 최 하 은

15톤을 넘지 않게 설계하 고,MSU 내부 구성요소(단색기,BGU,드럼 구동 모

터 등)에 근하기 한 차폐 러그들은 차폐능이 강화되면서도 조작(인출

삽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를 개선하 다.

나)MSU드럼 구동부 제작

단색기 차폐 유니트 에는 회 구동되는 부품이 4개 있으며,각각의 하

구동방식은 표 2-2와 같다.동력은 회 디스크를 구동하는 서보 모터뿐이며,

체가 연결된 상태에서의 기동 토크는 200Nm 이하로 평가되었다(그림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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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단색기 차폐 유니트 제작도의 일부

부 품 하 (kg) 구동방식

에폭시 차폐체 (BoratedEpoxyShield) 150
회 디스크에 연결

하부에는 ballroller설치

회 디스크 차폐체 (RotatingDiskShield) 6,750
기어+감속기를 통해 서보모터에 연결

(기동토크는 200Nm 이하)

빔인출 채 (Beam ExtractionChannel) 170 회 디스크에 연결

기형 차폐기구 (WedgeShield) 4(1개당) 빔인출 채 에 연결

표 2-2.MSU내의 구동요소

구성요소 모델명 제조회사 사 양

서보모터 HC-MFS73-750W Mitsubish 750W

감속기 XQ24x200/1 SEJINiGB 감속비 297.33:1

베어링 NT25902-1PX1 유진베어링
형식 :turntabletype,정격하 :5300kN,
재질:SCM 48C,열처리 & 무 해 니 도

표 2-3.MSU드럼 구동부 주요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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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MSU내부 회 디스크의 구동부(좌)와 고하 용 베어링(우)

그림 2-8.MSU의 구동장치 설치(조립)도

다) 기형 차폐기구

회 디스크 바깥 쪽 빔 출구지역에 설치한 기형 차폐기구(wedgeshield)

는 고 도 PE(HDPE)와 윤활용 기구(bush,ballroller등)로 구성된다.빔 인출

부 주변으로의 성자 설을 최소화하여 신호/배경값 비를 증 시켜 데이터 품

질을 향상시키기 해 기형 차폐기구를 설치토록 하 다(그림 2-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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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기형 차폐기구의 조립도와 설치작업 사진

그림 2-10. 기형 차폐 기구의 설치 모습(상)과 기형 차폐물의 제작도(하)

라)차폐체 거푸집(Casemate)제작

고하 차폐부품의 구조 변형을 막고,방사선의 출을 차단할 수 있는 내부

구조 보강재를 설계하 다. 도 자석 시료환경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

료 치로부터 약 2m 이내에는 자성재료의 사용을 억제하여 부분 stainless

steel로 제작된 거푸집을 사용하 다(그림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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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MSU거푸집 부품 제작 모습

마)차폐 재료 충

MSU 내부의 빔이 닿는 부 는 B4C분말과 에폭시를 약 1:1의 무게비로 혼

합하여 성형한 BoratedEpoxy차폐체가 배치되었다.회 디스크 차폐체의 경우

에는 두께 90mm의 납 충 구역을 두었고,각 러그 하단부는 끝부분 표면부에

는 두께 10mm의 BoratedEpoxy층을 두고,그 바로 안쪽에는 두께 50mm로 납

을 녹여 부었으며 내측에는 고 도 콘크리트 충 구역을 두었다(그림 2-12,

2-13).

거푸집 내부에는 고에 지 성자를 효과 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일반 차

폐 콘크리트에 비해 수분과 붕소 함량이 2배 이상 포함(∼4wt%)되면서도 우수

한 구조 강도와 양생 특성을 보이는 방사선 차폐 콘크리트(국내특허 출원번호:

10-2008-14836)를 충 하 다(그림 2-14).그라우트재로 사용되는 고강도 시멘트

와 비표면 값이 큰 골재를 사용하여 고 도 골재(Pb-shot,steel-shot등)를 혼

합하여도 층분리 상이 발생하지 않는 우수한 시공특성을 보 다.차폐 콘크리

트의 충 과 양생과정 의 품질 리를 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지침서

(HAN-PN-DD-SP-08-001)를 참조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 차서(무진

WP-PP-08-098)를 작성하여 시공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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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MSU의 가장 안쪽 차폐체인 BoratedEpoxyShield의 제작과정

그림 2-13.회 디스크 차폐체의 안쪽과 러그 끝부분에 납을 녹여 충 하는 모습

그림 2-14.Casemate내부에 방사선 차폐 콘크리트 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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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부품명칭 약칭 충
도

case
재료

제작 후 측정 무게 (kg)

case무게 충 량 총무게

고정

차폐체 련

(Static
Shields)

Bottom Shield BS 3.4 STS304 2,417 14,600 17,000

RecessShield RS 3.5 SS41 1,014 4,058 5,030

RightRearShield RRS 3.5 SS41 716 2,919 3,780

LeftRearShield LRS 3.5 SS41 749 2,806 3,930

Brackets BK - STS304 44

TopShield TS 3.5 STS304 2,440 11,869 14,220

UpperCoverShield UCS 3.5 STS304 1,400 6,878 8,430

RightSideShield RSS 3.5 STS304 700 6,375 7,010

LeftSideShield LSS 3.5 STS304 350 2,709 2,960

InnerShield IS 3.5 STS304 246 1,804 2,050

WedgeCoveringShield WCS 3.5 STS304 230 953 1,160

WedgeBaseShield WBS 3.5 STS304 430 1,266 1,700

CylindricalShield CS 5.7 STS304 390 1,556 1,920

Mufflershield Mu 3.5 STS304 160 334 494

러그 련

(Plugs)

ShieldPlugforBGU-Upper SPBU 4.8 SS41 110 774 890

ShieldPlugforBGU-Lower SPBL 4.8 SS41 340 387 690

ShieldPlugforMono.-Shell SPMS 5 STS304 210 650 860

ShieldPlugforMono.-Upper SPM
U 3.5 STS304 90 351 450

ShieldPlugforMono.-Lower SPML 5.7 STS304 330 408 710

ShieldPlugforDrivingMotor SPD
M 4.8 STS304 110 698 808

회

차폐체 련

(Rotating
Parts)

BoratedEpoxyShield-Rotating BESR 1.5 STS304 150

BoratedEpoxyShield-BallcasterBESB - STS304 (～15)

BoratedEpoxyShield-Fixed BESF 1.5 100

RotatingDisk
Shield(납/콘크리트) RDS 11.3/5.0STS304 3,670 6,750

BearingUnit-TurntableBearing BU - 200

빔 경로
련

(Beam
Paths)

Beam GateUnit BGU - (～250)

VariableSlitSystem VSS - (～50)

Beam EntranceChannel BEC 1.5 STS304 (～30)

Beam ExtractionChannel BXC 5 STS304 70 100 170

AdjustablePlate AP - (～5)

BridgetoSampleTable BST - (～5)

구동 련

(Driving
System)

DrivingMotor DM - (～10)

BaseforMotor BM - (～20)

ReductionGear RG - (～5)

CurvedRackGear CRG - (～20)

WedgeShield WS 1.1 (～100)

WedgePin,Bush,Shaft등 - (～50)

기타(Etc) DirectBeam ShieldUnit DBSU STS304 220 716 936

합계 82,440

표 2-4TAS단색기 차폐 유니트 주요부 무게 차폐재료 충 도

바)MSU조립 설치

차폐 재료 타설 에 빈 거푸집과 구동부를 하나로 내의 설치 장에 반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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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립시험을 수행하 고,이를 평가하여 일부 수정을 가하여 차폐재료의 충

과 완성품의 설치과정에 참조하 다(그림 2-15).

그림 2-15.차폐 재료 충 에 빈 거푸집과 구동요소를 장에서 조립하고

구동하는 시험과정(좌)과 설치를 완료한 MSU 경(우)

사)MSU구동 시험

특정 치로의 MSU의 구동 시험(Home→2θ)결과는 아래의 표 2-5와 같이

각도 편차를 실험에 사용하는 성자 에 지로 환산하 을 경우에 수용 가능한

수 (0.7μeV 이하)로 측정되었다.미세 구동시험(정방향과 역방향으로 0.05°간격

으로 20회 이상 구동)결과는 정방향 보다는 역방향의 경우에 보다 안정 인 구

동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θM
(설정치)

Ei
(PG002기 )

구동시험(10회)측정결과

평균 표 편차 최소치 최 치

deg meV deg meV deg meV deg meV deg meV

30.00 1.7362 30.00 1.73620.00990.000629.9831.7352 30.011 1.7368

35.00 2.0171 34.994 2.01680.01190.000734.9752.0157 35.015 2.0180

40.00 2.2943 40.001 2.29430.01120.000639.9832.2933 40.018 2.2953

45.00 2.5670 45.013 2.56780.01260.000744.9862.5663 45.022 2.5682

표 2-5.TASMSU구동시험-1.홈(2θ∼10°)에서 특정 치로의 구동시험

나.빔 경로 부품/기기 설계 제작

그림 2-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자로에서 인출된 성자빔이 검출기에 도달

하기까지에 여러 종류의 기기들을 거치게 된다.이와 같은 빔 경로 상의 부품

기기들은 빔을 개폐하거나 빔의 분산도를 조 하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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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TAS주요부의 배치를 나타내는 토막그림.원자로～검출기 사이의 빔

경로 상에 여러 기기들이 배치되어 있다.(M:단색기,S:시료 ,A:해

석기,D:검출기,Cn:콜리메타)

1)가변형 슬릿 시스템(VSS)

가)설계

VSS는 단색기에 입사되는 성자 빔의 수평 폭과 수직 폭을 가변시킬 수

있도록 표 2-6의 사양으로 설계되었다.VSS의 빔 입구부와 출구부는 두께

20mm의 B4C+Epoxy 을 부착하여 원치 않는 성자를 최 한 차폐토록 설계

하 다.

구 분
차폐재

폭 변 치정 도
B4C Pb B4C

수평 4mm 92mm 4mm 0~100mm +/-0.1mm

수직 4mm 42mm 4mm 0~140mm +/-0.1mm

표 2-6.VSS의 슬릿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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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가변형 슬릿 시스템의 설계도면(조립도)

나)제작 설치

이 집속형 단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색기를 원의 심에 놓고 시료

치와 입사 선원(유효선원)이 원주 상에 칭 으로 놓이게 되는 RolandCircle

의 기하학 배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그림 2-18).유효 선원에는 가변형 슬릿

을 두어 입사 빔의 크기를 조 하여 시료에 입사되는 불필요한 성자

(background)를 제거하게 된다.각 슬릿은 스탭 모터(OrientalMotor,2상,

PK269JA)에 의해 구동되며 0.1mm의 치 정 도를 갖도록 제작되었다.수평

슬릿의 개방 폭은 100mm이고 수직 슬릿의 경우엔 140mm이며,2mm/sec 후의

설정 속도에서 정상 구동함을 확인하 다.

그림 2-18.빔 진행도와 단색기 차폐 유니트 RolandCircle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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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VSS제작품(좌)과 MSU리세스 차폐체 앙의 빔 통로에 설치된 모습

2)수직이동 빔 문 유니트(BGU)

가)설계

BGU는 슬릿을 통과한 성자 빔의 제 1 문으로,상단부터 개방(open),닫

힘(shutter),필터 순으로 3단의 통로가 있다.특히 닫힘 치인 셔터에는 입사

성자 빔이 투과되지 않고 거의 부분 차폐되도록 층형의 차폐구조를 갖도

록 설계하 다.첫 번째 차폐재로는 성자를 차폐하면서 2차 감마선을 거의 발

생시키지 않는 LiF 를 배치하 고,이후에 B4C+epoxy/Pb/B4C+epoxy를 층한

후에 마지막으로 hotpressed(ceramic)B4C를 배치하 다(그림 2-20).

그림 2-20.빔 문 유니트 내 셔터의 차폐재료 층구조

나)제작 설치

수직 이동형 빔 문은 SteppingMotor(OrientalMotor,5상,PK596AWM)

에 의해 구동되며, 치 정보를 확인해주는 센서 스 치를 통해 정 치할 수 있

도록 제작되었다(그림 2-21).BGU의 내측벽 빔 통로 주변은 두께 3cm의

B4C+Epoxy차폐재를 부착하 고,셔터 필터 치에서 상부로의 산란되는

성자를 최 한 차폐하기 해 BoratedPE(B함량 5wt%)를 추가로 설치하 다

(그림 2-22).각 문간의 수직 거리는 200mm이고,구동속도는 조 가능하며

약 1cm/sec 후로 설정에서 무난하게 구동됨을 시험을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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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빔 문 유니트의 설계도면(조립도)

그림 2-22.BGU의 내부구조(좌)와 MSU내부에 설치된 모습(우)

3)신속 셔터(QS,quickshutter)와 모니터 홀더

실험 혹은 비상시를 해 빔의 개폐가 비교 신속히 이루어지는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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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를 빔의 진행 방향을 따라서 IN/OUT/EXIT의 3개를 단색기 후에 배치하

다.제2콜리메타(C2)자동 교체기에서 콜리메타를 장착/탈착 하는 과정에서

성자 모니터는 공압 실린더에 의해 수직 상방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간섭을

피하도록 하 다(그림2-23,그림 2-24).

명칭 치 구동방식 차폐재

QS-IN 단색기 직 공압 실린더 B-Epoxy(10mm)/납(22mm)+STS304(4mm)

QS-OUT 단색기 직후 공압 실린더 B-Epoxy(20mm)/납(30mm)

QS-EXIT C2직후 공압 실린더 B4C(4mm)/납(20mm)/Cd(0.5mm)

MonitorHolderQS-EXIT직후 공압 실린더 N/A

그림 2-23.QS-IN(상)과 QS-EXIT+MonitorHolder(하)의 설계도면(조립도)

그림 2-24.단색기 후 제2콜리메터 직 에 설치되어 있는 신속셔터와

모니터 홀더.

4)자동 콜리메타 교체기

TAS장치에는 네 개의 빔 분산도 조 장치(collimator)가 사용된다.모든 콜

리메타는 원격으로 자동 교체 할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각 치마다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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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빈도에 맞게 한 콜리메타 세트를 구성토록 하 다.C1은 회 체 제어방

식,C2는 공압 실린더와 스탭 모터를 이용하여 스택에 장 된 콜리메타를 선택

하여 C2 치에 장입토록 설계하 다.C3와 C4는 모두 BGU와 같은 방식에 의해

구동되며,스탭 모터를 이용해 수직 방향으로 콜리메타를 이송토록 설계하 다.

콜리메타 C1(RSC) C2 C3 C4

치
노심～단색기

(in-pile)

단색기～시료

(MSU빔 출구)

시료～해석기

(ADU내부)

해석기～검출기

(ADU내부)

구성
2coll.+open

20'/40'/open

5coll.+open 3coll.+open 2coll.+open

collimators:10'/20'/40'/60'/90'/120' 에서 선택

표 2-7.TAS콜리메타 자동교체기의 설치 치와 구성

그림 2-25.MSU 빔 출구에 설치되는 제2콜리메타 자동교체기의 설계도면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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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C2～C4교체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표 형 콜리메타의 규격과

분산값

5)고하 다축 시료

단색기와 시료 시료와 해석기 사이의 거리를 가변할 수 있으며,고하 의

시료환경장치를 인가할 수 있는 다축(7축)시료 를 설계하 다.고자장 시료환

경장치( 도 자석)의 이용을 고려하여 가능한 비자성 소재를 사용하도록 설계

하고, 각 부품을 제작하 다(그림 2-27). 각 축은 스탭 모터와 엔코더

(incremental) 리미터에 의해 구동이 제어되며,고하 의 시료환경장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내하 이 큰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7.고하 다축 시료 의 조립도와 구성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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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사양 비고

air-padsunits(3ea)

singlepad:load0.2ton,φ120mm,9holes

3units=6pads(=3×2)

totalload:1.2ton

1unit=2pads

connectingarms(2ea)
MSU-sampletable연결 (MSU가 구동),

sampletable-ADU연결 (R500이 구동)
+/-200mm

rotation

stages

ADCR500 load>2tons,ang.resol.～ 0.001°,acc.<0.01° 2개 층

HUBER430 load~0.5tons,resol.~0.001°

tilt

stages

ADCTS300 load>0.8tons,ang.resol.～ 0.001°,+/-10°

ADCTS400 load>0.8tons,ang.resol.～ 0.001°,+/-10°

XYstage(FMS-XY-400) load:1tons,

movablebeam stopper 층 차폐구조(B4C/B-PE/Pb/B4C) 수직 상방 이동

표 2-8.고하 용 다축 시료 의 주요 구성요소와 사양

다.이 집속형 단색기 유니트,해석기 유니트

1)개념 설계

단색기,해석기는 각 결정편 들을 조 씩 다른 각도로 회 시킴으로써 공간

상의 한 곳에 빔을 집속토록 하 다.수평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변 만큼 지그

(zig)를 움직일 때,각 결정편 들은 수학 계식에 의해 정해진 만큼 회 되며,

각 결정편의 수선들은 한 에 모이도록 설계되어 있다.각 결정편을 부착하는

지지 은 ‘알루미늄/Hot-pressedB4C/결정 ’의 구조로 설계/제작하여 단색기 기

구로부터의 배경산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 다(그림 2-28).

그림 2-28.집속형 단색기/해석기 기구의 집속원리 개념도와 각 결정편의

하부구조(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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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세 설계

단색기 기구는 양면에 단 크기가 30mm(폭)×20mm(높이)인 각기 다른 결

정들(PG& Cu)을 11(가로)×9(세로)개 부착하여 에 지 단색빔과 간-고에

지 단색빔을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고안하 다.수평 수직 집속을 한

스탭 모터는 양면의 단색기 기구에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으며,고방사선 구역임

을 고려하여 엔코더 신에 졸버(resolver)를 사용하여 치정보를 확인하도록

하 다.반면에 해석기 기구는 한 면만을 사용하며,단 크기가 30mm

(폭)×20mm(높이)PG결정을 9(가로)×7(세로)개 부착하여 해석된 빔을 집속할 수

있게 설계하 다(그림 2-29).

단색기 하부는 θM/x/y/φx/φy로 구성된 다축 테이블에 System 3R 사의

PrecisionPositioner와 커넥터를 통해 연결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하 다.

해석기는 검출기와의 거리가 짧고,정렬을 한 근이 용이한 을 고려하여 θ

A/2θA로 구성된 테이블 에 커넥터를 통해 연결되도록 하 다(그림 2-30～32).

그림 2-29.집속형 기구에 부착할 단색기 결정 배열(좌)과 해석기 결정 배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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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MSU내부에 장착했을 때의 단색기 유니트.평면도(좌)와 정면도(우)

그림 2-31.양면형 이 (수평 & 수직)집속 단색기 기구 조립도

그림 2-32.단면형 이 (수평 & 수직)집속 해석기 기구 조립도

3)제작 시험

개념설계 상세설계와 제작정 도 등을 검증하기 하여 5×9배열의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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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색기(mock-up)를 제작하여 빔의 집속과정과 정도를 시험하고,이를 바탕으로

양면형 단색기 기구와 단면형 해석기 기구를 제작,시험하 다(그림 2-33).

RESTRAX를 이용한 몬테카를로 산시늉 결과(그림 2-34),수×10
7
n/cm

2
/s

이상의 성자속을 측할 수 있었다.실제 단색기를 넣고 단색빔을 인출하여

방사화법으로 측정한 성자속은(그림 2-35) 산 모사 측치 보다 훨씬 크

게 얻어졌다. 그림 2-34의 데이터는 단색기 기구에 HOPG 결정편

(30mm×20mm×2mm,mosaicity=0.4°)을 약 50%만 (99개 51개)부착한 상태

로 측정한 결과이다.단색기의 치(2θM=43°,Ei=14.7meV)를 정확히 정렬하지

않았고 약간만 집속한 상태로 측정한 결과임을 고려하면,최 화 작업을 거쳐

상할 수 있는 최 성자속은 10
9
n/cm

2
/s에 근 할 것으로 기 된다.

그림 2-33.이 집속형 단색기 이 집속형 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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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집속형 PG 단색기 사용 시 시료 치에서의

성자속 계산치(RESTRAX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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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성자속 측정 결과.(좌)단색기 치(최 :4.8×10
9
n/cm

2
/s),

(우)시료 치 (2θM=43°,Ei=14.7meV),PG단색기 결정은 앙에 50%만

부착하여 약간만 집속한 상태,열 성자속:1.4-2.3×10
8
n/cm

2
/s)

라.해석기/검출기 차폐 유니트

TAS장치의 통 인 구성은 해석기와 검출기(singledetector)가 각각 별개

의 테이블 에 설치되어 차폐체(PE 는 에폭시 등의 재료로 구성됨)로 둘러싸

인 구조이다.이 경우에 검출기에서의 신호/배경값 비를 높게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기는 하지만,해석기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멀고 치 민감형 검출기

(PSD)를 설치하기 어려워서 장치의 측정효율(throughput)이 작은 단 이 있다.

이런 단 을 극복하기 해 미국 NIST의 SPINS나 독일 FRM-II의 PUMA,호

주 ANSTO의 TAIPAN과 같은 TAS장치들은 해석기와 검출기를 하나의 차폐

체 안에 설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일체형 구조의 단 인

검출기에서의 배경값 증가로 인한 신호/배경값 비의 감소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

가 있다.

본 장치의 해석기/검출기 유니트는 미국 NIST의 BT7과 호주 ANSTO의

coldTAS(SIKA)의 경우와 같이(그림 2-36)singledetector와 PSD를 선택 으

로 사용할 수 있고,diffractionmode의 측정도 가능토록 시료와 해석기 사이에

singledetector를 추가로 장착 가능하게 설계하 다.일체형 구조의 단 이 검출

기 배경값의 증가를 방지하기 해 해석기 주변을 B-PE로 제작된 기형 차폐

기구(wedgeshieldsystem)로 둘러쌓아 빔이 지나가는 경로만 개방되도록 하

다(그림 2-37,2-38).

제3콜리메타와 제4콜리메타는 해석기/검출기 차폐체 내부에 설치하되,

자동으로 구동되어 콜리메타 교체에 따른 실험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극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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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2-36.호주 ANSTO의 Taipan(th-TAS,A)과 Sika(cold-TAS,B),독일

FRM-II의 PANDA(cold-TAS,C)의 장치 토막그림과 미국 NIST

BT7의 해석기/검출기 유니트(D)

그림 2-37.TAS해석기/검출기 유니트 (ADU)조립도와 기형(wedge)B-PE

차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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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TAS해석기/검출기 차폐 유니트의 제작 과정(상) 제작품(하)

그림 2-39.TAS해석기/검출기 차폐 유니트 내부에 부품이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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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합 제어장치

1)구동 제어장치 (H/W)

원자로에서 인출된 성자 빔의 통과 경로에 놓인 기계장치들(VSS∼C4)에

한 제어장치를 설계,제작하고 이들에 한 구동시험을 수행하 다.회 셔터

콜리메타(RSC),가변형 슬릿 시스템(VSS),빔 문 유니트(BGU) 콜리메타 교

체기는 스텝모터를 제어하여 구동하며,신속셔터(QS-In,QS-Out,QS-Exit)와

모니터 홀더는 공압 실린더 제어방식으로 구동되도록 하 다.6개의 슬롯이 비

된 제2콜리메타 자동교체기는 5개의 콜리메타(10/20/40/60/120‘)를 장착하여 스

텝 모터와 공압 실린더를 병용하여 자동 교체되도록 하 다(그림 2-39∼41,표

2-9).

단색기 유니트의 수평 수직 집속용 모터의 치제어는 고방사능 구역을

고려하여 엔코더 신에 졸버(DAMAKAWA사의 TS2610N171E64)를 사용하

고,그 외의 모터에는 엔코더를 장착토록 하 다.해석기 유니트 고하

다축 시료 에는 여러 개의 스탭 모터와 상 엔코더,리미터 등을 이용하고 구

동을 제어하도록 하 다.

장치
RSC

(C1)
VSS BGU

QuickShutter Monitor

holder
C2

Beam

Stop
C3 C4

IN OUT EXIT

구동방식 stepM stepM stepM 공압
공압 +

stepM
stepM stepM stepM

치제어

/확인
리미터 (엔코더 없음)

그림 2-40.TAS구동 제어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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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제작자
PartName

기능
Motor Encoder

RotaryShutter
Collimator ㈜ 신 속 RSC-M01RSC-E01 rotaryshutterdriving

VariableSlitSystem 네오시스템
VSS-M01 none horizontalslitdriving

VSS-M02 none verticalslitdriving

Beam GateUnit 네오시스템 BGU-M01 none positionselection(close/open/filter)

MonochromatorUnit

Huber

MU-M01 MU-E01 x-translation(MUx-axistransl.)(x_M)

MU-M02 MU-E02 y-translation(MUy-axistransl.)(y_M)

MU-M03 MU-E03 goniometerarc(phi_x_M)

MU-M04 MU-E04 goniometerarc(phi_y_M)

(주)
퓨쳐사이언스

MU-M05 MU-E06 monochromatorselection(M_no)

MU-M06 MU-E07 monochromatortake-offangle(theta_M)

MU-M07 none MUhook(단색기 탈부착 lock장치)

SE&T MU-M08 MU-E08 horizontalfocusingofDFM 1

MU-M09 MU-E09 verticalfocusingofDFM 1

QuickShutters (주)
네오엔시스

QS-M01 QS-E01 QS-IN,quickshutterbeforetheM

QS-M02 QS-E02 QS-OUT,quickshutteraftertheM

QS-M03 QS-E03 QS-EXIT,aftertheMSUbeam exit

Monochr.ShieldUnit(주)무진기연 MSU-M01MSU-E01 MSUdrum driving(2theta_M)

SampleTable

ADC

ST-M01 ST-E01 rotationofsampletable(theta_S)

ST-M02 ST-E02 RotationofDetectorShielding

ST-M03 ST-E03 GoniometerArc(phi_x_S)

ST-M04 ST-E04 GoniometerArc(phi_y_S)

(주)
퓨쳐사이언스

ST-M05 ST-E05 x-translationofsample(x_S)

ST-M06 ST-E06 y-translationofsample(y_S)

ST-M07 ST-E07 rotationofADU(2theta_S)

Huber
ST-M08 ST-E08 EulerCradlephi(phi_EC)

ST-M09 ST-E09 EulerCradlechi(chi_EC)

미사용
ST-M10 ST-E10 spare1

ST-M11 ST-E11 spare2

Ext.Beam Path
Components

(주)
네오엔시스

CS-M01 none MovableBeam StopperOn/Off (stop_no)

CS-M02-1 none 2ndCollimator,select (C2_no)

CS-M02-2 none 2ndCollimator,translate(C2_tr)

CS-M02-3 none 2ndCollimator,insert/remove(C2_in)

(주)수력
CS-M03 none 3rdCollimator(C3_no)

CS-M04 none 4thCollimator(C4_no)

Analyser/Detector
Unit

(주)
퓨처사이언스

ADU-M01ADU-E01 analysertake-offangle(theta_A)

ADU-M02ADU-E02 detectortake-offangle(2theta_A)

SE&T
ADU-M03ADU-E03 horizontalfocusing (f_h_A)

ADU-M04ADU-E04 verticalfocusing(f_v_A)

(주)수력
ADU-M05ADU-E05 Selectionof Detector(det_no)

ADU-M06ADU-E06 Detector이송장치

ADU-M07ADU-E07 spare

표 2-9.TAS구동 요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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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TAS공압 공 계통 개념도

그림 2-42.TAS구동부 제어장치와 BGU,VSS,QS,C2자동교체기의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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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TAS계측 제어 시스템 개념도

그림 2-44.TAS검출계통 토막 그림

시스댐용엄감시용 
네트워크카에라 

시g대이톨죠양용 
네트워긍카매라 

LAN 

‘. - 1 Y,m 1 ，~m 
g성감시@ 

(싱엉g 잉에디드 .q 

2‘잉찌 티애스B린 lCO .!i!.니 E 

TAS 차피l억 연 (shielding fence) 바감쪽 

Sample 

잉상갑시 잊연션용 
(셔우용 p。 

24인지 LCO(du;l1) 

톨잉찌어시스잉 
(산업용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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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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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합 제어 로그램 (S/W)

TAS의 구동 계측 제어 로그램은 신규로 개발하는 신에 미국 Oak

Ridge국립연구소(ORNL)에서 개발하여 공개되어 있는 ‘표 분 장치 제어환경

(SPICE,spectrometerinstrumentcontrolenvironment)의 소스코드를 하나로 삼

축 분 장치(thermalTAS와 coldTAS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함)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수정 혹은 확장하는 략을 택하 다.이는 장치 개발 운

련한 IT 지원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하나로의 실을 고려한 선택으로,SPICE의

골격에 해서는 ORNL의 SPICE 의 리와 유지보수 결과를 차용하고 최소한

의 수정/보완 작업은 자체 혹은 외주용역으로 해결하기 함이다.

SPICE는 LabView에 기반 한 계측 구동 제어 로그램으로 최신의 안정

인 LabView 버 에서 구동되는 최근에 릴리즈된 모듈(devicefile,encoder

module등이 추가됨)을 사용하여 여러 기, 자 제어장치들을 연결하여 구동

되도록 하 다.특히 신규 모듈의 추가가 용이하고,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

여 장치 운 이용의 효율이 극 화되도록 설계하 다(그림 2-44).

SPICE는 TAS장치의 표 구성 외에 구동 계측 장비의 추가와 수정이

용이하도록 모듈형의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TAS실험 데이터와 각종

로그 데이터(온도,압력 등)는 자동으로 장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2-45.TAS표 분 모드에 한 SPICE 로그램의 메뉴 일부

바.구동제어장치 로그램 최 화

1)구성장치 수정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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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변형 슬릿 시스템(VSS)

고하 슬릿의 구동부하를 충분히 감당하고 안정 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동모터의 출력을 상향하고 고방사선 환경 하에서 정확한 치 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resolver가 내장된 알 스텝 모터로 교체 설치하 다.

◦ 빔 문 유니트(BGU)수정.

BGU의 내의 필터용으로 비한 치에 HOPG(mosaicity:2.0～3.0°)필터

카트리지를 장착하여 PG 단색기에서 반사될 1/2 1/3 장의 성자빔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46.BGU수정

◦ 신속셔터 수정제작

단색기 유니트가 설치되는 MSU 내부공간에서의 공간활용을 극 화 하고,

신속 셔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 기존에 설치한 QS-IN과 QS-OUT을 제거

하고,차폐능이 보강되고 구조 안정성이 강화된 신속셔터(QS-IN)를 새로 제작하

여 설치하 다.

그림 2-47.신속셔터 수정제작 경

◦ 제2콜리메타 교체기 수정

제2 콜리메타 교체는 기존의 Al-profile 구조체에서 차폐벽(B4C+Epoxy:

30mmt)으로 둘러싼 박스형 구조로 변경하여 신호/배경값을 향상하 으며,구조

보강을 하여 Al-profile몸체를 스테인 스강 구조물로 변경 제작하고,구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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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교체로 콜리메터 교체(이송)용 토크를 증강하 다. 한 뒤틀림에 의한 2θM

의 오차 요인을 제거하기 하여 MSU와 시료 간의 연결 다리를 뒤틀림 없는

견고한 구조물로 변경,교체하 다.

그림 2-48.제2콜리메타 교체기 수정

◦ Dancefloor부분 수정 연마

바닥의 손부(일부) 비평탄 부 를 수정하기 한 보수 래핑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료 ADU(해석기/검출기 유니트)의 구동정도를 개선하여 2θ

M 2θS의 오차 요인을 제거하 다.

그림 2-49.Dancefloor수정보완

2)구동,제어 최 화

◦ 구동 제어부 개선

장치 구동 그룹별로 DC 원을 분리함으로써 제어장치 간에 오작동을 유발

한 원 잡음 문제를 해결하 으며, 기출력이 부족한 일부 P/S를 고출력 P/S

로 교체하 다.MSU 드럼 구동용 서보모터 구동장치 변경을 하여 서보 모터

를 스탭모터 제어기에 연결토록 제어장치를 수정함으로써 모든 구동요소(모터)가

동일한 제어장치(GarilMotionController)로 제어가능하게 하여,운 유지/보

수를 용이하게 하 다. 한 제어 넬 배선을 단순화하고 그룹화 하여 재배치함

으로써 장치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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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단색기 차폐 유니트(MSU)내부 구동요소 제어 넬(좌)과 시료

해석기/검출기 유니트(ADU)내부 구동요소 제어 넬(우)

◦ In-pileCollimator(RSC) 치제어 표시부 수정

원자로 차폐벽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 셔터의 구동 장치(차폐벽 내의 모

터상자 내에 스탭모터+ 엔코더)는 원자로 가동 에 고방사선(감마선)에 노출

되어 방사선 조사손상에 의해 엔코더가 손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하여

엔코더를 교체 설치하 다.교체 엔코더는 그림과 같이 신규 엔코더를 구동축

으로부터 멀리 설치하여 방사선에 의한 손상가능성을 일 수 있도록 하 다.

한 RSC 치 확인을 한 보조 수단으로 기계식 카운터와 내부 조망용 IP카

메라를 설치하여 RSC의 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 다.

그림 2-51.하나로 ST1의 RSC 엔코더 교체 설치

◦ 장치 제어 로그램(SPICE)최 화 기능 추가

복잡한 SPICE표 제어화면 외에,장치 구동 황을 한 번에 악하고 제

어할 수 있는 GUI(graphicuserinterface)기반 제어 로그램 모듈을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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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SPICE 기반 Th-TAS Motion Control

System GUI제어화면

으며 SPICE의 표 구동/측정 모드 외에 추가요소의 제어 모듈을 이식하 다.

․공압 SolenoidV/V 제어 :측정에 연계된 시료 ADU 공압패드 시스템

제어

․공압 이송장치 제어 모듈:신속셔터(QS-IN,QS-EXIT),빔 모니터, 빔 스토

퍼,회 검출기의 제어 모듈

․검출기 측정모드 추가 :해석기용 검출기 외에 회 모드용 검출기 계측모듈

․빔 개폐 장치 제어 모듈 :VSS,BGU제어모듈

․콜리메터 선택 모듈 :C1(RSC),C2,C3,C4자동 교체기 제어 모듈

사.검출계통 신호/배경값 최 화

속 성자 필터 설치,빔 경로 차폐보강,시료슬릿 설치 등의 작업을 통해 배

경 값 목표치(<5cpm,tubedetector)를 달성하 다.

1)차폐 보강 신호/배경값 최 화

차폐 보강 신호/배경값 최 화를 하여 우선 속 성자 감쇄에 필요한 사

이어 (opticalgrade,90mm(W)×120mm(H)×100mm(t))필터를 리세스 차폐체

내에 설치하 으며 MSU 내부에서 시료에 입사되는 경로 상에 B-PE,카드뮴

,열간가압한 B4C 등을 이용하여 빔 경로 차폐를 보강하 다. 한 2콜리

메타와 시료 사이에 수동 조작되는 2축(수평,수직)슬릿을 제작,설치하여 시료

에 입사되는 빔의 크기를 최 크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호/배경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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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극 화 하 다.

그림 2-53.리세스 차폐체 내에 설치된 사 이어 필터(좌)와 성자투과도

(우),0.5Å이하의 경우 1/100이하로 감쇄됨

그림 2-54.MSU빔출구 차폐보강(좌) ADU빔입구 차폐보강(우)

2)검출계통 최 화

원 안정 정 비를 하여 계측 장비를 복권 차폐 변압기 연결된

UPS(무정 원공 장치)를 연결하여 고주 기잡음을 최소화 하고 안정

운 이 가능하게 하 으며 원자로 건설시에 매설하여 놓은 지 단자 로에 계

측기 모듈의 지선을 연결하여, 원에 의한 노이즈를 차단하 다.

아.장치성능 향상 최 화

1)동역학 측정 역 확

◦구리 단색기 제작 특성시험

구리단색기의 비틀림 변형력에 의한 strain mosaicity를 발생하는 것으로

(100)면으로 단된 시험 시편(두께 5mm)을 자체 개발한 단응력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비틀림 변형을 가한 후에,이 결정시편에 한 특성평가

(rockingcurve측정)를 수행하 다.단색기 결정편은 30mm×20mm×5mm(t)크

기로 단하여 이 집속형 단색기의 PG 단색기 반 편에 부착되어 고에 지

입사빔을 사용하는 실험에 사용될 정이다.하나로 ST1수평 실험공에 설치된

성자 잔류응력 측정장치(RSI)로부터 측정된 rockingcurve의 Gaussian선폭

매개상수 w로부터 결정의 mosaicity(η)를 다음과 같이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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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뒤틀림 변형을 유도하는데 사용된 ‘단응력 발생장치’

(좌)와 하나로 RSI에서 rockingcurve를 측정하는 모습(우)

그림 2-56.구리단색기의 mosaicity측정 결과  

2)측정 효율(throughput)향상

◦ 회 모드 검출기 설치

비탄성 신호를 얻기 해서는 특정한 라그 회 신호를 먼 찾은(검출한)

후에 에 지-운동량 공간에서 측정(scan)을 하게 된다.이를 해서 삼축 분 장

치를 2축 회 장치 모드로 사용하게 되는데,이를 한 용 검출기를 해석기 직

에 설치하여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측정효율을 향상하 다.

◦ 1-DPSD사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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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기용 기본 검출기(튜 형,직경 50mm)외에 1차원 치민감형검출기

(1-D PSD,200mmW×50mmH)를 설치하여 2θA 스캔 없이 신속하게 비탄성 산

란 신호를 측정할 수 있게 하여 측정 효율을 크게 향상하 다.한편 고분해능,

고신호/배경값 측정모드에서는 1-D PSD를 이용해서 신호를 빨리 찾은 후에 튜

검출기를 사용할 정이다.

자.장치 특성자료 생산 시험측정

1)차폐능 평가

장치의 가능한 최 가혹조건에서 차폐능 평가를 하여 VSS,BGU 를 제

거하고,RSC를 개방 치로 설정하고,최 입사 성자속을 얻기 하여 속 성

자 필터,HOPG필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설 방사선량을 측정하 으며 빔 출구

근처를 제외하고는 모두 안 요건(10μSv/h이하)을 만족함을 확인하 다.이때

원자로 출력은 30MW 출력 상태를 유지하 다.

그림 2-57. 성자속 측정 치

표 2-10.최 가혹 조건에서의 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의 차폐능

평가 결과

2) 성자속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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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이용 가능한 성자속을 악하기 하여 방사화 분석법을 이

용하여 단색기 시료 치에서의 성자속을 평가하 다.이때 측정은 최

성자속 조건의 약 1/10이하 수 의 상태에서 평가하 다.단색기의 경우는 2cm

간격으로 24cm(W)×20cm(H)의 격자 에서 측정하 으며 성자 빔은 2.76일을

조사하 다. 한 시료 측정 치는 1.25cm 간격으로 5cm(W)×5cm(H)의 격자

에서 측정 하 으며 비집속 집속모드 모두 1.0일씩 성자 빔을 조사하 다.

측정결과 열 성자속은 단색기 치에서 5.0×10
9
n/cm

2
/s이었으며,시료 치의

경우 비집속 모드에서 1.8×108n/cm2/s,약간 집속 모드에서는 2.2×108n/cm2/s이

었다.상기 측정조건을 고려할 때 최 조건에서는 비집속 모드에서 얻은 성자

속에 비해 10배 이상의 성자속(수×10
9
n/cm

2
/s)이 상되며 이는 열 성자 삼축

분 장치로는 세계 최고 수 에 달한다.

측정조건 상 태 비 고

단색기(ZYA)결정 부착상태 51개 부착
체(99개)부착 상태에서 약 2배의 성

자속 향상 상

고속 성자 필터 (Sapphire)

(size:9cmW×12cmH×10cmt)
미 장착 필터 장착 시 약 25% 감소 상

열 성자 필터(HOPG,ZYH)

(size:7.5cmW×11cmH×5cmt)
미 장착

필터 장착 시

Ei=4.7meV:약 20% 감소 상

Ei=30.5meV:약 50% 감소 상

인출 단색빔 에 지 14.7meV Ei=30.5meV에서는 2.5배 증가 상

단색기 집속상태
비집속 &

약간 집속

최 집속모드에서는 비집속 모드에 비

해 약 10배 이상 증가 상

가변형 슬릿 시스템 (VSS)
최 개방

(10cm×13cm)

정 창 크기로 빔 크기를 일 경우,

성자속은 감소하고 신호/배경값 비는

증가 상.

빔 문 유니트 (BGU)
open

(10cm×12cm)

필터 치(HOPG,ZYH,7.5cm×10.5cm)

사용 시,빔 크기 감소(약 35%)로 성

자속 감소 상

그림 2-58.단색기 치의

성자속 분포

그림 2-59. 성자속 측정에 사용된 단색기

(좌)와 시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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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0.비집속(flat) 약간 집속한 상태에서의 성자속 분포

3)시험 측정

최 화 작업을 통해 가동된 Th-TAS장치를 이용하여 니 (Ni)견본시료에

해 에 지 스캔 모드로 회 신호를 측정하 다.HOPG(002)에 의해 단색화된

성자빔에 미량 혼입되어 있는 반 장(λ/2)단색빔을 입사빔으로 사용하 고,

회 모드 측정을 해 제3콜리메타와 해석기 사이에 설치한 튜 형 검출기를 이

용해 신호를 검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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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diffraction data from the Th-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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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Ei-scan방식으로 측정

한 견본시료(니 )의 (111)회

피크

차.열 성자 삼축분 장치용 시료환경장치 제작

열 성자 삼축분 장치는 응집물질 내의 격자(lattice) 는 스핀(spin)의

에 지 상태 이들 상태들 간의 이를 연구하는 동역학 연구에 활용된다.

특히 자성물질의 경우엔 온에서 자기 구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이러한

자기 구조 에 지 들뜸 상의 연구에는 온 시료환경장치의 사용이

필수 이다.

단결정 시료의 경우 시료를 정렬시키는 과정에서 측정과 보정(미세 정렬)

등의 과정이 반복 으로 이루어지는데,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약 100cc부피의

알루미늄 캔 내부에 시료를 고정시키고,헬륨가스를 채운 후 인듐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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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Th-TAS 온 시료환경장치의 냉각성능시험.상온에

서 바닥온도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되고,바닥온도에서 시료를

인출한 후 다시 삽입하여 냉각시켰을 때에는 1시간 이내의 시간

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폐시켜(sealing) CCR(closed cycle refrigerator)의 냉각단자(cold finger)에

부착시킴-으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며 정 한 정렬이 어려운 단 이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해 시료 스틱 끝에 미니 고니오미터를 연결시킨 후

결정 시료를 부착시킬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 다.시료스틱은 쉽게 인출

삽입할 수 있으며, 온상태(5K)에서 시료 스틱을 인출하여 시료를 교체하거나

미세 정렬한 후 다시 냉각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1시간 이내)빔타임

손실을 이고 측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 다.

최 도달온도는 약 5K이며,상온에서 온으로 냉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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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열 성자 삼축 분 장치용 온실험장치 조립 개념도.

그림 2-64. Bottom-loading 방식의 CCR(좌)을 개조하여 제작한

Top-loading방식의 CCR(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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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Th-TAS 온시료환경장치 조립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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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제작,성능 시험

가.연구개요

다수의 응집물질계는 CCR(ClosedCircuitRefrigerator)온도 이하,즉 2～4

K 이하의 극 온에서 다양한 상을 가지고 있다.이를 연구하기 해서는 수십

mK 까지 온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 냉동기가 필수 이다.희석(식)냉동기

(DilutionRefrigerator)는 이러한 목 에 사용되는 표 인 장비이다.다수의 응

집물질계는 CCR(ClosedCircuitRefrigerator)온도 이하,즉 2～4K 이하의 극

온에서 다양한 상을 가지고 있다.이를 연구하기 해서는 수십 mK 까지 온

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 냉동기가 필수 이다.희석(식) 냉동기(Dilution

Refrigerator)는 이러한 목 에 사용되는 표 인 장비이다.하나로의 성자 산

란 시설은 아직까지 CCR만 보유하고 있어서,극 온에서의 새로운 물리 상

을 연구할 수 없었다.이에 시료 치에서의 온도를 100mK 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도 자석에 장착할 수 있는 희석 냉동기를 제작하 다.희석 냉동기를

도 자석에 장착하는 것은 동시에 고자장과 극 온을 구 할 수 있도록 해주

어 보다 경쟁력 있는 연구가 가능해진다.단 희석 냉동기 1기로서 모든 온 실

험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각 장치마다 특성이 있어서,모든 장치에서 같은 시료

환경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원칙 으로 각각의 장치를 해 별도로

희석 냉동기를 1기씩 제작하는 것이 타당할 터이나,이는 막 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유사한 시료환경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는 가 시료환경장

치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희석 냉동기의 경우는 고분해능 분말회 장

치(HighResolutionPowderDiffractometer,HRPD)용으로 만들어진 고자장 시

료환경장치, 온 도자석(Cryomagnet)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나.HRPD용 고자장,극 온 시료환경장치 설계

1)최 의 시료환경 요건 설정

가)해외 성자 과학시설의 고자장 극 온 시료환경장치 보유 황

‘하나로’는 세계 수 의 연구용 원자로이며,1995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 원

자로 홀에 5기(HRPD,FCD,SANS,RSI,REF)의 강력한 성자 산란장치가 제

작,설치되었으나 고자장과 극 온을 동시에 구 하는 시료환경장치의 미비로 국

내 연구진이 해외 성자 과학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

다.따라서 우선 가장 장치 이용률이 높은 HRPD에 고자장,극 온 시료환경장

치를 갖추기로 하고,해외의 주요 성자 과학 시설의 고자장 극 온 시료환경장

치 보유 황을 조사하 다.

독일 HMI(Hahn-MeitnerInstitute)는 열출력 10MW의 비교 작은 규모의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나 Dr.MichaelMeissner를 심으로 4명의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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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치 그룹이 총 8기의 고자장 극 온 시료환경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이름 종류
최 자기장

(T)
온도 범 (K)

시료 직경

(mm)

극간 간격

(mm)

VM-1 칭 수직 17 0.05～300 6～33 4～20

VM-2 비 칭 수직 6.5 0.05～300 48 30

VM-3 칭 수직 5 0.05～300 48 30

VM-4 비 칭 수직 4.2 0.05～300 48 40

VM-5 칭 수직 4.7 0.05～500 48 30

HM-1 수평 6 0.05～300 48 65

HM-2 수평 4 0.05～100 38 40

HM-3 수평 7 1.5～300 48 N/A

랑스 ILL(InstitutLaue-Langevin)은 열출력 58.3MW으로 세계 최고 수 의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EddyLeliervre-Berna를 리더로 16명의 시료

환경장치 그룹이 총 11기를 운용하고 있다.

이름 종류
최 자기장

(T)

온도 범

(K)

시료 직경

(mm)

극간 간격

(mm)

1580OXHV26 칭 수직 15 0.015～300 25 20

IN22-CRG 비 칭 수직 12 1.8～300 30 22

139OXHV42 칭 수직 10 0.04～300 10 10

156OXHV49 비 칭 수직 6 0.04～300 49 40

176ILHV49 칭 수직 6 1.5～300 N/A 49

96OXHV50 칭 수직 5 1.5～300 50 40

90ILHV42 비 칭 수직 2.5 1.5～300 42 30

146ILHV49 칭 수직 2 N/A N/A N/A

56OXHV19 수평 4.6 1.5～300 19 50

134OXHV38 수평 3.8 0.05～300 38 40

D16 수평 2 N/A N/A N/A

미국 NCNR(NIST CenterforNeutronResearch)에는 열출력 20MW로 ‘하나로’

와 비슷한 수 의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DanDender를 리더로 10명

의 시료환경장치 이 총 4기를 운용하고 있다.

이름 종류
최

자기장 (T)
온도 범 (K)

시료 직경

(mm)

극간 간격

(mm)

11.5TVF 칭 수직 11.5 0.02～ 40 25～50 35

11TVF 비 칭 수직 11 0.3～325 25 15

9THF 수평 9 2.8～325 28.5 43

7TVF 칭 수직 7 0.3～325 7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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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6.CryogenicCryomag

-net

이외에도 다수의 성자 과학 시설에서 담 요원과 함께 고자장,극 온 시료환

경장치를 운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나)최 화된 고자장,극 온 시료환경 요건 설정

성자 빔 장치와 시료환경장치에는 각각 여러 제한 요소가 존재한다.따라

서 ‘하나로’의 장치 환경을 고려하고 이들 제한 요소를 충하여 최 화된 고자

장,극 온 시료환경 요건을 설정하 다.일례로 HRPD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

되어야 하는 요소는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것으로,시료 용기와 같은 시료 이외의

물질에 의한 성자 산란을 차단하여야 한다.

고자장,극 온을 실 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부품은 고자장을 구 하는

도 자석으로,이는 시료에 한 가장 큰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일례로 시료

의 최 높이는 도 코일의 극간 간격에 의해 제한되고,시료의 최 폭은 온

도 조 인서트의 직경에 의해 제한된다.만들어내는 자기장이 강력할수록 시료

가 놓일 빈 공간의 크기는 제한된다.이는 표에서 최 자기장이 높을수록 시

료 직경과 극간 간격이 작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이상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고자장,극 온 시료환경의 요건을 설정하 다(그림 2-66).

◦자기장의 종류: 칭 수직형

◦코일 종류:상하 분리형

◦자기장의 크기:10T

◦극간 간격:22mm 이상

◦ 도 자석의 온도 범 :1.6K～300K

◦극 온 근 가능 온도:100mK이하

◦수직 열림각:8°이상

◦수평 열림각:330°이상

2)장치 개념 설계

가) 도 자석과 시료테이블 인터페이스 설계

도 자석은 200kg～500kg정도의 하 을 갖고 있으며,특히 성자 산란

을 해서는 그 계통이 상부에 설치되어 무게 심이 높다.따라서 시료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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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될 경우,무게 심이 한층 높아져 안 사고의 험이 있다. 도 자

석과 시료테이블의 인터페이스는 1) 성자 빔이 도 자석의 극 사이에 입사

하도록 높이를 조 하고,2) 도 자석이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

하는 역할을 한다.단 도 자석의 설계에 따라 인터페이스의 상세 설계는 달

라지므로,도입이 확정된 Cryogenic사의 10T VFCryomagnet에 한 인터페

이스를 설계하 다(그림 2-67,2-68).

그림2-67. 도 자석과

시료테이블의 인터페이스

그림 2-68.시료테이블 에

설치된 고자장,극 온 시료

환경 구 도

나)극 온 실 을 한 희석식 냉동기 (DilutionRefrigerator)설치를 한

개념 설계

시료의 온도를 100mK이하의 극 온까지 떨어뜨리기 한 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으나,일반 으로 도 자석 내부의 소한 시료 공간에서 이를 구 하기

해서는 희석식 냉동기가 사용된다.

희석식 냉동기는 자연 으로 많이 존재하는 헬륨-4와 그 동 원소인 헬륨-3

가 700mK 이하의 온도에서 자연 으로 상분리(phaseseparation)하며,헬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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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가 헬륨-3가 많은 상에서 헬륨-4가 많은 상으로 희석될 때 에 지를 흡수하

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구 하기 해서는 희석 과정이 일어나는 mixing

chamber,희석된 헬륨-3이 분리되는 still,분리된 헬륨-3가 다시 응축되는

condenser등의 3가지 주요 챔버와 열교환 계통이 필요하다.아래 그림은

CryogenicVF10Tcryomagnet의 좁은 시료 공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극 온

을 실 할 수 있는 LeidenMCK50-100-CF희석식 냉동기의 삽입부 설계를 보

여 다(그림 2-69).

이와 같은 원리를 구 하기 해서는 희석 과정이 일어나는 mixing

chamber,희석된 헬륨-3이 분리되는 still,분리된 헬륨-3가 다시 응축되는

condenser등의 3가지 주요 챔버와 열교환 계통이 필요하다.아래 그림은 도

자석의 좁은 시료 공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극 온을 실 할 수 있는 Leiden

사의 냉동기의 삽입부(insert)설계 도면이다.

따라서 의 삽입부로 도 자석의 기존 냉동기 삽입부를 교체하고 희석

식 냉동기 계통을 설치하여 고자장 도 자석에 극 온을 구 하도록 개념설

계가 완료되었다(그림 2-70).

그림 2-69.희석식 냉동기의 원리 (출처:

MarcusLab.Harvard

University)[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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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희석식 냉동기의 삽입부 설계 (Leiden사 제공)

3)극한 시료환경 구 비 작업

가)필요한 설비 확인

고자장 극 온 시료 환경장치의 가동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 다.

설비 내 역

진공 도 자석 내부와 VTI,10
-4
mbar

기
최소 5개의 220V 기 소켓

휴 용 DigitalVoltMeter

냉각수 외경 15mm의 barbedhose(내경 10~13mm)

기타 MassSpectrometerLeakDetector

나)진공 펌 제작

의 설비 10
-4
mbar에 달하는 진공을 해서는 터보 펌 는 로타리/

확산 펌 조합을 필요로 한다.터보 펌 는 용량에 비해 고가이므로,안 장치

를 갖춘 로타리 펌 와 확산 펌 의 조합을 제작하 다.

4)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제작

년도의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LeidenCryogenics에 의뢰하여 희석식 냉동

기 시스템을 제작하 다.동 시스템은 크게 도 자석 내부에 삽입되는 인서트

와 인서트내의 온도 제어를 한 가스제어시스템(GHS)으로 구성된다.

GHS는 스틸(still),소 펌 (sorb-pump),믹싱 챔버(mixingchamber)의 온

도를 제어하기 해 류를 흘려보내며,이는 LabView 드라이버를 통해 제어

가능하다.이 밖에도 Avs-47자동 항 릿지,온도 제어기,진공 게이지 등이

GHS에 포함되어 있다(그림 2-712-72).



-165-

그림 2-71.조립된 인서트

그림 2-72.GHS와 인서트(좌) 면(우)

다.HRPD용 고자장,극 온 시료환경장치의 구동

이상과 같이 제작된 고자장 극 온 시료환경장치의 성능 시험을 다음과 같

이 수행했다:1)희석 냉동기의 단독 성능 시험,2)희석 냉동기를 도 자석에

삽입하여 성능 시험.이 두 가지 시험 모두 희석 냉동기는 설계 온도인 100mK

이하에 도달하 으며,후자의 경우 자기장을 6T에 놓고 온도를 떨어뜨렸을 때

에도 100mK에 수월하게 도달하 다.이로써 희석 냉동기의 성능 시험이 성공

으로 완수되었다.

3.표 반강자성 분말시료 회 상 측정,해석

가.연구개요

하나로에 설치된 고분해능 분말 회 장치는 엑스선과는 다른 성자의 산란

특성을 이용하여 응집물질의 원자 구조를 밝히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특히

성자의 자기 산란 특성으로 인해,이 장치를 사용하면 자성물질,특히 반강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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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스핀 구조를 효과 으로 분석할 수 있다.그러나 이 장치의 이용자들이

손쉽게 스핀 구조를 측정하고 해석하기 해서는 다양한 표 물질의 데이터를

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분말 시료의 데이터 축 을 해 비교 단순한

스핀구조를 갖고 있고 상업 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CoO,FeO,MnO,Cr2O3

등 표 시료의 분말을 확보하고 고분해능 분말 회 장치를 사용하여 그 회 상

을 측정하고 스핀 구조를 정산하 다.앞의 세 일산화물은 cubicNaCl구조로

공간군 Fm-3m에 속하며,마지막의 크롬 산화물은 corundum 구조로 R-3c공간

군에 속한다.측정 데이터로부터 스핀 구조를 해석 하는 데에는 FullProf

Suite[Rodriguez-Carvajal,PhysicaB (1993)]를 사용하 고,이미 잘 알려진 이

들 물질의 반강자성 스핀 구조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일산화물의 경우 강자

성을 띤 (111)평면의 스핀이 교 로 반 방향을 향하는 AFII구조이며,크롬

산화물의 경우 rhombohedral세 에서 [111]방향으로 스핀이 반강자성 구조를

이루고 있다.특히 크롬 산화물은 미국 표 기술연구원(NationalInstituteof

Standardsand Technology,NIST)의 SRM 시료를 사용했을 때,가장 좋은

Rietveldrefinement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이와 같은 몇 가지 표 분말 시료

의 측정을 통해 SRM 크롬 산화물을 스핀 구조 측정을 한 장치 정렬의 표 물

질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축 된 측정 데이터는 이 장치 이용

자의 교육을 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단 새로운 물질의 스핀 구조 측정과

해석을 해서는 보다 여기에서 사용한 단순한 구조의 표 물질 보다는 연구

상과 비슷한 구조를 갖는 표 물질의 측정 데이터가 더 유용할 것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표 물질의 측정이 필요하다.

나.표 분말시료 회 상 측정,해석

1)표 분말 시료의 선정

‘하나로’ST2수평공에는 HRPD가 설치되어 있다.동 장치의 시료에서의

성자속은 106n/cm2/s이상으로 선진국 유수 시설의 장치와 충분히 경쟁이 가능

한 수 이다.

국외 시설의 경우에는 실험실 수 의 X선이나 SynchrotronX선을 이용하여

물질의 구조를 개략 으로 밝힌 이후에,경원소의 치를 정 하게 밝히거나 X

선으로는 풀기 어려운 스핀 구조를 밝히는데 이용되고 있다.국내에서도 자의

연구는 하나로의 HRPD를 이용하여 활발하게 이 지고 있으며,후자의 스핀 구

조 측정과 해석 연구도 산발 으로 많은 시도가 이 지고 있다.

비교 단순한 핵 구조와 스핀 구조를 갖는 물질은 그 회 피크의 수가 많

지 않기 때문에 회 피크를 서로 분리하는 것이 용이 하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핵과 스핀 구조의 칭성이 높으며,획득이 용이한 물질을 표 분말 시료로

정의한다.이러한 물질로는 CoO,MnO,FeO,Cr2O3,등이 있으며,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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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질 MnO CoO FeO Cr2O3

온도 (K)

300
270
200
130
120
100
50
10

300
280
250
200
150

300
200
180
20

360
320
300
10

물질 명 공간군 격자 상수 상 이 온도 (TN)

MnO Fm -3m a∼ 4.43Å 118K

CoO Fm -3m a∼ 4.26Å 291K

FeO Fm -3m a∼ 4.30Å 188K

Cr2O3 R-3c
a∼ 5.35Å

α ∼ 55.13º
308K

2)표 분말 시료의 회 상 측정

스핀 구조를 측정하기 해서는 먼 핵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이는

상 이 온도 과 온도에서 분말 회 상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이 후 상

이 온도 이하로 시료를 식힌 다음 회 상을 측정하면,상 이에 의해 생기는

자기 산란의 효과를 직 으로 측할 수 있다.표 분말 시료에 하여 다양

한 온도 조건에서 회 상을 측정하 다(그림 2-73).

그림 2-73.HRPD로 측정한 CoO표 시료의 회 상

3)표 분말 시료의 회 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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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PD에서 측정한 회 상은 FullProfSuite에 포함된 WinPLOTR를 사용하

여 읽어 들일 수 있다.이후 상 이 온도 과 온도에서의 데이터를 사용해 원자

구조를 정련하고,상 이 온도 미만 온도에서 측정한 데이터로는 스핀 구조를 정

련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스핀 구조를 비교 쉽게 해석할 수 있다(그림 2-74).

이상의 과정을 통해 CubicNaCl구조를 가진 mono-oxide시료들의 경우 같

은 (111)평면 에 있는 스핀은 강자성으로 배열되어 있고,각 평면은 서로 반

강자성으로 배열되어 있는 통 인 AFII구조를 구할 수 있었다. 한 Cr2O3

의 경우에는 Rhombohedralc축 방향으로 반강자성 구조를 가진 스핀 구조를

구할 수 있었다.결과 으로 하나로 HRPD가 향후 더 복잡한 물질의 스핀 구조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2-74.FullProf를 이용한 Cr2O3의 스핀구조 정련결과(좌)와 스핀구조(우)

4.엇맞는 반강자성체 스핀 구조 연구

가.연구개요

표 분말 시료는 모두 이맞는(commensurate)반강자성 스핀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반해,많은 자성 물질은 엇맞는(incommensurate)스핀 구조를 가지고 있

다.엇맞는 반강자성 스핀 구조는 최근 많은 심을 끌고 있는 자기 기 인

(magnetoelectric)다강성(multiferroicity)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자성 물질의

엇맞는 스핀 구조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요해지고 있다.

나.엇맞는 반강자성체 스핀 구조 연구 -I:Co도핑된 MnWO4

1)고상합성법에 의한 분말 시료의 제조

자기 극성과 유 체 극성을 결합한 새로운 소자로의 응용이 기 되는 다

강체 특성은 나선형 구조 등 특정한 스핀 구조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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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WO4는 13.5K,12.3K,8.0K에서 세 번의 자성 상 이를 나타내는 반강

자성체로서 이맞는 반강자성 구조와 엇맞는 반강자성 구조를 모두 나타낸다.그

12.3K와 8.0K 사이에서 나선형태의 엇맞는 스핀구조가 존재하며,이와 동

시에 자기 기 다강체(multiferroic)특성을 나타낸다.MnWO4와 CoWO4는

Mn2O3,MnCO3,Co2O3,WO3등을 정량하고 혼합한 후 1,223K에서 10시간 소결

하여 제작한다.이 게 제작된 분말을 원하는 치환 정도에 따라 재정량하여 혼합

한 후 다시 1,223K에서 간 분쇄를 포함하여 총 20시간 열처리를 해서 제작하

다.Mn이온의 Co에 의한 치환량은 0～30% 이내이며 모두 단일상이 형성됨

을 확인하 다.

2)진동시료자기력법(Vibratingsamplemagnetometry)에 의한 자기감수율 측정

조성 온도 등에 따른 자기 상평형도의 이해를 하여 자기감수율

성자 회 측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자기감수율은 VSM으로 측정

하 다.이 방법은 일정한 주기로 시료를 진동시킬 때 발생하는 유도 류를 측정

하는 것으로,자기모멘트를 비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Co가 1% 치환된 Mn1-xCoxWO4의 자기감수율과 온도에 따른 미분값으로부터

상 이 온도는 13.8K,12.9K,7.2K로 나타나며,이는 Co가 치환되지 않은 것과

비슷하나 가장 낮은 온도의 상 이는 약 1K 정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그림

2-75에는 Co의 치환 농도가 차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자기감수율의 미분값

의 변화와 함께,그에 의해 얻어진 농도-온도의 함수로 나타낸 상평형도를 나타

내었다.

3)HRPD를 이용한 스핀 구조 분석

자기감수율의 측정에 의해 악된 상평형도에서의 각 역의 스핀 구조와

그 경계면의 존재는 HRPD를 이용한 성자 분말회 측정에 의해 확인하 다.

그림 3-12에서 Co가 치환되지 않은 순수한 시편의 경우,자기감수율 측정에

서 보인 것처럼 여러 반강자성상이 순차 으로 존재함을 확인하 다.4K 데이

터에서 2θ∼16도 부근에서 나타나는 단일 피크는 이맞는 반강자성 구조인 AF1

의 존재를 나타낸다.반면,8～11K데이터에서 같은 역에 나타나는 이 피크

는 엇맞는 반강자성 구조인 AF2의 존재를 나타낸다.그림 3-12에서 5% Co치

환된 시편의 경우,4K에서 AF1상이 사라지고 AF2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 다.이는 자기감수율 측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AF2상이 확장되는 것을 보

여 다.Co가 10% 이상으로 치환되면 AF2와 다른 이맞는 반강자성 구조인

AF4상이 공존하는 온도 역을 보인다.즉,Mn
2+
(3d

5
,S=5/2)이온이 Co

2+

(3d7,S=1/2or3/2)이온으로 치환됨에 따라 다강체 특성의 나선형 스핀구조가

차 안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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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5(a)1% Co가 치환된 Mn1-xCoxWO4의 자기감수율의 온도

의존성.(b)자기감수율 그 온도에 따른 미분값의 온부분.상

이 온도는 수직 선임.(c)0-5% Co가 치환된 Mn1-xCoxWO4에서

자기감수율의 미분값.(d)자기감수율 측정에 의해 도출된 상평형도

그림 2-76. 성자 회 에 의해 분석된 Mn1-xCoxWO4
의 (a)격자구조 (b-d)스핀구조.(b)AF1(c)AF2

(d)AF4.

다.엇맞는 반강자성체 스핀 구조 연구 -II:Al도핑된 Ba0.5Sr1.5Zn2Fe12O22

1)고상합성법에 의한 분말 시료의 제조

Ba0.5Sr1.5Zn2Fe12O22는 온에서 유 극성을 보이고 326K에서 반강자성을 나

타내는 다강체로 알려진 것 ,가장 높은 온도에서 자성 질서를 나타낸다.

Ba0.5Sr1.5Zn2Fe12O22에 Al을 치환하여 Ba0.5Sr1.5Zn2Fe12(1-x)Al12xO22를 형성하고,이

에 따른 구조 변화와 Al이 치환하는 격자 상의 자리를 확인하 다.원료인 B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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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O,ZnO2,Fe2O3,Al2O3등의 분말을 정량하고 혼합한 후,각각 1,223K에서 소

결하 으며 치환 Al이온 농도는 x=0.0,0.03,0.06이었다.

2)HRPD를 이용한 구조 분석

그림 2-77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 시료에서의 성자 분말 회 상은 Rietveld

정련에 의해 그 계산값과 비교 우수한 일치성을 보 다.시료에는 약 2%의 스

피넬 상이 확인되었으나 구조 분석에는 향을 주지 않는 수 이었다.

Ba0.5Sr1.5Zn2Fe12O22의 격자에서 자성을 띈 Fe3+이온은 사면체 자리와 팔면체

자리의 두가지의 격자 에 존재한다.Rietveld정련에 의하면 치환된 Al3+이온은

주로 팔면체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x=0.06인 시

료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그림 2-78).

그림 2-77.HRPD로 측정한 Mn1-xCoxWO4의

성자 회 상

그림 2-78.HRPD로 측정한

Ba0.5Sr1.5Zn2Fe12-xAlxO22의

상온 부근에서의 회 상

계산값

5.기 반강자성 결정시료 회 상 측정

가.연구개요

하나로에 설치된 성자 4축 회 장치(FCD)는 단결정 시료를 사용하여,물

질의 원자 구조를 정 하게 밝히는 장치이다. 성자의 자기 산란 특성을 이용하

면 이 장치로 원자 구조 이외에도 스핀 구조를 정 하게 정산할 수 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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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정 시료는 분말 시료와 달리 방향성이 있으므로,스핀이 실제로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FCD를 자성 물질,특히 반강자성

물질의 스핀 구조 분석에 본격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반강자성 물

질의 측정 데이터가 축 되어야 하며,이는 다른 시료 측정과 스핀 구조 분석의

기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기 반강자성 결정시료 회 상 측정

단결정 시료는 분말 시료에 비해서 만들기가 까다롭기 때문에,구할 수 있는

경로가 한정되어 있다.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반강자성 결정 시료를 1)상업 으

로 구하거나 (FeO,CsMnCl3·2(H2O)2,Cr2O3from www.mateck.de),2) 탁 과

제를 통해 학 실험실에서 제작하 다(MnSi2S4,MnGe2S4,Mn1-XCoXWO4,).반

강자성 결정 시료는 하나로나 국외 시설의 FCD나 TAS를 사용하여 다양한 온도

와 자기장 환경에서 회 상을 측정하 다.이를 통해 단결정의 회 상 측정 경험

과 데이터를 축 할 수 있었다. 한 스핀 구조 연구에 있어서 FCD의 개선 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단결정 자기회 분석,스핀구조 해석

하나로 FCD에서 측정한 단결정의 자기회 데이터는 분말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FullProf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분말과 다른 것은 먼 각 회 반

의 분 강도를 구하고,이를 입력 데이터로 쓴다는 이다. 분 강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나,여기에서는 하나로에서 이 목 으로 개발한 wx-spec

을 사용하 다(그림 2-79).

분 강도의 리스트를 FullProf에 입력하며,분말 회 상과 마찬가지의 방법

으로 스핀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FeO의 경우는 분말 회 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를 얻었다.CsMnCl3·2(H2O)의 경우에는 상 이 온도가 FCD에서 근 가능한

온도보다 낮았기 때문에,원자 구조 분석에 주안 을 두었다.이 결과로서 수소

원자의 치를 정 하게 정산할 수 있었다.

그림 2-79.FeO회 반 의 분강도를 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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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2SiS4와 Mn2GeS4는 다임계 을 갖는 자성물질로 그림 2-80과 같은

Olivine구조를 갖고 있으며,Pbnm 공간군에 속한다.이 두 물질은 자기장이 걸

려있지 않을 때 스핀이 b축 방향을 향하지만,자기장이 b축 방향으로 걸려 있

는 상태에서는 스핀이 a축 방향을 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자기장이

b축 방향으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스핀 구조의 변화를 추 한 결과,그림 2-81

에서와 같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그 방향이 바뀜을 발견할 수 있었다.이 스핀

롭 상 이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어나며,이와 같은 측정을 통하여 그림 2-82와

같은 자성 상평형도를 완성하 다.

그림 2-80.Olivine구조

이상과 같은 단결정의 회 상 측정 연구 이외에도 두 가지의 단결정 회 상

측정을 더 수행했다.첫째는 앞서 연구했던 Cr2O3의 단결정으로 하나로 사축분

장치(FCD)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회 상을 측정했다.이로서 이 시료는 분말과

단결정 데이터를 모두 갖추었다. 두 번째 역시 앞서 연구했던 다강체

(Mn,Co)WO4의 단결정으로 JRR-3M의 Fonder장치에서 회 상을 측정하여 Co

의 첨가에 의해 달라지는 스핀 방향을 정 하게 밝혔다.이는 강유 극성의 방향

변화를 측하는데 도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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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1.Mn2SiS4,Mn2GeS4두 물질의 온도와 자기장에 의

한 자기 회 반 세기의 변화

그림 2-82Mn2SiS4,Mn2GeS4두 물질의 자기상평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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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3. 성자 산란에 의해 확인된 y-typehexaferrite자기이방성의 Al

도핑의존성

6.반강자성 상 계 분말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

미국 표 기술연구원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비탄성 성자 산란장치를

사용하여 MnWO4와 Mn0.9Co0.1WO4그리고 MnV2O4의 스핀 동역학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 다.

가.다강체 헥사페라이트 Ba0.5Sr1.5Zn2(Fe1-xAlx)12O22의 자기 이방성 제어

Al이온이 첨가된 Ba0.5Sr1.5Zn2(Fe1-xAlx)12O22의 분말 단결정 시료를 제작하여 이

온 도핑 농도에 의한 자기질서 자기이방성의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 다.특히 단결

정 시료의 경우 기존 상보다 빠른 연구 진행으로 x=0.0,0.04,0.06,0.08,0.10,0.12,

0.16,& 0.20등의 다수의 단결정 시료를 제작할 수 있었다.제작된 시료를 이용하여 c

축 ab평면 방향으로의 자화도 M(H)를 측정하 으며,온도에 따른 성자회 의 결

과를 결합하고 정리하여 조성과 온도에 따른 자기상평형도를 작성하 다. 성자산란

측정실험은 독일 HelmholtzZentrum Berlin,스 스의 PaulScherrerInstitute(PSI),한

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등의 이용자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자화도 측정 결과에

의하면 Al도핑에 의해 자기이방성이 차 감소하여 c축 방향 잔류자화의 값이 증가하

으며 동시에 그 나타나는 온도 역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 의 다강체

특성을 나타나는 x=0.08시료의 경우 상온 이하에서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자성상이

존재하며,이 온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원추형 스핀구조의 형성은 자기

이방성의 감소에 의한 결과이다.그러나 자기이방성의 감소가 다강체 특성의 발 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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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Ba0.5Sr1.5Zn2(Fe1-xAlx)O22,x=0.08시료의 10K와

150K에서의 자기장에 따른 자기질서의 변화 측정 결과

상 유리하지 않음은 자성상평형도의 작성을 통하여 악할 수 있었다.즉,Al이온의 도

핑 농도가 최 의 양인 x=0.08을 과하게 되면 회 성분인 k2벡터가 차 사라지고

온에서도 강자성 k0벡터와 이맞는 스핀질서인 k1벡터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따라서 최 의 다강체 특성을 얻기 해서는 자기이방성의 제어가 요함을 확인하

다.

최 조성인 x=0.08의 경우 자기이방성의 요성은 자기질서의 자기장 의

존성에도 잘 나타났다.c축에 수직인 자기장이 인가된 경우 195K 이하에서 나

타나는 두 가지의 원뿔형 스핀구조는 모두 강유 상에서 (0,0,3/2)의 주기성을 갖

는 이맞는 스핀구조로 변화하 다.여기에서 자기장이 다시 제거되었을 경우 10

K에서는 원뿔형 스핀구조가 회복되지 않았으면,반면 150K에서는 회복되었다.

이는 최 의 냉각 후에 나타나는 스핀구조와 자기장이 인가된 후의 스핀구조가

각각 자기에 지의 극소값을 갖는 구조이며,이 두 구조 사이에 에 지 장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이러한 두가지 극소값은 자성상호작용에 의한 최소값과 자기

이방성에 지배되는 최소값으로 측된다.한편,자기장이 인가된 강유 상에서

나타나는 스핀구조는 부분의 스핀이 c축에 수직으로 존재하는 구조로서,이러

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자기이방성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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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강유 상인 온도 10K 자기장 0.5T 하에서의

스핀구조의 분석 결과.자기장에 의해 이맞는 반강자성 질서가

나타나는 것은 자기이방성에 의한 결과임

7.반강자성 상 계 단결정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

가.반강자성 상 계 단결정 시료 스핀 동역학 측정,해석 연구

단결정 시료의 스핀 동역학 측정의 일환으로 사용할 시료로서 y-type

hexaferrite이온도핑 다강체,Ba0.5Sr1.5Zn2(Fe1−XAlX)12O22를 선택하 다.이 시료

의 스핀 동역학을 측정함으로써 반강자성 다강체의 이온 도핑에 의한 자기 이방

성 제어기술 개발과 비탄성 성자 산란을 이용한 자기이방성 측정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 다.

시료는 알루미늄 조성이 각각 X=0.0과 X=0.8인 두 단결정 Ba0.5Sr1.5Zn2(Fe1−

XAlX)12O22을 제조하 다.스핀 동역학 측정은 이 두 가지 조성의 단결정에 해

삼축분 장치와 비행시간 분 장치를 이용하 고,따라서 체 4건의 측정 데이

터를 확보하 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결과 으로 y-typehexaferrite에서 알루미늄 도핑에 의

한 자기 이방성의 의존 양상을 규명할 수 있었으며,비탄성 성자 산란에 의해

자기 이방성를 나타내는 스핀 갭이 50%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이와 같은

결과를 설명하기 해서는 자기 이방성의 알루미늄 도핑 의존성을 설명하기

한 이론 계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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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6.비탄성 성자 산란에 의한 y-type hexaferrite의 스핀 진

동 측정 데이터의

나.다강체 Mn1-xCoxWO4의 비탄성 성자 산란에 의한 자기이방성 연구

이온 도핑이 MnWO4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MnWO4 Co이온이 10%

도핑된 Mn0.9Co0.1WO4단결정 시료를 이용한 비탄성 성자산란 측정실험을 수행하 다.

측정을 해서는 미국의 NCNR의 냉 성자 삼축분 장치인 SPINS를 이용하 다.측정

결과 Co이온의 10% 도핑에 의해 스핀웨이 의 밴드 넓이는 약 10% 감소한 반면,스

핀갭은 60%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87참조)따라서 Co이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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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에 의해 나선스핀평면의 변화가 발생할 때 자기이방성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도핑 농도가 1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스핀 평면의 방향이 도핑하

기 의 상태로 되돌아 간 상이 나타나게 되어 차 확 된 다는 것을 악하 다.따라

서 Co이온 도핑에 의해 나타나는 스핀 평면의 변화는 일시 으로만 안정화되는 것으로

이해되며,도핑 농도의 증가에 의해 자기에 지의 균형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

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87.(가운데)Mn1-xCoxWO4시료의 이온 도핑에 따른 자기이방성의 변화

에 의한 스핀평면 강유 극성의 변화.(왼쪽)비탄성 성자산란에 의해 측정

한 x=0.0시료의 스핀웨이 스펙트럼.(오른쪽)비탄성 성자산란에 의해 측

정한 x=0.10시료의 스핀웨이 스펙트럼.앞의 두 경우에서 두 붉은 선은 스

펙트럼 밴드의 넓이를 나타나면,그 하단의 선은 자기이방성에 의한 밴드갭을

나타낸다.

다.비탄성 성자 산란에 의한 스핀 동역학 측정 자기이방성 이해

MnV2O4는 다강체 CoCr2O4와 동일한 결정 구조 스핀 분포를 나타내나

입방정상에서 다강체 특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방정으로 변이한다.이러한

MnV2O4의 스핀요동 스펙트럼을 비탄성 성자산란을 이용하여 주로 입방정상에

서 측정하 다.장기질서가 나타나는 상에서 스핀갭은 자기이방성에 의해 나타

나는데,이는 온도의 증가에 의해 차 감소하다가 입방정상에서는 자기이방성

이 사라짐에 의해 스핀갭이 없는 분포를 나타낸다.미국 오크리지국립연구소에

서 측정한 비탄성 성자산란에서 공선형 약강자성 성분에 의해 잔류 스핀웨이

와 엇맞는 동벡터에 존재하는 스핀요동이 공존하는 것을 찰하 다.이 두

가지 성분을 결합하면 CoCr2O4에서와 같은 나선원뿔스핀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

나,MnV2O4에서는 이들이 장거리 질서를 미처 이루지 못하고 동역학 인 개체

만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입방정과 정방정 간의 서로 다른 자기

이방성의 존재는 다강체 특성을 발 여부를 결정하는 요한 성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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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8.(가운데)MnV2O4시료의 입방정상에서 나타나는 스핀요동의

동벡터 의존성을 비탄성 성자산란에 의해 측정한 결과 (왼쪽) 탄성

스핀요동의 에 지 온도 의존성을 비탄성 성자산란에 의해 측정한

결과 (오른쪽) 성자산란강도의 온도에 따른 변화

제 3 단결정회 을 이용한 수소결합 구조,상 이

protonglass 상 연구

1.강유 체 단결정 상온 측정,해석

가.Li(NH4)SO4상온 결정구조 특성

Lithium Ammonium Sulfate(LAS,Li(NH4)SO4)는 수소원자를 포함하는 강유

체로 460K∼28K에서 상 이를 통해 3∼4가지의 상을 보여주며 강유 성과 강

탄성을 나타낸다.Martins등(1991)은 라만분 기와 유 상수 측정을 통해 잘 알

려진 460K,284K와 28K 상 이 외에 256K에서의 상 이를 보고 하 으나[3-1]

2000년에 Diosa등은 ModulatedDifferentialScanning Calorimetry(MDSC)와

ACthermal측정 등을 통해 460K,285K,28K에서의 상 이 증거와 함께 256K

가 아닌 225K에서의 상 이를 보고하 다[3-2].

LAS의 결정구조는 1969년에 Dollase가 X-선 단결정 회 법으로 P21cn의 공

간군을 갖는 상온구조를[3-3],Itoh등은 1981년에 478K에서 LAS가 정방정계

Pmcn의 공간군을 갖는 무질서구조를 갖는다고 보고하 으나[3-4]Solans등

(1999)에 의하면 상온과 600K 사이에서는 heatingrate에 따라 2개 혹은 1개의

상 이가 생기며,온도를 5K/min의 속도로 천천히 올릴 경우 격자상수가 약간

커지기는 하나 상온에서의 칭을 그 로 유지함을 확인하 다[3-5].LAS의

수소 치환형인 Li(ND4)SO4(DLAS)에 한 성자회 연구가 1989년 Fisher등

에 의해 수행되었으나[3-6],단결정이 아닌 다결정체에 한 회 상을 얻어 분석

한 결과 수소원자의 비등방성온도인자를 정련하지 못하 으며 SO4와 ND4사면

체가 불규칙하게 뒤틀린 결과를 얻었다.이러한 결정 구조를 보다 정 측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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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하여 LAS의 수소원자를 수소가 일부 치환된 DLAS시료를 부산

단결정은행에 의뢰하여 비하 다.

나.결정구조 분석

LAS는 상온에서 사방정계(orthorhombic)이고 공간군은 P21nb이다. 기 원

자좌표는 문헌 값[3-7]을 용하 으며 격자상수는 일본 동북 학교 물리학과 Y.

Noda교수 실험실의 X선 장비로 측정한 결과인 a=5.2773(5)Å,b=9.1244(23)Å,

c=8.7719(11)Å을 이용하 다.수집한 성자 회 데이터에 하여 SHELXL97을

사용하여 full-matrix-least-square방법으로 결정구조를 정 화하 으며 최종 신

뢰도 R값은 4.9%를 얻었다.

다.결정구조 해석 수소원자 거동 연구

수집한 성자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NH4사면체의 수소/ 수소원자의 치

는 물론 H를 치환해서 들어간 D의 유율을 정련하 다(표3-1).O3과 O4와 각

각 간 정도 세기의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D1/H1,D2/H2의 경우는 약 81%

수소원자의 유율을 보이는 반면,bifurcatedhydrogenbond를 갖는 D3/H3과

D4/H4의 경우는 수소원자의 약 71% 정도만 수소원자로 치환되었으므로 측정

DLAS시료는 LiND3.05H0.95SO4임을 확인하 다.

D[%] H[%]

D1/H1 80.8 19.2

D2/H2 81.6 18.4

D3/H3 68.3 31.7

D4/H4 73.9 26.1

표 3-1.SiteoccupanciesofD/HinN(D/H)4ofDLAS

표 3-2와 표 3-3에 각 원자좌표와 수소/ 수소원자까지 포함한 비등방성 온

도인자를 나타내었다.D4/H4의 경우 원자좌표의 오차가 크고 비등방성 온도인자

U22의 값이 상 으로 크다.이는 D4/H4가 splitposition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이들 수소/수소원자가 무질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D4/H4를 spiltposition을 용하여 정련할 경우 R값은 4.9%에서 4.7%로 감

소하 다.

표 3-4에 수소결합을 포함한 주요 결합길이와 결합각을 정리하 다.수소결

합의 donor인 O3와 O4의 경우,Li과 S와는 상 으로 긴 결합길이를 나타낸다.

SO4사면체는 O-S-O 결합각이 109.0°∼110.5°사이로 크게 뒤틀어지지 않은 사

면체를 보여주는 반면,Li과 4개의 산소원자가 이루는 LiO4 사면체는 네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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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결합길이의 편차가 상 으로 크며 O-Li-O결합각도 101.1°∼111.9°의 값

을 가지는 상 으로 뒤틀린 사면체를 보여주었다.

그림 3-1은 DLAS의 결정구조를 각 결정축 방향으로 투 한 ORTEP그림으

로 수소결합은 선으로 표 하 다.LiO4와 SO4사면체의 경우는 사면체의 모

든 산소를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a축 방향으로는 Li-O4-S-O3-Li-O4-S-O3를

한 주기로 두 번 꺾어진 지그재그 모양으로 연결되고, c축 방향으로는

Li-O2-S-O3을 한 주기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연결되어 결과 으로 ac-평면에

평행한 2차원 그물을 만들고 있다.이들 2차원 그물망은 b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O1에 의해 연결되어 3차원을 이루는데,이때 Li-O1-S결합각이 172.6°로 거의

일직선의 모양을 보여 다(그림 3-1의 (a)와 (c)참조). 체 인 결정구조는 b축

으로 투 하여 보면 이들 육각형,엄 히 말하면 12각형 터 안에 N(D/H)4사

면체가 치한 형상을 하고 있다.이 사면체의 D4/H4는 인 한 O1과 O2방향으

로 길어진 thermalellipsoid를 나타내며,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 수소/수

소원자가 무질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x y z Ueq

Li
N
S
O1
O2
O3
O4
D1/H1
D2/H2
D3/H3
D4/H4

0.7531(28)
0.2468(7)
0.2508(16)
0.2511(13)
0.1589(8)
0.0868(9)
0.5111(8)
0.2167(22)
0.1695(17)
0.1557(25)
0.4265(97)

0.1794(9)
0.5003(2)
0.2031(6)
0.0375(4)
0.2705(7)
0.2506(5)
0.2566(5)
0.4060(7)
0.5872(8)
0.4921(10)
0.5169(22)

0.5883(8)
0.7147(2)
0.4166(5)
0.4029(7)
0.2811(4)
0.5368(4)
0.4451(4)
0.6554(8)
0.6624(10)
0.8094(12)
0.7332(17)

0.020(2)
0.027(1)
0.016(1)
0.057(1)
0.045(1)
0.034(1)
0.031(1)
0.063(3)
0.064(3)
0.055(5)
0.097(8)

표 3-2.Atomiccoordinatesandequivalentthermalparameters[Å2]

U11 U22 U33 U23 U13 U12

Li
N
S
O1
O2
O3
O4
D1/H1
D2/H2
D3/H3
D4/H4

0.021(3)
0.034(1)
0.015(2)
0.040(2)
0.034(2)
0.036(2)
0.022(1)
0.101(7)
0.090(7)
0.073(7)
0.022(5)

0.020(3)
0.021(1)
0.018(2)
0.015(1)
0.084(4)
0.045(2)
0.043(2)
0.035(4)
0.042(4)
0.054(6)
0.178(17)

0.018(3)
0.026(1)
0.014(2)
0.115(4)
0.019(2)
0.022(1)
0.028(2)
0.054(4)
0.062(5)
0.039(6)
0.092(9)

-0.001(3)
-0.001(1)
0.003(2)
-0.004(2)
0.020(2)
-0.013(1)
0.014(1)
-0.015(3)
0.003(3)
0.002(3)
-0.072(9)

-0.001(5)
-0.005(1)
0.000(3)
0.012(3)
-0.002(1)
0.014(1)
-0.007(1)
-0.009(4)
-0.007(4)
0.030(4)
-0.005(4)

-0.010(5)
-0.001(1)
-0.008(3)
0.004(2)
0.006(2)
-0.016(1)
-0.011(1)
-0.009(4)
0.026(3)
-0.004(4)
-0.007(5)

표 3-3.Theanisotropicthermalparameters[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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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Å] d [Å]

Li-O1
Li-O2
Li-O3
Li-O4

1.905(8)
1.881(9)
1.926(14)
1.945(13)

S-O1
S-O2
S-O3
S-O4

1.458(5)
1.454(6)
1.458(8)
1.475(8)

Hydrogenbonding

d(N-D/H) [Å] d(D/H...O) [Å]

N-D1/H1
N-D2/H2
N-D3/H3

N-D4/H4

1.001(6)
0.988(7)
0.991(10)

0.974(10)

D1/H1...O3
D2/H2...O4
D3/H3...O1
D3/H3...O4
D4/H4...O2
D4/H4...O1

1.870
1.881
2.314
2.622
2.236
2.358

d(N...O) [Å] < [°]

N.....O3
N.....O4
N.....O1
N.....O4
N.....O2
N.....O1

2.854
2.867
3.147
3.323
2.962
3.184

N-D1/H1-O3
N-D2/H2-O4
N-D3/H3-O1
N-D3/H3-O4
N-D4/H4-O2
N-D4/H4-O1

166.6
176.2
141.0
127.8
130.5
142.2

표 3-4.BonddistancesandanglesofLiND3.05H0.95SO4

(b)

(c)

( a

그림 3-1.CrystalstructureofLiN(DxH1-x)4SO4.Thedisplacementellipsoids

aredrawnonthe50% probabilitylevel.(a)a-axisprojection,(b)

b-axisprojection,(c)c-axisprojection

라.상 이 연구

(1)시료환경장치(CCR)에서의 시료 정렬

단결정 시료를 이용한 회 실험은 분말시료와 달리 시료를 분 장치 심에

잘 정렬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하나로 FCD는 보통 2～3mm 크기의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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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데,이 게 시료가 커지면 시료 정렬 시 작은 오차도 측정 데이터의 질

에 향을 미치게 된다.FCD 시료 정렬은 상온 실험의 경우 카메라와 모니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효과 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온실험의 경우 실험 특성 상

으로 시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온에서의 시료 정렬은 기본 으로 불가능하

다.온도가 내려가면 온 장비의 속 부분이 수축하게 되고 따라서 상온에서

분 장치 심에 잘 정렬되어 있던 시료의 치가 수직 방향으로 심에서 벗어

나게 된다.온도에 따른 수축 정도를 실험 으로 확인하여 높이 보정을 하여도

온장비의 cold-end와 시료 (sampleholder)가 정확히 일직선상에 있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높이 보정을 하는 순간 수평 방향의 정렬은 흐트러지게 된

다.

알루미늄 캔 속에 치한 시료의 치를 확인/정렬하기 하여 Gd2O3필름

과 Cd조각을 성자 marker로 이용하 다.즉,시료 바로 의 시료 holder에

Gd2O3 필름 marker1을,시료 아래쪽에 Cd조각으로 marker2를 치시키고,

vacuum shroud 바깥쪽에 Cd 조각을 붙여서 marker3으로 이용하 다(그림

3-2).자체 개발/제작한 효율 2차원 검출기(LE_PSD)를 마치 카메라처럼 사용

하여 직진빔에서의 이미지를 얻어 온에서 치가 흐트러진 시료의 높이 보정

은 물론수평 방향의 정렬을 성공 으로 수행하 다.그림 3-2에 나타낸 상온에

서의 이미지와 높이 보정 20K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온에서 marker

치가 쪽으로 이동된 것을 볼 수 있다. 온 장비의 높이를 조정하여 온도 하강

에 따른 수축에 의해 시료 높이가 흐트러진 것을 다시 분 장치의 심에 치

시키고 수평 방향의 정렬을 수행하 다.

(2)상 이 온도 후의 회 피크 변화

상 이 온도 후의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200),(101)그리고 (040)피크

에 하여 온도를 하강시키면서 rockingcurve를 측정하 다.그 결과 문헌상의

상 이 온도인 283K 이하에서 피크 분강도의 격한 변화가 측정되었으며(그

림 3-3)이는 283K에서 결정구조가 변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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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LEPSD를 이용한 시료 정렬 그림 3-3.283K 상 이 후의

피크 강도 변화  

(3)223K에서의 회 데이터 수집

283K에서의 상 이 후 확실한 온데이터를 얻기 해 회 데이터 수집 온

도를 223K로 설정하 다. 단사정계(monoclinic)의 격자상수 a=5.268(1)Å,

b=4.382(5)Å,c=5.249(1)Å,α=90.0(1)도,β=119.5(1)도,γ=89.9(1)도를 얻었다.2θ≤

99.9도 역에서 θ 스캔으로 총 526개의 회 데이터를 얻었다.418개의 데이터를

구조해석에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2.수소/ 수소 치환 단결정 상온 측정 해석

가.KHCO3와 KDCO3단결정 상온측정,해석

(1)구조 분석

KHCO3는 상온에서 단사정계(monoclinic)이고 공간군은 P21/a이다. 기 원

자좌표는 문헌값을 용하 으며 격자상수는 UB-matrix정련을 통해 얻은 결과

를 이용하 다.SHELXL97을 이용한 성자 회 데이터의 정련 결과 최종신뢰

도 R은 KHCO36.7%,KDCO34.2%를 얻었다.표3-5에 결정학 데이터를 정리

하 다.

(2)결정구조 해석 수소원자 거동 연구

수집한 성자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수소/ 수소원자까지 모든 원소의 비등

방성 온도인자를 정련하 다.KDCO3의 경우 H를 치환해서 들어간 D의 유율

을 정련한 결과 D=67.5%,H=32.5%를 얻었다.표 3-6에 수소결합을 포함한 주요

결합길이와 결합각을 정리하 다.수소결합의 donor인 O3의 경우 C와 결합한 다

른 산소원자 보다 긴 결합길이를 나타낸다.K는 8개의 산소원자와 결합하고 있

으며 뒤틀린 팔면체를 보여주었다.수소결합은 모두 "intermediate hydrogen

bond"로 분류할 수 있으며 CO3(D/H)는 인 분자와 수소결합으로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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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r형태로 존재하 다.그림 3-4는 KDCO3의 결정구조를 각 결정축 방향으로

투 것으로 CO3(D/H)dimer가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KHCO3 KDCO3

CellParameters

a=15.205
b=5.647
c=3.722
β=104.6°

a=15.144
b=5.634
c=3.715
β=103.7°

Datacollection
923refl./815unique
2θmax=100.03°

836refl./437unique
2θmax=102.4°

R(F)
allatomsanisotropic

6.7%
(56parameters)

4.2%
(57parameters)

표 3-5.KHCO3와 KDCO3의 결정학 데이터

d KHCO3[Å] KDCO3[Å] d KHCO3[Å] KDCO3[Å]

C-O1
C-O2
C-O3

1.246(2)
1.285(3)
1.337(3)

1.247(2)
1.275(2)
1.335(2)

K-O1
K-O1'
K-O2
K-O2'
K-O3
K-O3'
K-O3"
K-O3*

2.748(4)
2.836(5)
2.787(4)
2.891(5)
2.703(4)
2.881(5)
2.946(5)
3.012(5)

2.742(3)
2.828(4)
2.783(4)
2.898(4)
2.696(3)
2.876(4)
2.919(4)
3.025(4)

표 3-6.KHCO3와 KDCO3의 주요 결합길이와 결합각

Hydrogenbonding

d KHCO3[Å] KDCO3[Å]

O-D/H
D/H...O
O...O

<O-D/H-O

1.010
1.586
2.593
174.2

1.022
1.584
2.601
172.9

그림 3-4.KDCO3상온결정구조를 각 축으로 투 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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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소/ 수소 치환 단결정 온도실험 상 이 연구

(1)결정구조 해석

KDCO3는 140K의 온에서 단사정계(monoclinic)이고 공간군은 P21/a로 상

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기 원자좌표는 상온데이터를 용하 으며 격자상수

는 UB-matrix정련으로 얻은 결과를 이용하 다.SHELXL97을 이용한 결정구

조의 정 화 결과 최종신뢰도 R은 6.3% 이었다(표 3-7).

수집한 성자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수소/ 수소원자까지 모든 원소의 비등

방성 온도인자를 정련하 다. 온에서는 모든 원소의 비등방성 온도인자 값이

작아졌고 특히 D/H의 변화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표 3-8참조).표 3-9와 그

림 3-5의 수소결합과 결정구조를 살펴보면 140K의 결정구조는 상온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RT 140K

CellParameters

a=15.144

b=5.634

c=3.715

β=103.7°

a=15.164

b=5.615

c=3.671

β=104.0°

Datacollection
836refl./437unique

2θmax=102.4°

829refl./459unique

2θmax=102.0°

R(F)

allatomsanisotropic

4.2%

(57parameters)

6.3%

(57parameters)

표 3-7.KDCO3의 RT와 140K에서의 결정학 데이터

Principalmeansquareatomicdisplacements

atom RT 140K

K
D/H
C
O1
O2
O3

0.04560.03520.0315
0.06470.05480.0378
0.03630.03180.0303
0.05410.03580.0313
0.05990.03330.0321
0.05230.04570.0285

0.02930.02830.0260
0.04400.03250.0272
0.02830.02700.0238
0.03270.03030.0225
0.03490.03320.0220
0.03450.03050.0271

표 3-8.KDCO3의 RT와 140K에서의 U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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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O3Hydrogenbonding

d RT[Å] 140K[Å]

O-D/H
D/H...O
O...O

<O-D/H-O

1.022
1.584
2.601
172.9

1.008
1.594
2.598
173.4

표 3-9.KDCO3의 RT와 140K에서의 수소결합 비교

그림 3-5.상온과 140K에서 KDCO3의 결정구조

3.열운동 보정과 해석기법 개발 용

가.LiH2PO4결정구조와 TLS분석

(1)결정 구조 분석

A(H,D)2PO4형태 (A =K
+
,Rb

+
,Cs

+
,Tl

+
등)의 결정구조는 특이한 ferroic

성질을 보여주며, 략 2.5Å 정도의 짧은 O…(H,D)…O의 수소 결합 내에서 수

소 는 수소의 정렬에 의한 다양한 구조 인 상 이를 보여 다.가장 표

인 물질은 KH2PO4(KDP)이다.이에 반해 K의 자리에 Li을 치환한 LiH2PO4

(LDP)의 경우에는 이미 결정구조내의 모든 수소가 정렬을 하고 있어 구조 상

이가 찰이 되지 않으며,실온에서 매우 높은 양성자 도율을 보여 다고 보고

가 되어 있다.LDP내의 도율은 실온에서 10-4Ω-1cm-1과 10-5Ω-1cm-1사이의

값을 보이며,375K에서는 이 값이 무려 10-3Ω-1cm-1에 달한다. 재까지 LDP의

구조는 X선을 이용해서만 연구가 되어 있으며, 성자를 이용한 연구는 무한

상태이다.X선은 원자내의 자 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에 Li H의 값은

상 으로 자가 은 원자가 들어 있는 결정구조의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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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의 X선 연구에 의하면 상 으로 가벼운 원소인 Li와 H의 열 진동 인

자가 작게 나타나며,그럼에도 높은 도율을 보이면 결정구조 내의 PO4사면체

의 운동이 있을 것으로 기 가 된다. 한 열진동에 의해 실제 결합길이가 달라

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에,Li H와 같은 상 으로 가벼운 원자들에 해

서 강 을 갖고 있는 성자 회 기법으로 단결정 구조분석을 수행하 다.

(2)TLS(Tranlsation,LibrationandScrew)분석

열운동에 의한 결합 길이 보정을 해 TLS 분석을 시행하 다.여기에서

TLS란 분자들이 강한 비등방성 진동을 보이는 경우에 결합길이가 략 0.1Å 정

도까지 짧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TLS분석을 통해 보정을 하여 정확한 결

합길이를 얻어 낼 수 있다. 한 이를 통해 분자들의 운동 분석도 가능하다.

그림 3-6.PO4사면체의 운동 그림 3-7.분자의 강한 비등방성진동에

의한 결합길이 변화

(3)결정구조 분석

성자를 이용한 단결정 분석에는 일반 으로 고품질의 상 으로 거 한

크기의 시료가 요구가 되며,분석에 사용한 시료는 수용액 법으로 합성을 하

다.온도변화에 따른 열진동 값의 변화 구조의 변화를 보기 해 300K

100K에서 실험을 수행 하 다.300K에서 얻어진 격자 상수의 값은 다음과 같다.

SpaceGroup:Pna21,a=6.241(7)Å,b=7.643(8)Å,c=6.870(4)Å,α=β=γ=90도,Z=4

1984개의 회 반 을 얻었으며,이 1706개의 회 반 이 칭독립이었

다.여기에 통계 기 치인 I(hkl)>3σ 를 용하여 1569개의 회 반 을 최

종 으로 구조정산에 사용하 다.X-ray연구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Li H를

포함한 모든 원자들의 좌표 비등방성 열 진동 계수가 제약 없이 정산이 되었

다(표 3-10).결정의 품질이 뛰어나기에 소 보정(ExtinctionCorrection)도 수행

하 다.모델과 실험이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최종 인 통계 값은 다

음과 같다:RF =5.41%,wR=6.8%.100K에서도 실온에서의 측정과 비교를

해 동일한 시료에 해 측정 온도를 제외한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얻어진 정보는 다음과 같다.SpaceGroup:Pna21, a=6.230(8)Å,b=7.623(3)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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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875(5)Å,α=β=γ=90도,Z=4,총 1,471개의 회 반 이 칭독립이었고,그

1,396개의 회 반 이 통계조건을 만족하 다.실온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원

자들은 제약 없이 정산이 되었으며,소 보정도 수행을 하 다.최종 인 값은

다음과 같다 :RF=5.13%,wR=5.04%.

그림 3-8.LDP의 결정 구조 

그림 3-9.LDP 내의 LiO4

PO4사면체

그림 3-10.LDP내의 두 가지 형태의 수소 결합

(a)H1과 련된 수소 결합

(b)H2와 련된 수소 결합

(c)두 개의 서로 다른 수소사이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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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Positionalandmeansquaredisplacementsat300Kand100K.For

allatoms,theparametersinthefirstlinearetakenfrom themeasurement

at300Kandinthesecondlinefrom themeasurementat100K.
meansquaredisplacement=exp(-2π2)(U11h

2a*2+U22k
2b*2+U33lc

*2+2U23klb
*c*+2U13hla

*c*+2U12hka
*b*)

(4)결과 해석 물성과 결정구조간의 계

H3PO4와 H2SO4와 같은 oxoacids는 수용액 내에서 해리가 됨에 따라 수화

된 양성자가 생성되며,이에 따라 양성자 도율을 보인다.그러나 물이 없는 환

경에서도 이런 산들은 매우 높은 도율을 보인다.양성자는 자신의 자껍질에

자를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이온이며,이런 이유로 매우 강력하게 주변의

환경에 있는 자 도와 반응을 한다. 속 내에서는 비편재화 된 자 도를

도띠 내에 형성을 하며,비 속 내에서는 양성자,즉 수소는 주 에 이웃한 가

자 도와 강하게 반응을 한다.이 이웃한 원자가 하나의 산소이며 다른 기

음성도를 지닌 종과 상당히 분리된 치에 있으며, 략 1.0Å 이내에서 O-H

결합을 형성한다.이 경우에 양성자는 산소의 자가 도내의 깊숙한 곳에 최

에 지를 갖는 치를 찾게 된다(그림 3-11(a)).반면에 다른 산소로부터 2.5-

2.8Å정도 떨어진 치에 있는 수소의 경우에는,양성자는 두 개의 결합에 참여

하게 되는데,하나는 소 양성자 주게(protondonor)라 불리는 짧고 강한 결합

이 되며,다른 하나는 양성자 받게(protonacceptor)라 불리는 길고 약한 결합이

된다.이 경우에는 비 칭 인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며,방향성을 보이게 된다

(그림 3-11(b)).만약에 산소와 매우 짧은 거리에 치하게 된다면( 략 2.4Å),

수소는 심지어 칭 인 수소 결합을 형성하게 되며(그림 3-11(c)),양성자는

두 개의 등가인 결합에 참여하게 된다.일반 으로 KDP계열은 그림 12의 c)

와 같은 형태를 보여주나,LDP의 경우에는 b)형태의 에 지 우물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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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비 속 환경 내에서의 양성자의 다양한 결합 형태

표 3-11에는 LDP의 상온에서의 평균 제곱 진동 진폭값[Mean-Square

DisplacementAmplitude]을 정리하 다.값이 0에 가까울수록 서로 상 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이것을 통해서 산소원자들 O1,O2,O3,O4가 P원자

와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Li원자도 산소들과 LiO4사면체를 구성

하지만,P원자에 비해 상 계가 작음을 보여 다.이것은 P원자가 산소원자

들과 강체[RigidBody]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높은 양성자 도율은 일반

으로 고온에서 응용분야에서 의미가 있기에 온인 100K 측정 자료에 한

MSDA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PO4사면체들은 두 개의 수소결합으로 연결이 되

어있고,이것을 통해 a- c-축을 따라 지그재그 체인이 형성이 된다.다른

KDP계열 물질과 다르게 Li도 산소와 사면체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일반 으로 Li은 상 으로 가벼운 원소로 거 한 열진동 인자가 기 되나,

LDP내에서는 매우 작은 값을 보인다.이것은 아마도 LiO4사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PO4사면체는 결합길이 결합각을 고려

할 때 변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표 3-12,3-13),이를 해 결합길

이 보정을 시도하 다. 한 KDP계열의 특징은 매우 짧고 강한 수소결합인데,

LDP의 경우에는 상 으로 긴 결합길이를 보이며,결합각도 KDP계열의 경우

에는 거의 직선인 180°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는데,LDP의 경우에는 실온에서

170.6 162.9°의 값을,그리고 100K에서는 170.7 163.7°를 보인다(표 3-14).

기 도도가 높은 물질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두 개의 산소간 거리가 2.6Å 정

도인 간 는 약한 수소결합을 보이는데,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LDP내의 수

소 H1이 이와 유사한 값을 보이며,LDP내의 도가 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상 으로 긴 수소결합 길이는 수소결합의 강도를 떨어뜨리며,

결과 으로 양성자 받게 역할을 하는 다른 쪽 PO4사면체의 재배열을 용이하게

만든다고 생각된다.Thma11 로그램을 사용을 하여 LDP내의 운동을 분석

하고 결합길이 보정을 시도하 다.열 진동 보정을 해서는 고품질의 측정 데이

터가 요구 된다.열 진동 보정에 따르면 LDP내의 PO4사면체의 운동은 실온에

서 략 4.95°에 달한다.이것은 KDP계열물질 의 하나인 TlH2PO4 (TDP)의

10.8°에 비해 작은 값이기는 하나,TDP의 경우에는 수소원자도 비정렬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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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고려할 때,LDP의 경우 순수한 PO4사면체의 운동에 의한 것이라 해

석 할 수 있다.

표 3-11. Matrix of differences of

observed MSDA (Mean-Square

Displacement Amplitude) value (Å2)

forLDPatroom temperature 표 3-12.P-O bondlengths(Å)

ofLDP

표 3-13. Li-O bond

lengths(Å)ofLDP

표 3-14. Distances (Å) and angles of

hydrogenbondsofLDP at300K & 100K.

Theparametersinthefirstlinefrom 300K

measurement,inthesecondlinefrom 100K

measurement 

표 3-15.Correctedanduncorrectedbondlengths(Å)inLDP

uncorr. corr.

P-O1

P-O2

P-O3

P-O4

O3-H1

O4-H2

1.494

1.495

1.589

1.574

0.987

1.023

1.495

1.495

1.590

1.575

0.98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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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소결합형 혼합결정 제작 특성 연구

가.(Rb1-xTlx)H2PO4혼합단결정

(1)연구 배경

수소결합물질에서 양성자의 Born-Oppenheimer 우물 (Born-Oppenheimer

protonpotential)은 생물학 그리고 기술 으로 요한 물질내의 양성자 도

(proton conductivity) 각종 상 이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한다.특히

고체연료 지의 해질로 사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높은 양성자 도를

갖는 수소결합형 고체물질들은 일반 으로 고온상에서 수소원자들이 비정렬

상태로 배열이 되어 있다. 부분의 수소결합형 물질은 수소원자들이 고온에서

비정렬 상태로 되어 있다가 온에서 정렬이 되면서 상 이를 야기하는데 반해,

양성자 도물질들은 특이하게도 온에서 상 이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양성자 우물의 형태만 변한다고 알려져 있다.이론 인 계산에 의하면 이런

상은 양자역학으로만 설명될 수 있으며 생체계에서 특히 많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이런 형태의 수소결합을 특히 low-barrier hydrogen bonds

(LBHB)라고 부른다.일반 으로 이런 형태의 수소결합은 몇 가지 단계를

걸쳐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처음에는 존재확률 50:50인 이 우물에서

최종 으로 단일우물 구조로 변하며,이를 통해 수소결합은 비 칭 형태에서

칭 형태로 변화된다고 알려져 있다.특히 이런 형태에 해 실험 으로

임계결합길이 (criticalbond length)로 설명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수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길이는 략 2.4Ǻ 정도로 알려져 있다.수소를

수소로 치환하게 되면 특정 성분비에서는 소 “양자 상 이 (quantum phase

transition)"로 설명되는 상 이 상이 찰되기도 한다.지 까지는 이런

상들은 일반식 M3(H,D)(SO4)2 (M = K
+
, Rb

+
, Tl

+
, Cs

+
, NH4

+
) 의

황산화물에서만 측되어 왔다.이와는 조 으로 리 알려진 수소결합형

강유 체 KDP계열 (일반식 M(H,D)2PO4,M =K
+,Rb+,Tl+,Cs+,NH4

+)에서는

황산화물 계열에 비해 도율도 낮고 온에서 상 이가 나타나지 않는 상이

보고된 바 없다.KDP 계열은 결정구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KH2PO4,RbH2PO4,NH4H2PO4 와 같이 수소결합이 3차원을 구성된

구조와 TlH2PO4 CsH2PO4 와 같이 수소결합이 2차원으로 결합된 구조이다.

Rb 와 Tl은 이온반경이 략 1.47Ǻ로 거의 차이가 없으나,Rb 은 3차원

수소결합인 결정구조를 보이는 강유 체를 형성하는 반면,동일한 이온반경을

갖는 Tl의 경우는 이와 조 으로 2차원 구조를 형성하며,강탄성을 보인다.

핵사 극공명 (nuclearquadrupoleresonance,NQR)실험결과에 의하면 Tl과

Rb이 혼합된 결정은 순수한 상태에 있을 때와 구조가 달라 질 수 있으며,특정

역에서는 (Rb1-xTlxH2PO4,0.2 x 0.8) 상 이가 찰되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다.이 역에서 결정구조는 순수한 Tl이 들어가 있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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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할 것이라 측된다.

(2)연구목

재까지 핵사 극공명 방법에 의한 연구 외에 본 혼합결정에 한 상 이

존재 여부에 한 연구가 알려진 바가 없다.이에 실제로 온에서 상 이가

존재하지 않는 양성자 도물질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지 아니면 반강유

물질과 강유 물질 사이의 경쟁에 의한 극자 유리 (dipoleglass) 상이

나타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한 아주 은 양의 Tl을 첨가 하 는데도,

TlH2PO4 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것은 Tl의 고립 자 (lone-pair

electrons)때문이라 생각되는데,Tl의 고립 자 이 수소결합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한 시스템이라 생각된다.

그림 3-12.결합길이에 따른 수소결합내의

수소에 지 우물의 변화 계산

(3)시료 합성

혼합결정 시료는 다음과 같은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수용액법으로

합성하 다.

(Tl2CO3)x+(Rb2CO3)1-x+2H3PO4=2Rb1-xTlxH2PO4+CO2↑+H2O

일반 으로 의 반응은 pH 값에 강한 의존성을 보인다.결정의 품질을 좋게

하기 해서는 수용액이 약산성을 보여야 하며,이를 해 실제 필요한 양보다

좀 더 많은 양의 인산을 첨가하 다.여기서 한가지 주의를 해야 할 것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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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산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은 양의 산이 들어가게 되면 원하는 시료

외에 다른 시료들도 함께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포화 수용액을 항온조

안에 넣고 용매를 증발시키는 증발법을 통해 단결정을 성장 시켰다.종자를

사용하여 키우는 방법도 있으나,여기에서는 자발 인 성장방법을 선택하 다.

바닥에 생성된 결정들은 바로 제거를 하 으며,여러 번의 재결정 단계를 통해

시료를 성장 시켰다.결정들의 일부는 SEM 을 통하여 분석을 하 으며,EDX

옵션을 통해 화학성분을 분석하 다.이러한 분석결과 성자 단결정 구조

분석에 사용될 완벽한 단결정 시료를 얻었으며,그 외에 비열 유 율 측정에

사용될 시료를 얻어 내었다.

(4)물성 측정 (유 율 비열)

얻어진 시료에 해 일차 으로 온에서 상 이의 유무를 밝히기 해 유

율 비열측정을 시도하 다.유 율 측정에 사용된 시료는 표면을 거울면으

로 연마 하 으며,면 5.0625mm2이고,두께는 0.55mm 다.측정은 실온에

서부터 15K 까지 실행 하 고,주 수 의존성을 보기 하여,100Hz,1KHz,

10KHz,100KHz 1MHz 역에서 유 율 측정이 이루어 졌다.50～100K 사이

에서 유 율의 주 수 의존성이 측 되었으며,미세하기는 하나 상 이로 보이

는 상이 측 되었다.이 결과에 의하면 혼합결정은 온 역에서 상 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며,이것은 기존의 핵사 극공명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

다.양성자 유리상이 존재할 시 비열측정을 하면 가열과 냉각시에 서로 다른 이

력을 보이는데 비열측정 결과에서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만약 유 율

측정에서 나온 것과 같이 상 이가 실제로 존재 한다면, 한 유 율의 주 수

의존성이 있다면,이 혼합결정은 온에서 양성자 유리로 존재할 것이라 생각 된

다.양성자 유리는 기존 연구에 의하면, 온에서 엇맞는 구조를 보이므로 성

자 회 실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3.얻어진 혼합

결정 시료들
그림 3-14.순수한 TlH2PO4의 온도에 따

른 유 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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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SEM EDX 분석결

과

그림 3-16일반 인 양성자 유리의 유

율 특성

그림 3-18.혼합결정 시료의 온도에 따

른 비열 변화  
그림 3-17.혼합결정의 온도 주

수 변화에 따른 유 율

나.수소결합형 혼합결정의 온도에 따른 비정렬 수소 거동연구

1) 성자 단결정 분석

편 미경하에서 2x2x1mm
3
정도의 Rb0.51Tl0.49H2PO4단결정이 선택이

되었으며, 성자 분석에 사용 되었다.측정은 실온에서 이루어 졌다.분석된

시료의 품질은 라그 회 반 상 을 분석하여 이루어 졌으며,회 반 상이

기계의 해상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미루어 좋은 품질임을 알 수 있었다.

회 조건의 검사를 통해 단사정계의 공간군 P121/a1이 얻어졌고,격자상수는 a

=14.43(1)Å,b=4.543(5)Å,c=6.400(9)Å ß=91.77(9)°.과 같다.



-198-

라그 회 반 의 강도는 (sinθ/λ)max =0.827Å
-1
.매 6시간 마다 3개의 표

회 반 을 선택하여 실험의 안정성을 확인하 다.이 게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

여 소 말하는 MC-Factor0.05를 얻었으며,이를 통해 회 반 강도의 표

편차를 보정하는데 사용하 다.원자들의 흡수단면 이 작기에,흡수보정은 시행

하지 않았다.결정구조는 성자 단결정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값을 시작 값으로

사용하여 정산을 하 다.원자들의 성자 산란 길이는 InternationalTablesfor

CrystallographyC를 통해 얻었다.총 2553개의 회 반 이 얻어졌으며,등가인

회 반 을 평균하여 Rint=2.86% ( 칭 등가인 회 반 들이 평균값에서 벗어

나는 정도를 측정함.)를 얻었으며,이를 통해 총 1929개의 칭 독립인 회 반

을 얻었다.이 에서 I(hkl)<2σ(I(hkl))의 기 을 용하여,1315개의 회 반

을 얻어서 구조정산에 사용하 다.정산에 사용한 로그램은 성자 측정 자

료에 특화되어 있는 JANA2006을 사용하 다. 치와 이방성 평균 제곱 이동

요소 (mean-squaredisplacementparameter,소 말하는 Debye-WallerFactor,

원자의 열진동 값을 지시함)가 scalefactor와 함께 정산되었다. 성자 단결정

분석에 있어서 요한 소 효과는 (Extinctioneffect)JANA 2006 로그램에

따라 수정을 하 다 (isotropic,LorentziantypeI).최종 인 통계수치는 RF =

5.27%,wR=5.84%,S=2.91이다.그림 3-19에 이를 통해 얻어진 결정구조가

나와 있다.결정구조내의 실제 인 Rb Tl의 비를 구하기 해,정산을 통해

얻어진 실질 인 산란 길이 beff=7.915(9)fm 를 이용하 고,Tl의 양은 beff=

xbTl+(1-x)bRb,x=(beff-bRb)/(bTl-bRb)과 같은 계를 통해 얻어졌다.bRb=7.09(2)

fm,bTl=8.776(5)fm 을 이용하여,x=0.49(1)을 얻었고,이를 통해 결정의 화

학식 Rb0.51Tl0.49H2PO4를 얻었다.

그림 3-19.실온에서의 b축 방향에서 바라본 혼합결

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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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으로 혼합결정의 구조는 실온에서 세 개의 서로 결정학 으로 다른 수소

원자를 갖는 순수한 TDP 기존에 연구한 Rb0.46Tl0.54H2PO4와 유사하다.세 개

의 수소원자 에서 H1 H2두 개의 수소원자는 강하고 짧은 칭 인 O…

H…O 수소결합 내에 비정렬 되어 있으며,반면에 H3원자는 정상 인 비 칭

수소결합 내에 정렬되어 있다 (일반 으로 정렬이 되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

은 비 칭 결합을 보이며,비정렬 상을 보이는 수소결합의 경우에는 칭 인

결합을 보이며,수소는 정확하게 가운데 치를 한다).anisotropicmean-square

displacements를 갖도록 구조정산을 하 을 시,H1 H2수소원자는 O ...O

방향으로 길게 신장된 모습을 보이는데,이것은 수소원자가 비정렬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 (원자들은 0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진동을 하고 있으며,일반

으로 진동의 방향은 결합방향에 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제일 진폭이 크다.이것

은 화학 으로 결합을 이루고 있는 방향에 해서는 움직임이 제한이 되기 때문

인데,결합을 이루고 있는 방향으로 제일 큰 진동을 보이기에 이것은 비정상 인

운동이 되며,이것을 통해 원자들이 비정렬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비정렬 상태의 H1 H2수소원자를 통한 수소결함으로 PO4 사면체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c축 방향으로 PO4-H -PO4-H -PO4지그-재그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이 체인들은 O3-H3...O4수소결합에 의해 b축 방향으로 연

결이 되며,이를 통해 bc평면에 평행한 층상 구조를 구성한다.이웃한 두 개의

층간에는 Tl
+
/Rb

+
이온들과의 Coulomb결합에 의해 연결이 되어 있다.Rb

+

Tl
+
가 동일한 치를 유하고 있는지 알기 해 다양한 모델을 갖고 구조정산

을 시도하 으며,순수한 TDP내의 Tl
+
이온이 갖고 있는 열진동 인자와 비교를

하 을 때 특이한 이 없기에,두 개의 원자는 동일한 치를 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비정렬 상태인 H1 H2수소가 실제 으로 반 심 치에 있는지

를 확인하기 해 non-split splitmodel을 사용하여 구조정산을 하 다.

splitmodel을 이용한 정산에서는 수소가 반 심 근 한 치의 소 결정학

에서 말하는 specialposition이 아닌 generalposition에 50% 의 유율을 갖

고 있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다.구조정산 결과 splitmodel로 최상의 결과를 얻

었다.에 지 우물의 형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해 doublepotentialmodel

anharmonicsinglepotentialmodel을 이용하여 구조정산을 시도하 으나,해

상도의 문제로 어느 것이 좀 더 가까운 모델인지는 밝힐 수 가 없었다(여기에서

말하는 해상도는 역격자 공간내의 해상도로 sinθ/λ 로 정의된다.이 값이 1Å-1

이상일 때 Fourierdifferencemap에서 식별이 가능하다.본 실험의 경우 해상도

는 sinθ/λ =0.827Å
-1
이다).표 3-16에는 원자들의 치 정보와 열진동에 한

정보가 나와 있다.원자들은 각각의 서로 다른 결정들내에서 거의 동일한 치를

유하고 있다.표 3-17에는 P-O 결합길이가 표 3-18에는 수소결합에 한

정보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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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PositionalandmeansquaredisplacementsforRb0.5Tl0.49H2PO4,Rb0.46
Tl0.54H2PO4andTlH2PO4at300K.
meansquaredisplacement=exp(-2π2)(U11h

2a*2+U22k
2b*2+U33lc

*2+2U23klb
*c*+2U13hla

*c*+2U12hk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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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III.  P – O bond lengths (Å) of Rb0.51Tl0.49H2PO4, Rb0.46Tl0.54H2PO4
11) and 

TlH2PO4
10) from split-model refinements at room temperature. 

 

 Rb0.51Tl0.49H2PO4 Rb0.46Tl0.54H2PO4 TlH2PO4 
P – O1 1.513(2) 1.529(3) 1.527(2) 
P – O2 1.528(2) 1.532(2) 1.532(2) 
P – O3 1.548(2) 1.540(2) 1.543(2) 
P – O4 1.520(1) 1.515(2) 1.527(2) 

Mean Value 1.527(2) 1.529(3) 1.532(2) 

 

표 3-17.P-Obondlengths(Å)

일반 으로 PO4그룹은 실온에서 약간 변형이 되어 있다.평균 인 P-O

결합길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수소결합과 서로 련 있는 P-O결합

의 길이는 상 계가 있어 보인다.실온에서 이미 정렬상태인 H3와 결합되어

있는 P-O3는 가장 긴 결합길이를 보이며,P-O4는 가장 짧은 결합길이를

보인다.이미 정렬된 산소원자와 인 원자들 사이의 차이는 순수한 TDP와 비교

를 할 때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0.28Å in Rb0.51Tl0.49H2PO4,0.025Å in

Rb0.46Tl0.54H2PO4,0.016Å inTDP).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O3-H3
...
O4결합

의 강한 이방성을 의미하며,이것은 다시 산소원자가 트 가 되는 수소원자

와 강한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므로,이것은 Rb+ 이온이 50% 이상

TDP구조 내에 치환이 되면,정렬 상태의 수소원자와 이루고 있는 수소결합의

강도가 커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표 3-18에 나와 있는 주게 받게 원자들

간의 거리 수소결합의 각도가 이런 가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두 개의 비정

렬 된 수소 H1 H2는 간 정도의 결합강도를 갖는 P-O1 P-O2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이것은 KDP,RDP TDP에 한 연구에서도 찰되어

진다.기존의 TDP 련 연구와 비교를 하여 볼 때,단지 O1-H1-O1수소결

합 각이 Rb
+
이온의 함량에 따라 큰 변화를 보여 다.이것에 한 이유는 불분

명 하나,순수한 TDP의 경우 단지 O1-H1-O1만이 구조상 이의 경우에

요한 역할을 하며,산소원자에 붙어 있는 H2원자는 단지 PO4그룹의 운동을

따라 가기만 한다고 보고된바 있다.O
...
H

...
O수소결합의 각은 TDP에서 혼합

결정 쪽 으로 갈수록 평평해 지는 경향을 보인다(O1
...
H

...
O1의 각도 :

172.6°(295K 240K 에서의 TDP의 평균값),175.8°inRb0.46Tl0.54H2PO4

176.5inRb0.51Tl0.49H2PO4,O2
...H ...O2의 각도 :175.6°(295K 240K에서의

TDP의 평균값),176.5°inRb0.46Tl0.54H2PO4 176.1inRb0.51Tl0.49H2PO4).표

3-19에는 Tl(Tl/Rb)-O간의 거리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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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IV.  Distances (Å) and angles of hydrogen bonds (°) for Rb0.51Tl0.49H2PO4 in 
the first line, in the second line for Rb0.46Tl0.54H2PO4

11), in the third line for TlH2PO4
10) 

at room temperature and in the fourth line for TlH2PO4 at 240K10) from split-model 
refinement.  
 

D – H … A D – H H – A D – A Angle 
1.029(5) 1.419(5) 2.446(2) 176.5(1) 
1.035(8) 1.403(8) 2.436(8) 175.8(7) 
1.040(7) 1.409(7) 2.445(7) 172.8(4) 

 
O1 – H1 – O1 

1.032(7) 1.422(7) 2.448(7) 172.3(4) 
1.013(4) 1.464(4) 2.476(2) 176.1(9) 
1.026(7) 1.451(7) 2.476(7) 176.5(4) 
1.012(6) 1.469(6) 2.480(7) 176.2(5) 

 
O2 – H2 – O2 

1.010(8) 1.475(9) 2.483(8) 174.9(6) 
1.151(3) 1.362(3) 2.494(2) 179.0(5) 
1.151(4) 1.356(5) 2.506(4) 176.1(9) 

1.176(3) 1.337(3) 2.512(3) 176.8(4) 

 
O3 – H3 … O4 

1.150(6) 1.356(6) 2.506(6) 177.2(4) 
 

 Table V.  Tl(Tl.Rb) – O bond lengths (Å) of Rb0.51Tl0.49H2PO4, Rb0.46Tl0.54H2PO4
11) 

and TlH2PO4
10) from split-model refinements at room temperature. 

 

 Rb0.51Tl0.49H2PO4 Rb0.46Tl0.54H2PO4 TlH2PO4 
Tl(Tl/Rb) – O1 2.810(2) 2.830(3) 2.828(5) 
Tl(Tl/Rb) – O4 2.962(1) 2.946(8) 2.931(2) 
Tl(Tl/Rb) – O2 2.947(2) 2.967(5) 2.939(7) 
Tl(Tl/Rb) – O3 2.977(2) 2.974(7) 2.965(3) 
Tl(Tl/Rb) – O4 2.978(1) 3.017(7) 3.025(5) 
Tl(Tl/Rb) – O3 
Tl(Tl/Rb) – O2 

3.084(1) 
3.182(2) 

3.122(8) 
3.181(4) 

3.133(5) 
3.201(5) 

Mean Value 2.991(2) 3.005(7) 3.003(5) 

 

표 3-18.Hydrogenbondlengths(Å)andangles(°)

표 3-19.Tl-Obondlengths(Å)

세 개의 화합물의 경우 Tl
+

Tl
+
/Rb

+
의 배 수는 략 으로 7이다. 이

속 다음의 속물의 경우에 최외각에 있는 s 자의 경우 이온화 되지 않거나

아니면 공유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 한다.이것은 소 inertpaireffect라고 부

른다.이 효과에 의해,Tl
+
,Pb

2+
는 Bi

3+
와 같은 속 이온들은 구조 으로 변

형된 다면체를 보인다.동일 속 이온 주변의 결합길이가 다른 것은 고립 자

(lonepairelectrons)에 의해 야기된다.Tl6s2과 O2p6사이의 불필요한 상호작

용을 피하기 해,Tl+이온 주 의 배 산소는 변형이 되어 있다.RDP의 경

우 Rb
+
이온과 산소원자 사이의 거리는 실온에서 2.943Å에서 3.027Å (평균 값

2.985Å)정도를 보이며,이것은 략 으로 등방성이라 할 수 있다.RDP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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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할 때 Tl
+
(Tl

+
/Rb

+
)- O 거리는 상당히 변화가 심하다 (2.811(3)Å 에서

3.182(2)Å).혼합결정의 산소의 배 수의 비정상 인 이방성 성질은 순수한 TDP

와 비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산소 배 다면체의 변형을 유발하는 Tl
+
이온의

고립 자의 sterochemicalactivity는 이 화학범 내에서 우세하다.Rb이온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Tl+(Tl+/Rb+)-O거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가장 짧은

Tl
+
(Tl

+
/Rb

+
)-O결합에 참여하는 O1의 결합길이는 2.811(2)Å 이며,이것은 다

른 산소원자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체계 으로 큰 값을 보여 다.이 상은 Tl
+

이온의 고립 자의 배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이런 경향은 Pb-O다면체와 같

은 고립 자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 내 에서 볼 수 있다. 를 들어 Tl-O1의

결합길이는 2.811Å 로 짧은 편인데,이것은 Tl
+
이온의 stereochemicalactivity

와 직 인 계가 있다(stereochemicalactivity라 함은 공간의 체 역에 고

립 자가 골고루 분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향에 고립 자가 존재함을 의

미한다.이에 따라 특정 방향의 결합길이만 향을 받으며 이를 통해 고립 자의

치를 알아 낼 수 있다.이는 X-ray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상 으로 어려우

며, 성자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상 으로 쉽고 정확하게 이를 확인 할 수 있

다). 결과 으로 Tl-O2의 거리는 Tl-O1 Tl-O4에 비해 에 띄게

길다.그 밖에도,Rb0.51Tl0.49H2PO4내의 Tl-O2 Tl-O4의 결합길이 순서

가 TDP Rb0.46Tl0.54H2PO4와 비교할 때 변화되어 있다.산소 O2는 비정렬

되어 있는 수소 H2와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결정구조 속으로 좀 더 많은 Rb
+

이온을 추가 하는 것은 Tl
+
이온의 고립 자를 다른 쪽 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

같고,이것이 궁극 으로 PO4사면체의 회 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2)상 이 분석

NQR (NuclearQuadrapoleResonance)연구에 의하면,Rb1-xTlxH2PO4 (0.2

≤ x≤ 0.8)혼합결정의 경우 TDP와 동일구조를 갖으며,두 개의 수소원자가

비정렬 상태로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이 역에서는 상 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과거에 Rb0.46Tl0.54H2PO4 단결정에 한 성자 분석에서 실온에서만

측정을 하 기에,이런 온에서 상 이가 없는 상을 criticalbondlengthrc

가설로 설명을 한 바 있다.그러나 온에서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상 이에

한 직 인 연구가 과거에 행하여진 NQR연구 외에는 없기에 이를 조사해

보기로 하 다. 온에서 상 이 유무를 단하기 해,온도에 따른 회 반 의

변화를 성자로 측하 다.100K 정도에서 (-601)회 반 에서 갑작스럽게

엇맞는 피크가 측되기 시작하 다.과거의 연구에 의하면 강유 성 물질과

반강유 물질이 경쟁을 하는 시스템에서 소 말하는 양성자 유리 (proton

glass)가 형성이 되면,엇맞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고 알려져 있다. 찰결과를

종합해 보면 략 100K근처에서 양성자 유리가 만들어 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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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100K에서 (-601)incommensuratepeak

그림 3-21.140K에서 (-601)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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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20K에서의 (-601)회 반

그림 3-23.5K에서의 (-601)회 반

이는 RDP의 강유 성)성질과 TDP의 반강유 성 성질간의 경쟁에 의한

것으로 생각 된다. 한 5K 에서도 엇맞는 피크가 찰이 되는 것으로 볼 때

온까지 양성자 유리는 안정 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지 까지는 양성자 유리

에서 엇맞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는 것만 알려져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는 보고된 바가 없는데,앞으로 평균 구조 엇맞는 상에서 변조되어 있는 결정

구조도 지속 으로 연구를 할 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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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1.단결정 성장장치 설계 제작

가.장치 개요

본 장치는 단결정 성장을 한 범용 장치로서,종자 (seed)결정을 이용한

단결정 성장 ( 럭스법 포함)과 릿지만법을 이용하여 단결정을 성장시키는 장

치이다.그림 4-1은 제작된 장치의 경이다.종자결정을 이용하는 경우 cold

seeding과 hotseeding법이 있을 수 있으며 후자인 hotseeding의 경우가 장치

제작 시 많이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다.Hotseeding을 한 삽입 장치는 1,100℃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종자의 앞뒤 치가 바 지 않고 안정

으로 성장 시료 에 낙하할 수 있어야 한다.참고로 사용할 종자의 크기는 략

3×3mm 이하로 작다. 한 이 장치는 백 도가니를 사용한 럭스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반면 릿지만법을 이용한 단결정 성장의 경우는 열처리

로의 격한 온도구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속 이송 속도의 제어로 단결정 성장

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1.제작 단결정 성장장치 경;왼쪽부터 정면,측면,시편 로딩 부분

나.장치 구성

본 장치의 구성은 각 물질의 결정성장 방법에 따라 종자결정법 ( 럭스법 포

함)과 릿지만법으로 나 수 있다.

(1)공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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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결정 성장장치는 hotseeding용 단결정 성장과 릿지만법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수직형 열처리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6존(zone)가열(각 존은 개별

조정,그림 4-2참조)로 최소 20cm의 온도 균일구간 온도 균일도 ±3℃를

갖도록 제작되었다.반응로 튜 는 알루미나(Al2O3,외경 4인치,길이 120cm)를

사용하 으며 seal부분에 냉각수공 라인이 장착되어 1,500℃의 고온에서도 원

활한 냉각이 가능하다. 한 고온에서 사용하는 분 기 튜 로이므로 진공 seal

이 요하며 로 내에 수증기 응결 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 다.시편의 치

단 제어 시스템 구 을 한 장치를 구성하 으며,6존 가열 제어를 포함

한 통상 인 제어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통제하도록 하 다 (그림 4-2).동 장

치는 여러 종류의 시편 앙을 수직로의 심 부분에 맞추기 하여 시편 장착

의 높낮이 조 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로의 열방출이 최소화 하도록 단열 작

업을 기본으로 하 고 실제 튜 로내 온도를 악하기 하여 열 열

포트를 설치하 다.

그림 4-2.제어부;왼쪽부터 6zonecontrol,flow meter& pressure& 고속

up/downcontrol,인터페이스 통제

(2)Seeding& 럭스법을 이용한 성장 장치

Seeding 방식에는 앞서 언 한 coldseeding과 hotseeding이 있다.Cold

seeding은 일반 인 것으로 특별한 구동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hotseeding

용 단결정 성장의 경우,hotseeding을 한 세부 장치 설계 제작에 있어

요 부분은 1,100℃ 이상의 고온 상태에서 열에 의한 최소 변형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모두 SUS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Hotseeding구동 방식은 진공 흡착식과

기계 흡착식 2가지 방법이 가능하도록 하 다.O2,Ar,air등의 가스 분 기

구 을 하여 펌 용량 200liter/min,base압력 40mtorr성능을 갖는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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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를 사용하고 MFCcontrol(1slm 용량)로 가스 유량을 조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추가로 여분의 가스 유량계 2개를 장착하 다. 한 장치의 진공도 감시

를 하여 mtorr단 를 확인할 수 있는 convectron gauge 진공-가압용

bourdongauge를 장착하 으며 가압시 장치의 안 을 하여 약 1.5기압 이상

에서는 자동으로 배기되는 채크 밸 를 장착하 다.시편의 장착은 bottom-up

방식으로 이를 한 up/down모터는 0.1～1m/min의 속도 범 내에서 동작하

며 이 과정에서 시편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 다.고온의 반응로 내부

를 찰을 하여 로 상부에 반사경을 제작,장착하 으며 럭스법에 의한 단결

정 성장을 하여 120cc용량의 백 도가니를 비하 다.

(3) 릿지만법을 이용한 성장 장치

본 단결정 성장장치는 6존을 3존씩 2블록으로 나 어 격한 온도구배를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이를 하여 5cm 두께의 단열 블록이 사용되었

으며, 의 seeding 럭스법 장치와의 호환이 최 한 쉽게 이루어지도록 제

작하 다.시편 장 은 bottom-up방향으로 정 속도 (0.1～1m/min)로 올리게

되고 결정 성장 시에는 up-bottom 방향으로 매우 느린 속도 (0.5～20mm/h)로

조 하여 내려오며 단결정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제작하 다.

(4)구간별 온도 로 일 테스트 결과 실제 온도

단결정 열처리 장치 제작의 기본 핵심인 온도 구배를 확인한 결과 그림 4-

3～4와 같이 본 장치는 20cm 구간에서 ±3℃내의 온도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이를 근거로 설정 온도에 따른 실제온도를 나타내는 장

치의 온도 표 화작업을 하여 에서부터 1,2,3,4,5,6존으로 나 고 온도

는 1-3존의 경우 4-6존보다 10-20℃ 이상 높게 설정하여 실제 온도를 찰하

다.설정온도에 따른 실제온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20cm 구간에서 설

정온도에 도달한 시간(0분)부터 30분간 실제온도의 변화를 찰하 다.이를 토

로 련 측정그래 측정결과의 1차 정련에 의한 선형식 (실제온도 =설정

온도 *0.966-2.2)을 얻음으로써 장치의 온도표 화 작업을 완료하 다 (그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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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개략 인 장치도 온도 구배 테스트용

균일도 확인 구간

그림 4-4.온도세 스 실제 온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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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단결정 성장장치의 온도 표 화

2.단결정 성장 장치를 이용한 단결정 성장 공정 확립

가.실험방법

YBCO 단결정 도체는 Sm1.8(Sm1.8Ba2.4Cu3.4O7-y)단결정 seed를 사용하

여 TSMG(Top-seededMeltGrowth)방법으로 제조되었다.단결정 제조에 사용

한 분말은 독일 Solvay社에서 구입한 Y123(99.9%)분말과 Y2O3분말을 100:25

의 몰 비율로 혼합한 Y1.5(Y1.5Ba2Cu3O7-y)분말에 1wt%의 CeO2를 첨가한 분말

을 사용하 다. 비된 분말을 측량하여 원형 몰드를 이용해 5ton의 압력으로 일

축 성형하여 pellet을 제작하 다.좀 더 치 화 하기 해 제작된 pellet은 냉간등

방가압(CIP;ColdIsostaticPress)을 이용하여 1800kg/cm2의 압력으로 삼축 가

압하 다.열처리 과정에서 도체 에 놓는 MgO기 으로 부터의 핵생성을

방지하기 해 Yb2O3와 Y2O3를 3:1비율로 혼합한 조각을 pellet과 MgO기 사

이에 깔고 실험을 진행하 다.그림 4-6에 MgO기 에 올려진 Y123pellet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단결정 성장장치에서 YBCO의 최 성장 온도 조건을 결정하기 하여 Tmax

온도와 도체가 단결정으로 성장되는 구간의 시작온도와 끝나는 온도 T1,T2

를 바꾸어가며 성장을 진행하 다.성형체는 100℃/h의 승온 속도로 960℃ 까

지 가열한 후 5시간을 유지하 다.이는 성형체 내에 섞여 있을 지도 모를 불순

물을 제거하기 한 과정으로 양질의 도체를 성장시키기 해 수행하 다.

이후 100℃/h의 속도로 Tmax까지 가열하여 온도를 잠시 유지 한 후 10℃/h의

속도로 T1까지 냉각하고 다시 0.5–1℃/h의 속도로 T2까지 냉각하여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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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 다.실험에 사용된 온도 스 은 그림 4-7에 나타내었다.온도 설정 시

1-6zone은 모두 같은 온도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그림 4-6.YBCO단결정 성장을 한 샘 구조

그림 4-7.YBCO 도체 열처리 스 공정 변수

나.결과 고찰

그림 4-8은 온도를 변화 시키며 성장시킨 YBCO 도체의 사진을 나타내

었고, 표 1에 각 sample의 성장 조건을 표시하 다.그림 4-8(a)-(d)는 직경

25mm 크기의 YBCO 도체이며 그림 4-8(e)-(g)는 직경 33mm의 YBCO

도체를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4-8(a)는 Tmax와 T1,T2를 각각 1012℃,992℃,942℃로 설정하여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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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샘 의 사진이다. 반 으로 샘 이 으로 퍼져있고 단결정으로 성장하

음을 확인할 수 있는 facetline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단결정 장치 내

의 가로 온도구배가 일정치 않다는 것으로 생각되어 (b)의 샘 은 (a)와 같은 온

도를 설정한 후 장치 내부의 온도구배를 안정화 시키기 해 air분 기에서 성

장을 진행하여 보았다.그 결과 사진에서 보듯이 샘 이 으로 퍼지는 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seed근처에서 facetline이 찰되었다.하지만 샘 의 표면

모습이 매우 거친 것으로 보아 성장 온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단되어 Tmax의

온도를 30℃ 높이고 T1,T2를 각각 10℃ 높여 Tmax,T1,T2를 각각 1042℃,100

2℃,952℃로 성장을 진행한 결과 (c)의 샘 을 얻을 수 있었다.(c)의 경우 seed

근처의 facetline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도체가 성장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나 빠른 냉각율로 인해 샘 이 끝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성장된 부 의 표면이 매끈하게 자라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온도를 조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되었다.따라서 냉각율을 0.5℃/h로 낮추고 각

온도를 3℃ 높여서 성장을 진행한 결과 (d)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잘 성장한 단결

정의 YBCO 도체를 얻을 수 있었다.직경 25mm 크기의 도체의 성장을

성공 후 직경 33mm 크기의 YBCO 도체의 성장을 진행하 다.사진 (e)는

(d)를 성장시킨 온도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한 직경 33mm의 샘 이다. 형의 단

결정 도체의 제작 시 크기에 상 없이 성장 온도는 일정하게 하며 냉각율

조 을 통해 단결정을 성장시키는데 이 경우 같은 온도로 성장 시킨 결과 양질

의 단결정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장비의 튜 내부에

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생각되며 심에서 멀어

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더 큰 크기의 단결정 도체를 획득

하기 해서는 장비의 온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그림 (f)는

Tmax,T1,T2를 각각 10℃ 높여 성장한 샘 의 모습이다.(e)에 비해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으나 여 히 으로 조 퍼지는 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장이 완

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온도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단되었고 온도

를 5℃ 더 높여 성장시킨 샘 을 (g)에 나타내었다.앞의 샘 들과 비교해 확연

히 잘 성장된 단결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표면의 facetline을 보아 성장이 끝

까지 단결정으로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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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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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그림 4-8.TSMG방법으로 성장된 YBCO 도체

표 4-1.YBCO 도체의 성장 조건

Sample Tmax(℃) T1(℃) T2(℃)
Holding

time(h)

cooling

rate(℃/h)
atmosphere

a 1012 992 942 0.5 0.3 none

b 1012 992 942 0.5 1 air

c 1042 1002 952 0.5 1 air

d 1045 1005 955 0.5 0.5 air

e 1045 1005 955 0.5 0.5 air

f 1055 1015 1005 0.5 0.5 air

g 1060 1020 1010 0.5 0.5 air

언 한 바와 같이 단결정 성장장치를 이용하여 YBCO 도체를 제작하

다.Tmax와 T1,T2,냉각율,성장 분 기를 조 하여 YBCO 도체 단결정의

성장을 진행하 다.장치의 설정 온도와 실제 동작온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

비의 온도 테스트를 실행한 후 실제 온도 profile을 구하여 성장을 진행하 다.

동작 온도 profiling을 통해 1000℃ 이상의 고온에서 설정온도와 동작 온도간에

약 40℃의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 고,온도 보정을 통해 Tmax =

1045℃,T1=1005℃,T2= 955℃의 실제 온도에서 직경 25mm 크기의 YBCO

도체의 성장에 성공하 다.직경 33mm의 경우 직경 25mm 성장을 진행한

온도에서는 단결정 도체로 잘 성장하지 못하 으며 15℃ 높은 Tmax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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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T1=1020℃,T2=1010℃의 온도에서 단결정으로 성장되었다.직경 33mm

크기의 단결정 YBCO 도체까지 성장에 성공하 으며 재 성 실험 역시 성

공 으로 완료하 다.향후 재까지 사용한 coldseeding이 아닌 hotseeding

방법을 이용한 단결정 도체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3.Ca치환된 YBCO 도 단결정 제조 물성 기 연구

가.연구목

최근 속한 산업발 에 따른 다양한 산업 요구에 따라 다양하고 우수한

신소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특히 친환경,고효율 에 지 소재인 고온

도체의 활용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1987년 액체질소의 비등 인 77

K 이상에서 도성을 나타내는 고온 도체가 발견된 이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이는 도체가 가지는 무한한 기술 ,경제 가능성과 새

로운 물리 상에 한 학문 인 심 때문이다.국가 인 심의 상이 되는

연구 주제로는 도 온도와 류 도가 높은 신물질합성,이미 리 알려진 산

화물 도 재료에 해 응용이 가능한 형태인 박막이나 선재로의 가공 공정

개발, 자기 특성향성과 도 물질을 이용한 응용소자 제품 개발 등을 들

수 있다.이와 같이 응용연구를 보다 활성화 하고 새로운 상을 해석하기 한

물성연구와 련 이론 기 물성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산화물 고온

도 물질 에서 가장 실용화가 기 되는 물질은 Y-계 도체 이다.Y-계

도체는 합성이 쉽고,고자기장에서 임계 류 도가 높고,박막이나 선재 형

태로 가공이 가능하므로 응용 가능성이 높은 재료로 주목 받고 있다.

세라믹 도체의 제조에는 일반 으로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되는데,분말을

혼합하고 소결하는 고 인 세라믹 분말야 공정과 분말 성형체를 녹여서

도 결정이 특정한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는 용융결정 성장법이 있다.고 인

분말야 공정으로 도체를 제조할 경우 소결 조직내 다양한 크기의 결정입

계들이 분포하므로 류 도(Jc)가 수백 내지 수천 A/cm2이하로 크게 떨어진다.

반면에 용융결정 성장법으로 제조한 경우 류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고각의 입

계 생성이 억제되며,자기장을 고정할 수 있는 여러 결함들이 결정 내에 생성되

기 때문에 류 도가 수 만 A/cm
2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한,불순물이 첨가

되더라도 결정성장시 결정으로부터 배출되어 도체내에서 사라짐으로써 불순

물의 유입은 극히 미량이다.일부 유입된 불순물은 도체 내에서 흐르는 자기

정의 고정 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류 도의 상승을 기 할 수 있다.따라서

임의 으로 당량의 불순물을 첨가하여 도 특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계 류 도를 향상하고자 YBa2Cu3O7-x 도체에 Ba의

일부를 Ca으로 치환,일정량을 첨가하여 YBa2-xCaxCu3O7-y분말을 제조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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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분말을 사용하여 종자결정 성장법으로 단결정 도 시편을 제작하 다.

임계 류 향상을 목 으로 Ca의 함유량의 증가가 따른 도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하여 비교,분석 하 다.

나.실험방법

Y123분말 합성에 사용된 원료는 Y2O3,CaCO3,BaCO3,CuO 분말이었으며,

실험변수는 CaCO3 첨가량이었다.각 분말은 Y2O3( 국,99.75%),CaCO3,

BaCO3(일본 고순도화학,99.9%),CuO(덕산이화학,99.9%)을 사용하 다.각각의

분말들의 경우 미량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양이 0.002∼0.005%로 무시

할 정도이다. 비된 분말을 각각의 무게를 칭량하여 에탄올과 함께 24시간 동

안 습식 볼 링 하 다.습식 링된 것을 진공오 에서 건조하고 건조 분말을

다시 880∼900℃의 온도에서 하소를 실시하면 0.5Y2O3(s)+2-xBa

CO3(s)+xCaCO3(s)+3CuO(s)→ YBa2-xCaxCu3O7-y(s)+2CO2(g)+xO2(g)반응에 의해

도 상인 YBa2-xCaxCu3O7-y가 생성된다.그림 4-9는 3차 하소 완료한 Ca의 함

유량이 다른 Y123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으로 Ca의 첨가량에 따라 입자들

의 뭉친 정도와 형상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체 인 실험 방법

은 그림 4-10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하소 완료 후 Y123분말에 Y2O3와 CeO2을

일정량 첨가한 후 건식혼합기를 사용하여 균일한 혼합이 되도록 분말:볼=1:1로

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혼합하 다.

그림 4-9.3차 하소 완료된 Ca이 첨가된 Y123분말의

SEM 사진 (a)Ca=0,(b)Ca=0.01,(c)Ca=0.04,(d)

C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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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실험 순서와 조성표

혼합된 분말을 각 조성당 14g씩 정량하여 직경 20mm 실린더형 몰드에 넣

고 일축 압축공정으로 가압하여 성형체를 만든 다음,CIP에서 등방 압축 공정

으로 가압하여 성형체의 도를 높 다.제조된 성형체는 그림 4-11의 열처리

스 에 따라 용융 열처리 되었다.열처리 후 시편은 결정내 산소 주입을 해

상로에서 450∼500℃ 온도에서 200시간 동안 산소 열처리를 하 다.분말의 형

상과 입도는 주사 자 미경을 통하여 찰 하 으며,하소 후 산소열처리 후

각 조성별 상의 생성은 XRD를 사용하여 확인하 다. 한 시편의 도 임계

온도 (Tc)특성은 MPMS(MagneticPropertyMeasurementSystem)을 사용하

고 자력 특성은 포획 자력을 측정하여 평가하 다.

그림 4-11.Ca치환된 YBCO열처리 스

다.결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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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는 Ca을 치환한 YBCO 분말로 제작된 단결정시편을 분쇄한 분말

을 이용하여 측정한 X선 회 패턴이다.각 조성에 한 상의 생성은 2θ=46.5°

부근에서 주상인 Y123이 뚜렷하게 찰되었고 Y211상은 2θ=29.5∼30.5°에서 유

일하게 찰되었다.주요 첨가물인 Ca의 화합물인 CaO로 추정되는 피크가 2θ

=32°부근에서 찰되고 되었고 Ca의 치환량이 증가함에 따라 Y211피크의 강

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상인 Y123는 Ca=0일 때 피크의 강도가 가장 강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3은 Ca의 조성에 따른 결정 성장 시편이다.Ca의

양이 0.04까지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결정 성장에 있어서 변화는 미미하 으나

Ca=0.1,0.3까지 그 양이 증가하면 시편은 차 단결정이 아닌 다결정으로 성장

하 다.이는 Ca의 고용 한계 을 보여주는 것으로 치환 양이 Ca=0.1이상이 되

면 단결정 성장에서 다결정 성장으로 그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그림 4-1

4는 각 시편의 미세조직을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것이다.그림에서 보듯이

치환되는 Ca의 양이 증가할수록 Y211상이 차 커지고 양이 증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으며,이것으로 보아 치환되는 Ca의 양이 증가 하면서 도상이

아닌 Y211상이 커짐으로 본래 의도와는 달리 Ca이 치환된 YBCO의 도 특

성이 하될 것으로 측되었다.그림 4-15는 시편의 도 임계온도를 나타내

고 있다.이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Ca=0일 때,가장 좋은 도 특성을 보

여주고 있으며 치환되는 Ca의 양이 많아질수록 도 특성이 나빠져서 임계온

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임계온도의 결과를 보면 Ca의 양이 0.04까지 증가함

에 따라 감소되는 임계온도 천이 범 가 약 4K임에 비해 Ca의 양이 0.1이상이

되면 약 8K 정도로 임계온도 천이폭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4-12.산소열처리 후 Ca치환된 YBCO단결정의 XRD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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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Ca의 치환에 따라 단결정이 생성된 시편

의 모습 (Topview)

그림 4-14.Ca의 조성에 따른 각 시편의 미세조직 (X

3000)

#4.ca=O.02 I5.Ca=O.04 I6.Ca=O.1 

l17.ca=O.3 

a)Ca=O b) Ca=O.Ol 

c) Ca=O.04 d) Ca=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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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Ca함량에 따른 임계 온도(Tc)

4.Mo첨가된 Y123 도체의 향상된 자기 물성과 Ba4Y2CuMoOy의 형성

가.연구목

Y123 도체의 류 운반 능력은 도성 결정 내부의 결함 크기와 도

에 의존하기 때문에,Jc는 미세구조 변화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Jc를 향상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물리 는 화학 방법에 의한 Y123격자의 직 인 결함 혼

합이다.산소 결핍,dislocation,stackingfaults,이차상은 가능한 fluxpinning

center이다.결함 혼합과 더불어,Y123격자의 화학 도핑은 Jc를 향상하는 효

과 인 방법이다.많은 불순물 도핑 연구가 Y123 도체의 Jc를 향상시키기

해 실험되었다.일반 으로 천이 속 (transitionmetal)은 Cu와 비슷한 이온

반지름과 원자가 상태로 Y123에 효과 인 도핑 물질로써 사용되어 왔다.Zn

는 Al과 같은 천이 속의 도핑은 제작된 Y123의 fluxpinning을 증가시켰다.

속 도핑에 의해 향상된 fluxpinning의 원인은 Zn에 의한 Cu치환과 랜덤하게

분배된 도핑물질 Al원자의 코히어런스 길이와 평균 거리 사이의 계 때문에

지역 으로 야기된 자기모멘트에 의한 pairbreaking메카니즘에 의하여 설명된

다 [4-1,2].

최근,Mo도핑은 Y123결정격자의 도율과 비등방성을 변화하는 것의 목

을 갖고 분말 합성 방법에 의해 제작된 다결정성 YBaSrCu3-xMoxO7+d [4-3]

YBa2Cu3-xMoxO7+d [4-4]시도되었다.두 속(Mo
6+
와 Cu

2+,3+
)사이에 valance

state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Mo에 의한 부분 Cu 치환이 성공하 고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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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ning은 강화되었다.이것은 다결정질 YBaSrCu3-xMoxO7+d와 YBa2Cu3-xoxO7+d

도체 안에서 Jc향상이 확장된 point-likedefect로써 CuO chain안에 MoO6

octahedra의 형성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알려져있다 [4-3,4].

MoO3와 Mo를 함유하는 화합물처럼 Mo첨가는 fluxpinning을 강화하기

해 REBCO 도체에 시도되었다.Ba4Y2CuMOy (M4211,M=Nb,Zr,W,U

and Mo,50nm in size,10mol%)가 고온에서 화학 으로 안정한 나노크기

M4211입자의 미세 분산을 통해 단결정 Y123 도체의 fluxpinning을 강화

하 다는 것을 보고되었다 [4-5]. 한,용융 열처리한 RE123 도체에 나노스

일 MoO3분말의 첨가가 연구되었고,Mo를 포함하는 10nm 크기인 RE211입

자의 형성으로 인한 Jc향상을 보고하 다 [4-6].Mo첨가에 의해 야기된 flux

pinning메카니즘은 나노크기인 비 도성 입자의 계에서 설명되었다.

이 연구의 목 은 TSMG 법으로 제조한 Y123 도체의 도성에 한

Mo의 향과 상 형성을 이해하기 한 것이다.Y123성장과 상 개,특히 Mo

와 련된 이차상과 도 특성(Tc와 Jc)에 한 Mo첨가의 향을 언 하

다.

나.실험방법

상업용 Y123분말(SolvayLtdGermany,99.9% purity,3-5마이크로미터)

과 MoO3분말(Aldrich,99.99% purity,1마이크로미터)은 Y123-Mo 도체

의 제작을 해 기 분말로써 사용되었다.분말은 0.05,0.1,0.4,0.8,1,2,5,10

wt%의 Mo조성에 무게를 산출했고 볼 링에 의해 혼합되었다.여러 Mo조성

의 분말 혼합물은 ZrO2볼과 solvent(에탄올)이 들어있는 라스틱 통 안에 넣어

24 시간동안 혼합하고 진공 오 에서 건조되었다.건조된 분말은 팰렛으로

15mm 직경의 강철 몰드 안에서 일축가압으로 가압되었고 waterchamber안에

서 1800kgcm
-2
의 압력에서 다시 가압되었다.Mo이 첨가된 단결정 Y123샘

을 제작하기 해,TSMG 법은 Y123-Mo팰렛에 용되었다.Sm1.8Ba2.4Cu3.4Oz

종자는 Y123-Mo팰렛의 상부에 치시켰다.종자를 올린 팰렛은 Yb2O3plate/

단결정 MgO기 에 치시킨 후 boxfurnace의 앙에 놓고 용융 열처리를 행

하 다 (그림 4-16).종자를 올린 Y123-Mo팰렛은 100℃/h의 승온속도에 92

0℃까지 공기 에서 열처리 되었고,조 화를 해 2시간 동안 이 온도에서 유

지한 후 1040℃까지 다시 승온하여 0.5시간 동안 이 온도에서 유지되었다.상부

종자를 둔 단결정 Y123의 성장을 하여,샘 은 1℃/h의 냉각 속도로 1020℃

에서 950℃까지 냉각되었고 100℃/h의 속도를 갖고 실온으로 냉각되었다.

미세구조 분석과 특성 측정을 한 시편은 Sm 오염 때문에 측정 에러를 피

하기 해 종자 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샘 의 상부 표면으로부터 잘라내었

다.x-ray회 에 의한 상 분석을 해,TSMG 법으로 제조한 Y123-Mo벌크

샘 은 미세한 분말로 분쇄되었다.미세구조는 학 미경과 EDX를 갖는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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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도 특성의 측정을 해 1×2×3mm
3
의 크기

인 직사각형 조각을 상부 표면으로부터 잘라내었고,산소 분 기에서 100시간

동안 450℃에서 산화되었다. 도 천이온도(Tc)와 임계 류 도(Jc)는 SQUID

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Jc는 Beancriticalmodel을 사용하여 0-5T의 용된

자기장에서 77K에서 측정된 자화 루 로부터 계산되었다.

그림 4-16.TSMG법을 이용한 단결정 Y123-Mo 도체 제작을 한 열처리

조건

다.결과 고찰

그림 4-17은 (a)0wt%,(b)0.2wt%,(c)1.0wt%,(d)5.0wt% Mo을 첨

가하여 TSMG법으로 제조된 Y123샘 의 상부 표면 이미지이다.상부 표면 이

미지는 상부 표면의 Y123성장에 한 Mo첨가의 향을 보여 다.Mo의 무

첨가와 0.2wt% 첨가의 경우,오직 하나의 Y123결정이 Sm123종자에서 성장

하고,단결정으로 잘 성장되었다.반면에,그 외 1wt% Mo로 상 으로 많이

첨가된 Y123결정은 다른 Y123결정의 성장 때문에 완벽하게 단결정으로 성장

되지 않았다.그러므로 상부 표면에 한 Y123결정 역은 무 첨가된 Y123에

비하여 비교 작다 (그림 4-17(c)에서 표시된 곳을 보면).게다가 5wt% Mo

첨가의 경우,작은 결정의 무질서한 성장이 종자에서 우선 인 Y123성장 신

에 발생한다 (그림 4-17(d)).이것은 많은 Mo첨가량이 peritecticgrowthY123

결정을 주시하는 상 개에 나쁜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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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a)무 첨가,(b)0.2wt%,(c)1.0wt%,(d)5.0wt% Mo첨가하여

제조된 Y123 도체의 상부 표면 이미지.S는 종자를 나타냄.

그림 4-18은 TSMG 법으로 제조된 Y123-Mo샘 의 분말 XRD 패턴을 보

여 다. 무 첨가된 샘 의 XRD 패턴은 각각 Y123 결정내 Y123와

Y2BaCuO5(Y211)입자에 해당하는 주 Y123피크와 소량의 Y211피크로 이루어

져 있다.1wt% Mo첨가까지,XRD패턴은 무 첨가와 거의 비슷하 다.반면에

Mo첨가가 5wt% 이상 증가하 을때,다른 이차상 피크가 찰되기 시작하

다.새로운 피크의 출 은 10wt% Mo첨가의 XRD 패턴 안에서 더 명백하게

찰된다.이 XRD 패턴에서 보듯이,이 경우는 이차상 피크가 주 상이고,Y123

와 Y211피크는 상 으로 작다.XRD 데이터베이스 (PDF#26-0208)로 부터

이차상의 피크 치가 Ba(Y0.67Mo0.33)O3 는 M4211상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224-

25 30 35 40 45 50 55 60

* ### #

###

@
@ @

@@

@

10 wt.%

5.0 wt.%

1.0 wt.%

0.8 wt.%

 

R
e
la

ti
v
e

 i
n
te

n
s
it
y
 (

A
rb

. 
u
n

it
)

2 theta/deg.

No addition

@ Second phase cotaining Mo

#

# Y123

* Y211

*

그림 4-18.여러 조성의 Mo을 첨가하여 TSMG법으로 제조한 Y123 도체의

분말 XRD패턴

그림 4-19와 같이 Y123-Mo샘 의 미세구조를 분석하 는데 (a)0.01wt%,

(b)2wt% Mo첨가의 두 타입의 를 보여 다.낮은 벨(≤1wt%)Mo첨가

의 미세구조는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 (그림 4-19(a))의 plate-likeY211입자를

포함하는 정렬된 결정구조로 무 첨가된 샘 과 거의 비슷하 다.반면에,높은

벨 (≥2wt%)Mo첨가의 미세구조는 Y211입자와 같이 Y123결정 안에 포

획된 새로운 이차상의 형성 (그림 4-19(b))을 보여 다.이 이차상은 작은 크기

와 과립상의 형태로 Y211입자와는 구별된다.과립상 입자상의 부피율은 그림

4-18의 XRD결과와 일치하고 Mo함량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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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a)0.01wt%,(b)2wt% Mo첨가된 Y123 도체의 학 미경

이미지

과립상 입자의 정 한 상 확인을 해,SEM-EDX미세조직 조성 분석을 실

행하 다. 학미세구조에서 분석된 과립상 입자는 그림 4-20(a)의 SEM 미세이

미지에서 더 명백히 보 다.EDX분석에 따르면,입상 입자상은 Ba,Y,Mo,Cu,

O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림 4-20(b)).Barium (30.6 at.%)이 주 성분이고,

yttrium (14.1at.%)은 2차 주 성분,molybdenum (8.2at.%)과 copper(6.0at.%)

등으로 나타났다.과립자 상의 양이온 비율은 RE123-M4211의 혼합분말을 사용

하여 용융 공정법으로 제조한 REBCO샘 안에서 보고된 M4211[4-5]과 비슷

한 Ba3.73Y1.70MoCu0.73Oy이다.

XRD 분석과 미세구조 조사로부터,TSMG법으로 제조된 Y123-Mo샘 안

에서 Mo4211상의 형성 반응은 다음 반응식으로 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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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YBa2Cu3O7-d(powder) + wMoO3 → Y2BaCuO5 + melt(Ba3Cu5O8) +

zBa4Y2MoCuOy

→ 2Y2(Cu1-xMox)3O7-d(singlegrain)+zBa4Y2MoCuOy(trapped) (식 4-1)

그림 4-20.(a)2wt% Mo을 첨가하여 TSMG법으로 제조된 Y123 도체의

SEM 이미지 (b)과립 이차상에 한 EDX조성분석

Mo4211상은 고온에서 Y123-MoO3분말 팰렛의 열처리하는 과정에 Y123와

MoO3분말 사이의 고상 반응을 통하여 형성될 것이다.형성된 Mo4211상은 입

자가 조 화되는 용융 단계에서 입자 형태로서 존재하고,그 다음 포정 반응 단

계에서 성장되는 Y123결정 안으로 포획된다.Y123성장이 일어날 때,용융으로

용해된 몇몇 Mo원자는 YBa2(Cu1-xMox)3O7-d를 형성하기 해 성장하는 Y123

결정 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Mo을 포함하는 RE211과 M4211상은 RE123매트릭스 안에서 미세 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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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나노미터의 크기)로써 존재하고 용융법으로 제조한 RE123 도체의 Jc

를 향상시킴으로써 RE123 도체의 강한 flux pinning center로 작용한다

[4-5,6].그러나 미세 입자상과 비교하여 이 연구에서 형성된 수 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의 Mo4211입자상은 고온 산화물 도체의 코히어런스 길이(수 나노미터)

를 고려할때 fluxpinningsite로써 작용할 만큼 미세한 크기는 아니었다.

그림 4-21은 여러 조성으로 Mo을 첨가한 TSMG법으로 제조한 Y123샘 의

표 화된 자기모멘트의 온도 의존 그래 를 보여 다.그림 4-21로부터 산출된

Tc,onset(onset온도)과 Tc,mid( 간지 )값을 따로 그림 4-22에 나타내었다. 은

벨 Mo첨가(≤1wt%)된 샘 들은 가 른 자기모멘트 천이를 보여주었고,

Tc,onset과 Tc,mid는 감소하 다. 를 들면 ,무 첨가와 1.0wt% Mo첨가의 Tc,onset

값은 각각 91.5K과 89K이었다.Mo첨가에 의한 Tc감소는 Mo이 도핑된 다결

정 Y123 도체에서 보고된 것처럼,Y123격자내 Mo원자의 혼합에 의해 야

기된 것으로 보인다 [4-3,4].반면에 높은 벨 Mo첨가(≥2wt%)에서의 천이는

폭이 매우 넓었고,Tc,onset이 감소하 고 Tc,mid은 더 크게 감소하 다.높은 벨

Mo첨가에 의해 폭이 넓은 도성 천이는 낮은 Tc값을 갖는 도 상의 존

재 뿐만 아니라 Mo과 련된 비 도성 이차상의 증가된 부피에도 기인된다.

그림 4-23은 TSMG법으로 제조된 Y123-Mo샘 의 Jc-B 곡선 (@ H∥c,

77K)을 보여 다.0.05wt%와 0.1wt% Mo첨가된 도 단결정의 Jc-B 곡

선은 Mo무 첨가의 Jc-Bcrossover를 제외하고 0-5T의 모든 용된 자기장에

서 단순한 Jc증가를 보여 다.Mo첨가가 0.4wt%까지 증가함에 따라 Jc는

간 자기장 역에서 피크 효과를 나타내었다.Mo첨가에 의한 피크 효과는 0.8

wt% Mo첨가의 Jc-B곡선에서 최 화 되었다.0.4-1.0wt% Mo첨가된 샘 들

에서,피크 치는 Mo함량이 증가함으로써 낮은 자기장으로 이동하 다.0.4

wt%,0.8wt%,1.0wt% Mo첨가된 샘 의 최 피크 치는 각각 1.5T,1.0

T,0.5T이었다.피크 효과와 피크 치 천이는 천이 속 도핑된 Y123 도

체 안에서 일반 인 Jc-B경향이었고 그 원인은 Mo천이 속에 의한 Cu치환

으로 단된다. 한 이 연구에서 Mo첨가에 의해 향상된 fluxpinning은 Y123

격자내로 Mo혼합에 의해 야기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은 Mo혼합

에 의한 Jc향상(2.8×10
4
A cm

−2
at1T)은 미세한 크기의 Y211입자의 첨가에

의해 야기된 것보다 크지 않았다.높은 벨 Mo첨가(≥2wt%)는 낮은 Tc상의

형성과 증가된 비 도성 Mo4211상의 부피 때문에 큰 Jc감소의 원인이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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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
성
도
(%)

비고

REF이용

나노

자성박막의

교환

바이어스

상연구

- 산모사 시료 형식 결정

․Fe/Cr,Co/CoO등의 박막조건에 따른 성

자 반사율 산모사 수행,기술 보고서

작성

- 성자 반사율 산모사

․PNR측정 해석에 한 시료형식 결정

-ICP모듈 형식 설계

․국내외 문가 의견 반 REF와 PNR

구 기구의 통합 형식 설계 완료

-ICP 로그램 제작

․PNR측정 ICP 로그램 제작,평가 완료

30 100

○ 산모사

○논문발표 7편

○국내논문기고 2편

○기술보고서 1편

에 지 -1차 분 기 설계 30 100○설계도 4건,

제 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도별 연구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최종 목표

○ 성자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나노 자성 박막 구조 연구

○ 성자 산란을 이용한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동역학 연구

○ 단결정 회 을 이용한 수소결합 구조,상 이 protonglass 상 연구

○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2.당해 단계 연구개발 목표

○ REF이용 나노 자성박막의 교환 바이어스 상연구

○ 성자 반사 이용 나노 박막 구조 측정,해석 연구

○ 에 지 가변형 TAS1차분 기 제작

○ 반강자성 상 계 스핀구조,측정 해석연구

○ 반강자성 상 계 스핀 동역학 측정,해석 연구

○ 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상 이연구

○ 수소결합형 강유 성과 반강유 성 혼합결정 구조 연구

○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3.연도별 단계목표 달성도

가.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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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TAS

1차분 기

제작

․MCNP코드를 이용한 차폐 평가모델 개발

․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상세설계

․빔 경로 부품/기기,고하 다축 시료 설계,

구동 제어장치 설계 등

○제작시방서 1건

○설계용역보고서

1건

○특허 출원 3건

○논문발표 1편

○SCI논문게재 2건

반강자성

상 계

스핀구조,

측정

해석연구

-최 의 시료환경 요건 설정

․극한시료 환경의 하나로 이용자 수요조사

수행

․HRPD용 극한 시료환경 요건(10T,100mK

이하)설정

-장치 개념설계

․시료환경 장치의 HRPD와의 interface설계

완료

20 100

○시료환경장치

황 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개념설계 수행

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상 이연구

-강유 체 단결정 상온 측정,해석

․LiN(DxH1-x)SO4 단결정 상온 측정,결정구조

해석 20 100

○측정데이터 5건

○논문발표 1건

○국내논문게재 1편

○SCI논문게재 1건

총계 100100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
성
도
(%)

비고

REF이용

나노

자성박막의

교환

바이어스

상연구

-PNR구 기구 성능 평가 완료

․Tmin=4K,P=95%,Bmax=0.8T,Rmin<10
-4

-자성박막 측정 PNR기법 확립

․PNR측정 차 데이터 보정 차 수립,

기술보고서 작성

20 100

○성능정도(4K,P=95

%,0.8T)

○논문발표 10편

○SCI논문게재 1편

○국내논문게재 2편

○국내논문기고 2편

○기술보고서 1편

에 지

가변형

TAS

1차분 기

제작

-1차 분 기 제작

․단색기 차폐 유니트(MSU)제작

․시료 빔 경로 부품/기기 제작

․집속형 단색기 유니트,해석기 유니트 제작

․해석기/검출기 시스템 차폐 유니트 제작

․통합 제어 장치 로그램 개발

50 100

○설계도 3건,

○제작시방서 2건

○단색기 차폐

유니트 제작품

○논문발표 2편

○SCI논문게재 1편

반강자성

상 계

스핀구조,

측정

해석연구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제작

-표 반강자성 분말 시료 회 상 측정,해석

․Cr2O3등 4가지 표 분말 시료 회 상

측정 스핀 구조 해석

-엇맞는 반강자성체 스핀 구조 연구

․(Mn,Co)WO4시료 등 2종류 다강체의 스핀

구조 분석

20 100

○측정데이터 6건

○SCI논문게재 5편

○논문발표 2편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제작품

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 수소/ 수소 치환 단결정 상온/온도 실험

해석

․KDCO3단결정 상온 온 측정 결정

10 100
○측정데이터 4건

○국내논문투고 1편

나.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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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연구 구조 바탕으로 상 이 연구

총계 100100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
성
도
(%)

비고

REF이용

나노

자성박막의

교환

바이어스

상연구

-자성박막시료 PNR측정 데이터 해석

․교환바이어스 박막 시료에 한 각기 다른 4

가지 스핀상태의 PNR 측정 수행 데이터

분석

․인공반강자성(SAF)다층박막 시료의 PNR

측정 수행 계면의 자기 특성 분석

20 100

○논문발표 2편

○SCI논문게재 2편

○국내논문게재 1편

○국내논문기고 2편

에 지

가변형

TAS

1차분 기

제작

-장치 조립 시험

․제작품의 장설치 조립

․구동시험,차폐성능 성자속 측정 50 100

○설계도 5건

○제작시방서 3건

○논문발표 1편

반강자성

상 계

스핀구조,

측정

해석연구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 성능 시험

․희석식 냉동기 시료 치 온도 100mK 이하

달성

-기 반강자성 결정 시료 회 상 측정

․FeO등 4종의 회 상 측정

20 100

○논문발표 4편

○SCI논문게재 5편

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상 이연구

-열운동 보정과 해석기법 개발 용

․LiH2PO4단결정에 한 열진동 보정에 따른

결합길이 변화 물성 해석 10 100

○측정데이터 2건

○국내논문게재 1편

총계 100100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
성
도
(%)

비고

성자

반사 이용

나노 박막

구조 측정,

해석 연구

-냉 성자 PNR측정 기반 구축

․PNR기구 설치,성능평가

․PNR구 기구의 최 구동조건 설정

․장치편극율 평가 (P>93%)

․Fe,Ni의 자성박막 PNR측정

35 100

○논문게재 1편

○논문기고 2편

○논문발표 5편

○기술보고서 1편

반강자성

상 계

스핀동역학

측정,

-열 성자 격자 스핀 동역학 측정 기반 구

축

․Th-TAS장치 성능 최 화

-반강자성 상 계 분말 시료 동역학 측정,해

30 100

○TAS장치 성능

최 화 내부 메모

1건

○구리 단색기 특성

다.3차년도

라.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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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연구
석

․견본 분말 시료 측정,해석

평가 데이터 3건

○TAS장치 특성

자료,측정 2건

( 성자속,장치

차폐능 등)

○견본물질 비탄성

산란 측정 데이터

3건

○SCI논문게재 2편

○국외논문게재 1편

○국내논문발표 2편

수소결합형

강유 성과

반강유 성

혼합결정

구조연구

-혼합단결정 합성

․ 성자산란용 Rb0.49Tl0.51H2PO4단결정 합성

-단결정 물성 측정

․비열측정,300K-70K

․온도 주 수에 따른 유 율 측정

10 100

○측정데이터 4건

○SCI논문게재 1편

○SCI논문기고 2편

○국외논문발표1편

○국내논문발표2편

성자산란

용결정시료

제조 기술

개발

-수직형 단결정 성장 장치 설계 제작

-단결정 제조 물성 기 연구

․성장장치 온도,가스 분 기 변수

․단결정 시료 제작
20 100

○SCI논문게재 3편

○SCI논문기고 2편

○논문발표 2편

○제작시방서 1건

○온도균일도 (±2°C

in20cm)

총계 100100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
성
도
(%)

비고

성자

반사 이용

나노 박막

구조 측정,

해석 연구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의 PNR이용 자기

유발/감쇠 상 연구

․자성/비자성 이종 합 다층 박막의 PNR측

정 데이터 해석,자기유발/감쇠 평가

-생체막 단백질과 생체막과의 복합 구조체

분석 연구

․반사율 해석에 의한 세포막 상 이 평가

․WALP에 따른 세포막 구조 변화 특성 평가

35 100

○PNR데이터 8건

○반사율데이터 4건

○SCI논문게재 3편

○SCI논문기고 1편

○국제논문발표 3편

○국제논문발표 6편

○ 로그램 2건

반강자성

상 계

스핀

동역학

측정,

해석연구

-Thermal-TAS용 시료환경장치 제작

․ 온 시료환경장치 제작 시험

-반강자성 상 계 단결정 시료 동역학 측정,

해석

․견본 단결정 시료 측정,해석

30 100

○ 온시료환경장치

특성시험데이터

○동역학 측정

데이터 4건

○SCI논문게재 5편

○SCI논문기고 3편

○국외논문발표 1편

○국내논문발표 4편

○설계문서 1건

○기술 보고서 1편

마.5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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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결합형

강유 성과

반강유 성

혼합결정

구조연구

-혼합결정의 온도에 따른 비정렬 수소 거동연

구

․상온 측정

․온도에 따른 상 이 (5K-300K)측정

15 100

○측정데이터 2건

○SCI논문게재 2편

○SCI논문기고 2편

○국외논문발표1편

○국내논문발표2편

성자산란

용결정시료

제조 기술

개발

-단결정 성장 공정 확립

-단결정 제조공정 확립 물성연구

․Ca 는 Mo첨가된 YBa2Cu3O7-d 도 단

결정에 한 미세조직 분석 자기 특성

평가

20 100

○SCI논문게재 3편

○국외논문발표 3편

○국내논문발표 5편

○국외 문가활용

2건

○ 도 산화물

단결정

총계 100100

제 2 련분야 기술발 에의 기여도

PNR 기법은 두께 수십～수백 nm의 스핀트로닉스 분야 자성 박막 재료의

자기기록 도 향상( :1Gb/in2～100Gb/in2)을 한 구조 특성 연구에 활용되어

IT 련산업의 근간인 자기기억 소재산업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에 지 가변형 TAS1차 분 기는 물질 내의 원자수 의 동역학 연구에 활

용되며,신물질의 개발 활용을 한 기 연구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특히

도체,자성체 등의 기본 메커니즘의 이해에 필수 인 스핀 동역학 연구,수

소 장물질 내 수소의 양자역학 거동(동역학)연구 등의 수행에 활용됨으로써

NT,BT,IT등을 사용하는 새로운 산업 뿐 아니라 에 지 소재와 같은 통 산

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신물질의 설계와 개발에 기여할 것

이다.

스핀 동역학 측정은 성자가 다른 도구에 비해 강력한 비교우 를 하고

있는 분야로,국외 성자 연구 시설의 경우 막 한 산을 투입하여 측정 능력

을 향상하고,다양한 자성 물질의 스핀 동역학 측정을 시도하고 있다.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에 많이 뒤쳐져 있으나 개발 완료한 열 성자 삼축 분 장치

개발 인 냉 성자 삼축 분 장치,디스크 쵸퍼 비행시간 분 장치 등이 가동하

기 시작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핀 동역학 측정,해석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

이다.

수소결합 에 지 우물의 변화에 한 이해는 재료분야 생명공학 분약

에 있어서 무척이나 요하다.앞으로 나노구조를 효과 으로 제어하고 생명 상

을 응용한 미래 기술을 창출하기 해서는 매우 다양한 환경 하에 존재하는 수

소결합에 한 이해가 핵심 이다.이러한 연구는 결과 으로 연료 지의 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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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로 사용가능한 수소결합형 물질과 유 체 개발 기술 수 향상에 기여할 것

이다.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가동에 맞추어 HRPD,FCD,REF등

의 분 장치가 순차 으로 개발되어 성자를 이용한 다양한 응집물질 연구의

기반이 확충되고 있으며,6T,100mK 의 도달이 가능한 강력한 성능의 시료환경

장치 온시료환경장치(CCR)를 비함으로써 향후 HRPD TAS등을 이

용한 이용한 고자장,극 온 등의 조건에서 상 이 상 연구가 가능하여 련

분야의 연구 수 도 비약 으로 향상할 것으로 상된다.

성자산란연구를 효과 으로 수행하려면 성자 산란실험에 필요한 시료확

보가 필수 이다.다양한 시료 에서 기 정보를 가장 분명하게 제공해 주는 단

결정시료의 확보가 요하다.단결정 성장장치의 구축으로 성자산란연구에 필

요한 단결정시료의 한 공 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수 높은 성자연구

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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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REF이용 PNR기법은 첨단 기억소재로 리 이용되는 스핀트로닉스 분야

의 나노 자성 박막의 구조 연구 자의 스핀을 이용하는 첨단 소재 분

야에서 계면의 특성 향상에 활용

○ 성자 반사를 이용한 생체계면 측정,해석 기법은 기능성 단백질의 제

어 기술 구조 분석을 통한 생체 에 지 환을 한 바이오 칩 고

효율 에 지 환 연구에 활용

○ TAS1차 분 기는 포논,스피논과 같은 물질의 들뜸 상 측정에 활용

○ 반강자성 상 계 구조 연구는 극한 조건에서 도체 등의 스핀 구조 해

석에 활용

○ 반강자성 상 계 동역학 연구는 고온 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자성물질

의 스핀 동역학 해석에 활용

○ 강유 체 수소결합 구조 연구는 연료 지의 해질 물질로 사용가능한 수

소결합형 물질과 유 체 연구에 활용

○ 단결정 성장 장치의 제작과 성장 공정 확립을 통한 지속 인 성자 산라

용 단결정 시료 성장으로 국내 성자 이용 연구 수 향상

1. 성자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나노 자성 박막 구조 연구

성자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나노 자성 박막 구조 연구를 통하여 열 냉

성자를 이용한 자석,헬룸홀쯔코일,스핀반 기 편극기/해석기 등의 PNR

구 기구의 최 구동 조건을 확립하고 구동 정도를 평가하 다. 한 PNR측

정 과정을 통하여 필수 인 일정한 장치편극율 유지를 한 기술을 확립하고

PNR측정 데이터의 오차 정도 평가를 한 데이터 처리 로그램을 자체 개

발하 다.이러한 PNR기술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한 교환바이어스 박막,인공반

강자성 박막 자성/비자성 이종 합 박막 등에 하여 서로 다른 4가지 스핀

상태의 성자 반사율을 성공 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해석하여 포화 인가 자

기장 조건에서 보자장의 바이어스 정도 서로 다른 박막 경계면에서의 자기유

발/감쇠 정도를 성공 으로 평가함으로써 국내에서도 PNR을 이용한 나노자성박

막의 정 구조 칙정 해석 기반을 구축하 다.PNR기술은 첨단 자기 기억

소재 등의 표면 해석에 강력한 수단으로 두께 수십～수백 nm 인 첨단 나노 자

성 박막의 구조 특성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고도의 정 도를 요구하는 거

자기 항 스핀밸 형태의 자기기록 헤드,MRAM 등과 같은 장매체의 자기기

록 도 동작 속도 등의 향상에 필요한 나노 자성 박막의 구조 특성 연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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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국내 IT,NT 련 기술 산업 발 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회 으로도 다양한 신기술 개발 이용에 의한 지식 창출과 고도 산업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포를 구성하는 구조와 표 세포를 감지하게 하는 세포구조는 인지질 이

막이라고 불리는 세포막에 의하여 구성되며 기본 으로 체내에서 생체막은 세포

외막으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조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자 반사를

이용한 생체계면 측정 해석을 통하여 인지질 이 막 각 성분의 산란길이 도

와 두께 등의 련 구조를 평가하 다.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성자 반사를 이

용한 복합생체막,생체막 계면 특성 등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이러한 기

술은 장기 으로 기능성 단백질의 제어 기술 구조 분석을 통하여 생체 에

지 환을 한 바이오 칩 고효율 에 지 환 연구에 활용 할 수 있을 것

이다.

2. 성자 산란을 이용한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동역학 연구

물질문명의 근간이 되는 신소재/신물질 개발과 활용을 한 기 물성

규명의 국가 연구인 라를 성공리에 구축함으로써,국내 기 연구와 응용연구가

더욱 활발해져 과학 발 과 /장기 인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일부 선

진 국가에서만 가능하던 첨단 연구의 인 라 구축(TAS이용 비탄성 산란연구

기반,극한 시료환경 하에서의 자성체 내의 동역학 해석기술)으로 국가 과학의

수 향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 심 고취에 기여한다.본 연구

TAS장치 개발에 참여한 국내 업체들이 개발하고 확보한 기술 노하우는 좁게

는 TAS장치의 운 과 유지보수 개선 업무에 한 용이성 확보와 타 장치의

개발/개선 과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넓게는 국외 수출도 추진이 가능할 것

으로 단된다.

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측정,해석 연구의 결과는 크게 하드웨어(희석식

냉동기)와 축 된 데이터(분말과 결정의 회 상)의 두 가지로 나 수 있다.희

석식 냉동기는 향후 극 온에서 분말 회 상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것이며,축

된 데이터는 새로운 자성 물질의 스핀 구조 분석에 사용될 것이다.특히 후자의

경우는 이용자의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이와 같은 성과는 국내 기 물질과

학의 변을 확 시켜 세계 으로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성 물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리라 상된다.자성 물질은 양자역학 인 상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물질계 하나로,사회 으로는 20세기 ,후반에 격히 발 한 양

자역학 인 세계 을 국내에 확산시켜,기존의 고 인 세계 을 벗어나 보다

합리 인 사회 시스템이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희석 냉동기의 도입으로

향후 자성 물질의 1K 이하 온에서의 회 상 측정이 가능해지고,축 된 데이

터로 성자 산란을 이용한 자성 물질의 스핀 구조 측정이 더 정 해 질 것이다.

반강자성 상 계 동역학 구조 측정,해석 연구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 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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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인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하드웨어 인 측면은 ‘열 성자 격자

스핀 동역학 측정 기반 구축’을 통한 열 성자 삼축분 장치의 성능 최 화와

‘Thermal-TAS용 시료환경장치 제작’을 통한 온 시료환경장치 구축의 두 가지

다.이를 통해 하나로 열 성자 삼축분 장치가 이용자 사용 가능 상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궁극 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 장치가 이용자 친

화 으로 완성되면,일반에 리 개방하여 국가 이용자 시설의 일부로서 사용하

게 될 것이다.

소 트웨어 인 측면은 ‘반강자성 상 계 분말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과 ‘반

강자성 상 계 단결정 시료 동역학 측정,해석’을 통한 다양한 시료의 동역학 측

정 역량을 축 한 것이다.구조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 성과는 이용자의 교육에

활용될 뿐 아니라 국내 기 물질 과학의 변을 확 시켜 자성 물질 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3.단결정 회 을 이용한 수소결합 구조,상 이 protonglass 상 연구

높은 양성자 도를 보이는 수소결합 물질은 연료 지의 해질 물질로 사

용이 가능하며,수소연료 지 분야는 차세 성장 동력 분야로 선정되어 2011년

까지 4,7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의 오염은 심각한 수

에 달하고 있으며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에 지원에 한 지출이 증가하

고 있다.수소를 이용한 에 지는 오염이 없으며 미래 체 에 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바,수소결합물질에 한 연구를 통한 수소에 한 이해는 매우 요하다

고 하겠다.거시 인 물성은 미시 인 결정구조와 한 계를 보이며,정확한

구조의 이해 없이는 물리 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따라서 수소결합물질 내의

수소원자의 정확한 치를 악하는 것이 매우 요하며,이것을 토 로 고체 내

에서의 수소원자의 성질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수소 에 지 우물에 한 정

보는 DNA 단백질 구조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4.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연구

성자 산란 연구를 효과 으로 수행하려면 성자 산란 실험에 필요한 시

료 확보가 필수 이다.다양한 시료 에서 기 정보를 가장 분명하게 제공해 주

는 단결정 시료의 확보가 요하다.이러한 핵심시료 제조 기술을 통한 지속 인

시료공 성자빔 외부 이용자와 력을 통한 다양한 기본소재 제조 기술을

확보한다. 성자 산란용 결정시료 제조 기술 개발로 국내에서도 비탄성 성자

산란 장치를 이용한 단결정 구조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 높은 성자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239-

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ILLADAM 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이용 PNR측정 실험 자성박막

성자 반사율 측정 데이터 취 해석 기술 습득

○ BENSC,HelmholtzZentrum Berlin에서 V6반사율 측정장치에 한 정보

기 PNR데이터 보정 정보 확보

○ 일본의 연구용 원자로인 JRR-3M에 설치되어 있는 TAS-1삼축분 장치에

서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 보유 장치인 Cryopad이용 연구를 통하여 편

극 성자 산란에 한 정보를 수집

○ 일본 JRR-3M에 설치되어 있는 동경 학교 물성연구소(ISSP)보유 산란장

치 (PONTA)의 이용 연구를 통한 편극 성자 산란 실험에 한 정보를 수

집

○ SINQ(스 스,PSI)에서 성자 분 장치를 이용하여 수소분자 동역학 측정

실험을 수행과 함께 성자 산란장치용 단색기 제작 련 정보 수집

○ 국제 문가(이승헌,한국)활용에 의해 열 성자 삼축분 장치 제작시 고

려할 사항 습득 이를 이용한 연구 방향 논의

○ 국제 문가(Dr.J.Saroun,체코)활용에 의해 TAS를 비롯한 성자 산란

장치의 성능 측/평가 도구의 하나인 RESTRAX(MonteCarloSimulation

Package)코드와 활용법 확보

○ 국제 문가 (Dr.A.N.Pirogov,러시아)활용에 의해 성자 회 에 의한

자기구조 분석법 확보

○ 국제 문가(N.Torikai,일본)활용으로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성자

과학 여름학교를 성공 으로 개최하 으며 학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성자

반사율 측정에 한 문 인 교육을 받음

○ NIST에 있는 NeutronSpinEcho장치 담당자인 JasonS.Gardner(Indiana

Univ.NIST)를 활용하여 열 성자 냉 성자 삼축분 장치 설치 기술,

운 방안과 함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한 략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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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연구시설․장비 황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 확보방안 비고

성자 4축 회 장치 set 1 물성연구
원자력

연구원
기보유

수직형 성자 반사율 측

정장치
set 1 물성연구 “ 기보유

고분해능 성자 분말 회

장치
set 1 물성연구 “ 기보유

Bio-Reflectometer set 1 물성연구 “ 보유 정

Thermal-TAS set 1 물성연구 “ 기보유

TAS용 온시료 환경장치 ea 1 온발생 “ 개발완료

REF용 편극기 해석기 set 1
성자

편극
“ 기보유

REF용 진공챔버 ea 1 고온발생 “ 기보유

HRPD용 극 온 시료환경

장치
set 1 온발생 “ 기보유

HRPD용 고자장 시료환경

장치
set 1

자기장

발생
“ 기보유

성자산란용 단결정 성장

장치
set 1

단결정

성장
“ 개발완료

TAS 온 CCR set 1 온발생 “ 개발완료

성자회 용 고온진공로 ea 1 고온발생 “ 기보유

Mezeispinflipper ea 3 스핀반 “ 기보유

NIM 모듈 set 2 핵계측 “ 기보유

Laserprinter ea 1
데이터

출력
“ 기보유

GloveBox ea 1 시료 비 “ 기보유

스핀코터 ea 1 시료제작 “ 기보유

Chiller ea 2
냉각수

순환
“ 기보유

Turbo-pump ea 2 진공유지 “ 기보유

데오도라이트 ea 1 기기정렬 “ 기보유

벨기 ea 1 기기정렬 “ 기보유

항온/항습기 ea 1 시료 장 “ 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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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연구성과 교류 활성화 성과 확산 방안

REF이용 PNR기법은 냉 성자를 이용하여 나노 자성 박막의 구조 연구를

비 괴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국내 최 로 개발되었다.동 기법의 개발

과정을 통해서 축 한 10x10mm
2
크기의 소형 나노 자성 박막의 서로 다른

스핀 상태의 성자 반사율 측정 기술 데이터 처리 기법은 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러한 PNR측정 자기구조 해석 기법은 특히 기 연구

성격이 강하여 각 학의 물리,재료,신소재 속공학과 등을 심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이러한 기법의 활성화를 하여 련 학과의 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각 학의 실험실에서는 PNR측정에 필요한 수

의 나노 자성 박막의 제작 기본 인 자기 특성 평가에 강 이 있으므로 인

하 ,부산 등을 심으로 PNR 측정 기부터 시료제작-자기특성평가-PNR

측정-데이터 처리-자기구조평가 등과 같은 일련의 작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등의 연구 수행을 한 계획을 수립 에 있다. 재 련 연구를 활발

하게 진행 인 미국 NIST,독일 FRM 랑스 ILL 미국 LANSCE등의 선

진국 연구소와의 교류를 통하여 보다 고도의 련 기법을 획득하고 련 시료의

공동 측정 해석을 추진하는 등 상호 교류 활성화를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한 성자 반사를 이용한 생체계면,측정,해석 기법은 기능성 단백질의

제어기술 구조 분석을 통한 생체 에 지 환을 한 바이오 칩 고효율

에 지 환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법으로 국내 다수 학의 생물학자,화학

자 등을 심으로 그 수요가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재도 서강 ,서울 ,부

산 등을 심으로 련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

다.본 연구를 동하여 획득한 고도의 PNR측정 데이터 해석 기법과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생체 박막 구조 해석 기법을 보다 활성화하기 하여 련 학생,

교수 연구원 등을 상으로 하는 교육을 검토 이며 이 들에게 련 교육

실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 으로 성자를 이용한 나노자성 박막의 자

기 구조 연구 생체 박막 구조 연구 기반이 확 되는 등의 성과 확산이 기

된다.

일부 선진 국가에서만 가능하던 첨단 연구의 인 라 구축(TAS이용 비탄성

산란연구 기반,극한 시료환경 하에서의 자성체 내의 동역학 해석기술)을 구축하

다.이러한 성과는 련 장치의 운 과 유지보수 개선 업무에 한 용이성

확보와 타 장치의 개발/개선에 활용될 수 있어 련 분야의 연구 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반강자성 상 계 스핀 구조 측정,해석 연구의 성과는 크게 하드

웨어(희석식 냉동기)와 축 된 데이터(분말과 결정의 회 상)의 두 가지로 나

수 있으며 희석식 냉동기는 향후 국내에서 불가능 하 던 1K이하의 극 온에서

의 분말 회 상을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자성 물질의 정 스핀 구조

분석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이들 연구 성과는 국내 최 로 성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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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산란 측정에 의한 물질의 스핀동역학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련

기 연구의 신기원이 될 수 있다.이러한 연구 성과의 확산을 해서는 장기

인 에서 특히 학 국내외 타 연구 기 과의 력이 필수 이다. 재 부

산 ,서울 KAIST등을 심으로 련 연구자 그룹의 확산을 하여 노력

하고 있으며 련 연구를 한 이용자 교육 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

련 기법과 연구 고도화를 하여 미국 NIST,일본 JPARC,스 스 PSI등의

선진국 연구소와의 력,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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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요구사항 대비표 
과제명 : 디지렬 마이크로 중성자래디오그라피 기술개발 

주관기 관(책 임 자) :으L으1 홍 

전문기관의 
주1)수정·보완 9 구사항 반영내용 9 약 주2)비 7 

수정·보완임구사항 

연구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화 연 
연구개발계획부분에 산업화를 위한 전략에 관하여서 

계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전 p. 137 
추가. 

략 제시가 필요함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3절의 미분위상영상의 실험결과를 그림3.3-10과 그림 3.3- 11 p. 86, 87 
미분위상 이미지에 대한 정 에 추가하였음. 

확한 그림 수정이 필요함 

평가용 최종보고서 표 단위 수정 하였음 .. p. 84 
3.3- 1(84페 이 지 )의 단위 수정 

이 펼요함 

‘ 

※ 주1) 수정보완반영내용은 반드시 최종보고서 /칭에 반영하고 경우에 따라 별;xl를 사용 

하여 장정하기 바람. 

주2) 벼고란에는 수정·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의 해당 page를 기업하 

고 별지가 았을 경우 별지의 제목을 가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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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장 귀하

이 보고서를 " 성자응용기술개발"과제(세부과제 "디지털 마이크로 성자 래

디오그라피 기술 개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04.27.

주 연구기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주 연구책임자 :이 기 홍

연 구 원 :김기연,김이경,김종열

연 구 원 :김지 ,김태주,문명국

연 구 원 :박수기,심철무,이성만

연 구 원 :이승욱,이윤희, 병 ,

연 구 원 : 병진,

탁과제기 명 :경북 /KAIST

탁과제책임자 :김귀년/조규성



- 2 -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0002278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0.3.1~

2012.2.28
단 계 구 분

(2단계)/

(2단계)

연구 사업명
사 업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연구 과제명
과 제명 성자응용기술개발

세부과제명 디지털 마이크로 성자 래디오그라피 기술 개발

연구 책임자 이기홍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9.8명

내부 :6.5명

외부 :3.3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1,613,000천원

기업 : 천원

계 :1,613,000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24명

내부 :17.7명

외부 : 6.3명

총연구비

정부 :3,281,000천원

기업 : 천원

계 :3,281,000천원

연구기 명

소속 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성자과학연구부
참여기업명 없음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없음 상 국연구기 명 :없음

탁 연 구
연구기 명 :1)경북 학교

2)한국과학기술원

연구책임자 :1)김귀년

2)조규성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p.140

본 연구는 하나로(HANARO)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자 래디오그래피 분석기술을 확립

고도화하고 제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자섬 체에 한 연구를 픽셀형으로 시도를 하 고 상 실험을 통해 픽셀형의 장

단 을 분석 이다. 성자에 한 섬 을 얻는 메카니즘에 해서는 여러 실험을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며 추후 해상도와 량의 최 화 구조화에 한 연구를 수

행함.

○ 차세 에 지원인 수소연료 지 성능 향상을 해 디지털 성자 래디오그래피 기술 정량화

기법을 개발하 고,수소연료 지 유동 상을 3차원으로 상화할 수 있는 기반 장치를 구축

하 음.이를 기반으로 -기아자동차 포항공 와 공동으로 수소연료 지 성능향상 연구

를 수행함.

○핀홀을 이용한 성자 페이즈 상 기술 련 장치를 개발하 으며,미분 상 상도

개발하여 하나로 노외 성자조사시험시설에 설치함.

○경북 학교,일본 KEK,러시아 JINR의 연구자들과 력하여 He-3편극 성자를 이용한

성자기 실험을 수행하 으며 성자 상 활용을 해서 기 인 특성분석을 함.

○ 항공기 부품 등의 성자 비 괴 검사에 활용하기 해 성자 상 조 기술 장비를 구

축하고,이를 이용하여 미세 결함 탐지 기술을 개발함.

색 인 어 한 하나로, 성자 래디오그래피,편극 성자,수소연료 지,토모그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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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5개 이상)

상검출기, 상처리,페이지 상,정량화,산란,픽셀형 섬 체

어

HANARO,NeutronRadiography,NeutronImage,Polarized

Neutron,FuelCell,Tomography,ImagingDetector,Image

Processing,PhaseImage,Quantification,Scattering,PixelType

Scint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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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목

디지털 마이크로 성자 래디오그래피 기술 개발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연구는 연구로(HANARO)를 이용한 디지털 성자 래디오그래피 분석기술의

확립으로 고도화된 성자 이용 기반기술을 축 하여 환경,생명공학,산업재료 등

과 같은 다양한 산업용 시료분석에 한 활용성을 제고하기 하여 디지털 마이크

로 성자 래디오그래피 분석을 한 마이크로 성자 래디오그래피,정량화 격

자 미분 페이지 상 기술 개발을 최종 목표로 수행하 다.

1.기술 측면

o수소연료 지의 물 리를 해서 성자 상기법은 필수 인 도구로 인식되어졌음.

o 재 성자 상기법이 가지는 해상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고해상도의 성자

상 섬 체의 개발이 매우 요함.연료 지의 물분포 로 일이라든지 기강 의 자기

도메인의 스 일은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분해능을 요구하고 있음.

2.경제․산업 측면

o국제화에 따른 국가 간 상호무역의 증가 개방에 따라 모든 산업 제품에 한

품질보증과 리(QA/QC)에 한 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음

o국제인증시험기 인정을 획득한 시험실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다품목의 산업용

측정분석,시험검사 뿐 아니라 산/학/연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활용되어 국내 산

업의 국제 경쟁력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3.사회․문화 측면

o‘하나로’이용시설에 한 활용 극 화를 통한 기간투자효과의 달성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효과를 증진함.

o방사선 RI의 생명과학,환경 사회과학분야의 이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함.

Ⅲ.연구개발의 내용 범

■ 2007년

• 마이크로 성자래디오그래피 기술 연구

-ZnS-LiF GdOS(Eu)섬 체 물성 연구 량발생 메카니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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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 성자 래디오 그래피 기술 개발

- 성자 산란 모의 계산

• 미분페이즈 상 기술 개발

-미분 페이즈 상을 한 격자 설계

■ 2008년

• 마이크로 성자래디오그래피 기술 연구

- 성자 상 계측 학의 선형모델 연구

-ZnS-LiF/Gd외 섬 체 재료 합성 량 특성 측정

-CMOS형 FlatPannelDetector와의 합연구

-CCDoptics설계

• 정량 성자 래디오 그래피 기술 개발

- 성자 산란보정 알고리즘 개발 상처리,팬텀 제작 실험

• 미분페이즈 상 기술 개발

-격자 제작 미분 페이즈 상 실험 분석

■ 2009년

• 마이크로 성자래디오그래피 기술 연구

-Pixel형태의 ZnS-LiF/Gd섬 체 제작 해상도 측정

• 정량 성자 래디오 그래피 기술 개발

-수소연료 지 물 0.1ml이하 구분하는 3차원 상 비 실험 분석 기술

개발

-항공기 주요 부품 미세부식결함 검 기술 개발

-토양속 뿌리식물 병리 진단/수분 측정 정량화/ 합성 작용 Bio시료 비

실험

• 미분페이즈 상 기술 개발

-격자형 미분 페이즈 상장치 최 화

■ 2010년

• 정량 성자 토모그래피 기술 기술 개발 이용 연구

-수소연료 지 유동 상 3차원 상화 장치 개발 연구

- 성자 토모그래피 표 팬텀 제작

- 성자 상 조 기술 장비 구축

• 미분 상 토모그래피 기술 연구

-미분 상 토모그래피 시스템 개발

- 상용 편극 성자원 조사 실험

• 마이크로 성자 토모그래피용 성자 검출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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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섬 체 스크린 제작 장비 구축 제작

- 성자 섬 체의 특성 분석 장비 구축

■ 2011년

• 정량 성자 토모그래피 기술 기술 개발 이용 연구

-수소연료 지 유동 상 3차원 상 응용 연구

- 성자 상 조 기술을 활용한 응용 연구

• 미분 상 토모그래피 기술 연구

-미분 상 토모그래피 상 응용 연구

-편극 성자 상 용 실험

• 마이크로 성자 토모그래피용 성자 검출기술 연구

- 성자 섬 체 스크린 제작 최 화 조건 연구

- 성자 섬 체의 정량 특성 분석

Ⅳ.연구개발결과

1-1.하나로 성자 래디오 그라피 장치 방사선량 조사

1)MCNPXSimulation으로 산란 성자선량 설 성자 선량 계산

2)산란 방사선 설 방사선이 시험편에 미치는 향 분석

1-2. 성자 신틸 이터 기술 개발

1)MEMS공정을 이용한 픽셀형 신틸 이터 설계 제작

2)픽셀 두께에 따른 성능 평가

2-1. 성자 상법을 이용한 수소연료 지 성능 향상

1) 성자 상 장치 성능 개선

2)하나로 NRF에서 수소연료 지 실증 실험

2-2.항공기 부품의 미세 결함 탐지 기술 개발

1)LandingGearPin-A/B에 한 성자 비 괴 검사 실시

2)GdTaggingSystem Development

2-3.토양 속 뿌리 식물 수분 측정:생장에 따른 인삼 뿌리내 수분량 측정

2-4.NeutronTomographyCharacterizationonaspeciesoftheDinosaurEmbryo

1) 성자 토모그라피 기술은 이용한 공룡 화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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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정량 성자 토모그라피 표 시험편 분석

1)ASTM SI와 BPIKAERIBPI토모그라피 상호 비교

2)하나로 NRFPhatom I II개발

3-1.실리콘 격자를 이용한 미분 페이즈 상 장치 설계 제작

1)SiSource격자,Photomask,PRSpin:780㎛,40% open설계 제작

2)SiPhase Analyser격자 설계 제작

3)nano Positioning구동 장치 설치

3-2.하나로 ENF에서의 다크필드 상실험

3-3.하나로 ENF장치의 정량화 최 화작업

Ⅴ.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국가 형 연구 시설의 효율 운

1)‘하나로’이용시설 활용 극 화와 기간투자효과 달성

2)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효과 수용도 증진

3) 성자 응용 기술의 산업기여를 통해 국가 산업의 발 과 국민 삶의 질 향상

2. 성자 래디오 그래피 기술의 활용도 제고

1)연료 지의 물 리는 연료 지 기술개발에 필수 인 내용으로서 2차원 으로

분석하는 분석법의 개발을 통해서 개발된 성과물은 국내의 산업체 련 연

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개발 된 고해상도 성자 상계측기를 통해서 이 에는 불가능하 던 성자

상의 응용분야에 용함과 동시에 상용화의 가능성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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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ProjectTitle

DigitalMicroNeutronRadiographyDevelopment

Ⅱ.ObjectiveandNecessityoftheProject

Thisprojectwascarriedouttoenhancetheapplicabilityfortheanalysisof

various industrialsamples such as environment,life science and industrial

materialsthroughtheaccumulationofadvancedneutronappliedtechnologiesby

theestablishmentofintegrateddigitalmicroneutronradiography analysis.In

ordertodothat,thefinalgoalsofthisprojectweretoconductthestudyof

microneutronradiography,quantificationofneutronradiography,anddifferential

phaseneutronimage.

1.Technicalaspects

oNeutronimageisessentialtoolforwatermanagementoffuelcell.

oItisveryimportantfordevelopmentofhighresolutionneutrondetectorover

currentresolutionlimitofneutronimagetechnique.Itisrequiredsub-micro

resolution atthewaterdistributionoffuelcellormagneticfieldofsteel

sheet.

2.Economicalandindustrialaspects

oAsinter-nationaltradeisincreasedduetoglobalization,theimportanceof

qualityassuranceandcontrolisbecomingmorestressed.

o Techniques developed by laboratory which has acquired international

accreditationcancontributetotheenhancementofinternationalcompetition

andconfidenceaswellastestofavarietyofindustrialsamples.

3.Socialandculturalaspects

oAchievementofbasicallyimportantinvestmenteffectaswellasenhancement

ofadvertisementimpactto public with respectto peacefulutilization of

nuclearenergythroughthemaximizationofHANAROfacilities'applications.

o Contribution to theincrementofpublicwelfareand lifequality by the

applicationtothefieldsoflifescience,environmentandsocialsciencewith

radiationandradioisot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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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ScopeandContentsoftheProject

1.ResearchanddevelopmentonMicroneutronimage

1-1.InvestigationoflevelofradiationatHANARO neutronradiography

facility

1-2.Developmentofnew neutronscintillator

1-3.Establishmentofneutronscintillationscreenequipmentandfabrication

ofscintillators.

1-4.Establishmentofneutronscintillationcharacterizationsystem

2.Researchanddevelopmentonquantificationofneutronimage

2-1.Performance improvement of fuelcellby using neutron image

technique

2-2.Developmentofmicro-crackdetectingofaircraftcomponent

2-3.Waterlevelmeasurementofrootsatsoil

2-4.NeutronTomographyCharacterizationonaspeciesoftheDinosaurEmbryo

2-5.Analysisofstandardspecimenforquantificationneutronimage

2-6.Developmentofstandardneutrontomographyphantom

2-7.Establishmentofneutroncontrastagentfacility

3.Researchanddevelopmentondifferentialphaseneutronimage

3-1.Designandmanufactureofdifferentailphaseimagesystem with

siliconlattice

3-2.DarkfieldimageexperimentatHANAROENF

3-3.QuantificationandoptimizationofHANAROENF

3-4.Developmentofdifferentialphasetomographysystem

3-5.Surveyandtestsonpolarizedneutronsource

Ⅳ.ResultsoftheProject

1-1.Investigation oflevelofradiation atHANARO neutron radiography

facility

1)ScatteredandleakagedneutronradiationlevelcalculationbyMCNPX

2)Effectanalysisforspecimenbyscatteredandleakageneutron

1-2.Developmentofnew neutronscint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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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ixeltypescitillatordesignandmanufacturebyMEMSprecess

2)Performancecheckunderdifferentpixelthickness

2-1.Performanceimprovementoffuelcellbyusingneutronimagetechnique

1)Improvementofneutrondetectingsystem

2)ActualfuelcelltestatHANARONRF

2-2.Developmentofmicro-crackdetectingofaircraftcomponent

1)NeutronNDTforlandinggearpin-A/B

2)GdTaggingsytstem development

2-3.Waterlevelmeasurementofrootsatsoil:Waterlevelmeasurementof

ginsengrootundergrowth

2-4.NeutronTomographyCharacterizationonaspeciesoftheDinosaurEmbryo

1)AnalysisofDinosaurembryobyneutrontomographytechnique

2-5.Analysisofstandardspecimenforquantificationneutronimage

1)ComparisonbetweentomographyresultofASTM SI/BPIandKAERI

BPI

2)DevelopmentofHANARONRFphatom IandII

3-1.DesignandmanufactureofSisourcelattice,photomask,PRspin::780㎛,

40% open

3-2.DesignandmanufatureofSiphaseandanalyserlattice

3-3.Installedthenano-motioncontrollsystem

Ⅴ.ApplicationsfortheResultsoftheProject

1.Effectiveoperationofnationalhugeresearchfacility

1) maximization of HANARO facilities' applications and achievement of

basicallyimportantinvestmenteffect

2)Enhancementofadvertisementeffecttopublicwith respecttopeaceful

utilizationofnuclearenergyandpublicacceptance

3) Industrial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life quality through the

contributiontonationalindustryofneutron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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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nhancementoftheapplicabilityasneutronradiographytechnique

1)Applicationofasupplementarytechniquewithchemicalmethods(ICP-OES,

ICP-MS,ID-MS)asaanalyticaltoolforbulksamples

2)Inter-comparisonstudywithothernondestructivemethodslikeXRF,PI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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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제작된 크롬 마스크와 MEMS공정을 이용해 제작된 실리콘 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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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실리콘 셀 구조물에 주입된 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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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속분리 에서 가습 조건에 따른 물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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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하나로 성자 토모그라피 장치 사양

그림 3.2-18.LandinggearpinA(2000시간 사용)X-ray3D 상(beam hardening

발생으로 contrast가 낮고 beam artifact발생)과 성자 3D 상

(Contrast높음,부식 결함 발견)비교

그림 3.2-19.LandinggearpinA X-선 상과 성자 3D 상(내부 방청유 보임)
비교

그림 3.2-20.LandinggearpinA (2000시간 사용) 성자 3D 상 3차원 분석:내

부 부식결함 발견

그림 3.2-21.LandinggearpinA(2000시간 사용) 성자 3D 상 3차원 분석:내부

부식결함

그림 3.2-22.LandinggearpinA(2000시간 사용) 성자 3D 상 3차원 분석:내

부 부식결함 발견 두께 측정

그림 3.2-23.LandinggearpinB(0시간 사용) 성자 3D 상 3차원 분석:내부 부

식 결함 없음

그림 3.2-24.공군 유도 무기 착화기 성자 비 괴 검사

Fig.3.2-25.MassattenuationcoefficientsofX-ray/gammarayandneutronto

chemicalelements.

Fig.3.2-26.ArrangementofGdTaggingSystem oftheAerotestOperationInc.

Fig.3.2-27.NRimagesafterrinsinganddrying.

Fig.3.2-28.NRimagesafterinsertingtheshot-balls.

Fig.3.2-29.NR imagesafterprocessingbystepsof1)Gdtagging,2)rinsing

Gdsolutiononsurface,and3)drying.

Fig.3.2-30.NRimagesaftercompletecycleofprocessing.

Fig.3.2-31ThearrangementofGdTaggingSystem atKAERI(planeview)

Fig.3.2-32.ThearrangementofGdTaggingSystem atKAERI(crosssection

view)

그림 3.2-33 성자 상 실험 한 뿌리 식물의 실험장(인삼)

그림 3.2-34.뿌리식물(인삼)의 성자 상:체 수분의 정도를 알아 낼 수 있다

(좌).

그림.3.2-3527번 port인삼 성장비교

Fig3.2-36.Dinosaurembryo(NSM60104403‐20554450:NationalScience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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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Korea)a)Theupperpartoffossilandtheinsideoftheshell

ornamentedwithcrystallizedcalcite.b)Preservedportionofskeletal

remains at bottom side similar to oblong eggs classified as

eslongatoolithid.C)Theoriginalshellanditsmembrane

Fig.3.2-37 a)In neutron scan ofX‐Y Axis,the compressed calcite is

7.6mm~8.6mm inthickness.87.07~91.1mm indiameterinspherical

b)Shellthicknessvariesfrom 1.02mm to1.61mm.

Fig.3.2-38.(a)skull,sacrum,limb,ribsandvertebrainthecompressedzoneby

neutrontomography(b)imageofcranialmorphologywithexternal

naris,infraorbitalandantorbitalfenestra reconstructedbyrendering

projection.

Fig.3.2-39.(a)Humerus,femurandtibiaofneutronimage(b)Cervical,dorsal,

sacralandcaudalvertebrainneutronimage.(c)Sacrum,ilium and

ischium byrenderingneutronimage.

그림 3.2-40.ASTM SI

그림 3.2-41.ASTM BPI

그림 3.2-42.KAERIBPI

그림 3.2-43.PSIGdtest(calledby"SimensStarObject"):Diameter:20mm,128spokes,

Smallestperiodof40㎛ intheinnerregionofthestarand500㎛ atthe

outerpart,Concertricalradialmarkersof500,400,300,200,100,50㎛ periods.

Squareoforthogonalgridlines"24㎝ x24㎝,1mm linewidth50,100,150㎛

그림 3.2-44.하나로 NRT Phantom IandNRT Phantom II:왼쪽 -ResolutionPhantom

(Fecylinder두께:0.4mm,0.7mm,0.9mm,2mm,3mm,4mm,5mm,6mm),오

른쪽 -ContrastPhantom ( 에서 시계방향으로 Al,Cu,Fe,Pb,Ni,PE(폴리

에틸 ))

그림 3.2-45.하나로 NRT Phantom II의 ImageContrast비교:① PE,②Ni,③ Pb,④ Fe,

⑤ Cu

그림 3.2-46.각 투과 물질에 한 흑화도(graylevel)비교

그림 3.2-47.각종 원소의 상호간 contrast비교

그림 3.2-48.실측 두께 0.4mm철이 0.35mm 0.45mm로 측정됨

그림 3.2-49.실측 두께 0.7mm철이 0.63mm 측정됨/실측 두께 0.9mm철이 0.83mm 측정됨.

그림 3.2-50.실측 두께 2mm철이 1.98mm로 측정됨

그림 3.2-51.철 의 두께(3mm,4mm,5mm)에 따른 image상의 길이

그림 3.2-52.길이의 측정치:0.5mm,0.8mm,1.0mm 길이의 image측정치

그림 3.2-53.ASTM SINRTimage:Alspacer7개가 보임

그림 3.2-54.기타 ASTM SINRTim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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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5.기타 ASTM SINRTimage(2)

그림 3.2-56.GdPattern(100㎛ 분해능): (A)LiF-ZnSscreenNRT image:조사시간 30 ,

(B)GadoxscreenNRTimage:조사시간 150

그림 3.3-1.집속 구경,세가지의 실리콘(격자(Gs:sourcegrating,Gp:phasegrating,and

Ga:analyzergrating),시료와 검출기의 상 치를 보여주는 개념도.

주요한 설계변수는 표1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3.3-23.제작된 Helmholtzcoil과 학 장치 설치
3
He셀 오

그림 3.3-2.NIST CenterforNanoscaleScienceandTechnology의 외부 경과 내

부의 반도체공정장비들

그림 3.3-3.실리콘 격자제작을 해 필수 인 포토마스크.

그림 3.3-4.실리콘 격자의 개념 구조.크기는 수 마이크로미터 이다.

그림 3.3-6.Dry에칭 Wet에칭 공정

그림 3.3-7.제작된 선원격자(좌)와 상격자(우)

그림 3.3-8.제작된 상격자의 단면 SEM 사진

그림 3.3-9해석격자의 SEM 사 진. 성자 차폐를 한 Gadolinium물질이 Sibar

에 쌓여있다.

그림 3.3-10.하나로 ENF에 설치된 미분 상 상시스템.(a)베릴륨필터,선원구경,

선원격자 (b)시료, 상격자,해석격자,섬 체,미러박스 CCD.

그림 3.3-11. 기강 재료

그림 3.3-12. 이 처리된 Fe-3%Si시료의 자기구역 측정(0.23mm 두께 )(a)투과

상, (b)미분 상 상,(c)다크필드 상.흑백 도우는 (a)0.87,

1.04,(b)-1.29,0.69(inrads),and(c)0,1이다.

그림 3.3-13. 이 자구처리된 Fe-3%Si의 다크필드 상 (a)0º and(b)90º.

흑백 도우는 0,1이다.

그림 3.3-15.고해상도 자기구역 상 (a) 성자자기구역 상 (b)자성 우더법

그림 3.3-16.Rb원자의 여기 와 opticalpumping

그림 3.3-17.불균일 자장이 있는 경우 스핀이 느끼는 자장의 회

그림 3.3-18.원통형 사 이어 셀과 구형의 석 3He셀

그림 3.3-19. 이 와 학 시스템의 개요도 2종류

그림 3.3-20.설계된 Helmholtz코일의 횡 종 방향의 자기장 계산 값과 측정값

그림 3.3-21.편극 성자 생성 원리

그림 3.3-22편극 성자 생성 편극도 측정실험을 한 장치 개념도 ( 에서 본

모양)

그림 3.3-23.제작된 Helmholtzcoil과 학 장치 설치 3He셀 오

그림 3.4-1.수소연료 지 3차원 시스템 개략도 사진

그림 3.4-2.수소연료 지 시스템 제어 S/W

그림 3.4-3.3차원용 가시화를 한 수소연료 지:a)실린더형,b)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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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차원용 가시화를 한 수소연료 지의 MEA종류

그림 3.4-5.3차원 재구성 수소연료 지의 성자 상

그림3.4-6.3차원으로 재구성한 수소연료 지

그림 3.5-1.(a)Hussey'sphantom (b)numericalphantom

그림 3.5-2.단층 상합성법의 스캔각도에 따른 결과를 가시 으로 확인하기 해

제작한 팬텀

그림 3.5-3.스캔각도의 변화에 따른 깊이별 수평방향 해상도.

그림 3.5-4.스캔각도의 변화에 따른 수직방향 해상도의 변화

Fig 3.6-1.Neutron Radiography (a)New turbine blade 1ststage:before Gd

tagging(b)New turbineblade1
st
-stage:AfterGdtagging(c)Used

turbineblade1
st
-stage#16:BeforeGdtagging

Fig3.6-2.NRImage:Usedturbineblade1
st
-stageAfterGd

Fig3.6-3.NR Image:Usedturbineblade2nd stagefrom A afterGdtagging.

Redcircle:foreignmaterial(carbonashdeposit)

Fig.3.6-4NRImage:Used2
nd
stageturbinebladesfrom Bwereobservedforeign

materialsandhotcorrosionincoolinghole;blue:corrosion,red:foreign

materials(dust,carbondeposit,shotball)

Fig3.6-5.NRImage:Used2
nd
stageturbinebladesfrom Bwereobservedforeign

materials and hotcorrosion in cooling hole blue:corrosion,red:

foreignmaterilas(dust,carbondeposit,shotball)

Fig3.6-6.NR TomographyImage: (Left)New part:1-NA1,(Right)Used2nd

stage turbine blades from A were observed foreign materials and

corrosionincoolinghole,(Below)tomographyimageformeasuring

lengthandwidthofindication.

Fig.3.6-7NR Tomography Image:(left)New part2-NS1,(middleandright

Used2
nd
stageturbinebladesfrom A wereobservedforeignmaterials

andcorrosionincoolinghole.

Fig.3.6-8Chemicalanalysisshowsthat(a)innew turbineblade,theoxygendoes

notexist.(b)30%(wt%)oxygenremainsinsurfacein2ndstageused

turbineblade.

Fig.3.6-9SEM analysisshowsthat(a)innew turbineblade,thedefectsdonot

exist.(b)defectsoccurredin2
nd
stageusedturbineblade.

그림 3.7-1.섬 체 물질 내에서의 생성 된 가시 의 퍼짐 상

그림 3.7-2.섬 체 스크린 제작을 한 스핀 코 장비와 원리

그림 3.7-3.스핀 코 속도,시간,양에 따른 섬 체 스크린 두께 균일도

그림 3.7-4.스핀 코 을 이용해 제작된 섬 체의 SEM 사진 두께:10um(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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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um( ),20um(우)

그림 3.7-5.반사막 코 된 섬 체의 SEM 사진

그림 3.7-6.픽셀화된 섬 체 스크린 제작을 한 실리콘 셀 구조물 제작 과정

그림 3.7-7.실리콘 셀 구조물내 섬 체 물질 주입 과정

그림 3.7-8.깊이가 다른 픽셀화된 섬 체 스크린 단면 SEM 사진

그림 3.7-9.제작된 섬 체와 직 결합된 CMOS이미지센서 사진과 섬 체의 균일

도 측정

그림 3.7-10.제작된 섬 체의 량 비교 그래

그림 3.7-11.Gdpatterndevice 상을 이용한 공간분해능 측정

그림 3.7-12.시계의 엑스선 상(가운데)와 성자 상(오른쪽)

그림 3.7-13. 성자 섬 체 스크린(왼쪽)과 고분해능 상 장치(오른쪽)

그림 3.7-14.Gd(Gadolinium)patterndevice(왼쪽)와 Gdfoil(오른쪽)

그림 3.7-15.Gd(Gadolinium)patterndevice 상(왼쪽)와 확 상(오른쪽)

그림 3.7-16.고분해능 상 장치의 MTF그래

그림 3.7-17.각 섬 체의 량 비교 그래

그림 3.7-18.각 섬 체의 MTF비교 그래

그림 3.7-19.Gd(Gadolinium)patterndevice의 성자 상 상용 Gd2O2S(Tb)섬

체(왼쪽)과 제작된 Gd2O2S(Tb)섬 체(가운데)그리고 6LiF-ZnS(Ag)

섬 체 스크린(오른쪽)

그림 3.7-20.손목시계의 성자 상( 성자 조사시간:120s)상용 Gd2O2S(Tb)섬

체(왼쪽)과 제작된 Gd2O2S(Tb)섬 체(오른쪽)

그림 3.8-1.DigitalImageQualityMeasurementPolyethyleneBock.(좌),Digital

ImageQuality3DPhantom(우)

그림 3.8-2. 성자 검출기 MCPcollimator특성 실험

그림 3.8-3.jointsolderingapipeandablock에 한 삼차원 상으로 비 괴 검

사

그림 3.8-4.B2O3-glasstypescintillator에 한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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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연구개발의 목

본 연구는 연구로(HANARO)를 이용한 디지털 성자 래디오그래피 분석기술의

확립으로 고도화된 성자 이용 기반기술을 축 하여 환경,생명공학,산업재료 등

과 같은 다양한 산업용 시료분석에 한 활용성을 제고하기 하여 디지털 마이크

로 성자 래디오그래피 분석을 한 마이크로 성자 래디오그래피,정량화 격

자 미분 페이지 상 기술 개발을 최종 목표로 수행하 다.

가.마이크로 성자 래디오 그라피 기술 개발

나.정량 성자 래디오 그 리 기술 개발

다.실리콘 격자를 이용한 미분 페이즈 상 기술 개발

2.연구개발의 필요성

가.기술 측면 :

(1)연료 지는 소형으로는 직 메탄올 연료 지,운송용으로는 고체연료 지,

발 용으로는 고체형 연료 지등이 개발단계가 완료되어 2005년도 실용화 단

계에 어들고 있다.따라서 연료 지 등의 특성에 맞는 실용화 기술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미국등은 자동차회사,가 업체,에 지 정유회사 등이

국립연구소등의 거 연구시설들과 력으로 신뢰성 확보 실용화 기술에

앞장 서고 있다.미국의 에 지부(DOE)와 NIST은 공동으로 20MW 원자로

에 성자 상장치를 설치하여 연료 지의 연료 생성물의 거동을 가시화

하여 실용화 기술에 이용되고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국가 거 시설 연구용 원

자로 하나로를 이용하여 실용화 기술 개발로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세계 2~3

의 연료 지 기술보유국 진입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2000년 들어 수소연

료 지의 물 리를 해서 성자 상기법은 필수 인 도구로 인식되어졌음.

기존의 2차원 분석법에서 3차원 분석법으로 확장을 하여 분석하는 분석기

법이 산업 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함.

(2)응용분야에 따른 표 팬텀제작이나 조 기법등을 통한 상기법을 개발하여

신뢰도 높은 정량 인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요함.더불어 성자토모그래

피기법의 상화질 아티팩트를 개선하여 상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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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3)흡수계수율뿐만 아니라 산란길이를 측정하는 격자형 미분 상 상기술을 토

모그래피 기법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소각산란에 한 상을 얻을 수 있는

다크필드 상기법은 새로운 개념의 상기법으로서 앞으로 신 응용분야를 개

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4) 재 성자 상기법이 가지는 해상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고해상도

의 성자 상섬 체의 개발이 매우 요함.연료 지의 물분포 로 일이라

든지 기강 의 자기도메인의 스 일은 수십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분해능을

요구하고 있음.

나.경제 측면 :

(1)하나로 성자 상시설은 국내 유일의 연료 지의 물 리 연구도구로서 국내

외 산업체 련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연료 지 상용화에

기여.

(2) 성자 미분 상 상법을 기강 의 자기구역 찰 등 자성재료 등에 활

용할 정으로 있다.타 방법으로 측 불가능한 정보를 으로서 고부가 기

강 개발에 도움을 .

(3)개발된 실리콘 격자, 성자 편극기,고해상도 성자 상계측기는 상용화의

가능성을 갖도록 한다.

다.사회·문화 측면 :

(1)국가 거 시설인 ‘하나로’이용시설에 한 활용 극 화와 기간투자효과의 달

성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효과 이해도와 수용성을

증진한다.

(2)방사선 RI의 생명과학,산업,보건,환경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이용은 국

민복지 삶의 질 향상에 직.간 으로 기여되어 그 효과가 크므로 국민

이해 공감 형성에 결정 역할을 한다.

(3)21세기에 들어선 에 지와 환경 문제는 인류의 가장 요한 화두 의 하나이

다.연료 지는 세기 가장 요한 문제인 에 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서 세계 으로 개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국제 으로 맺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하기 한 기후변화 약에 응하

기 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

(4)국내 원자력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여 국제 사회 인 신뢰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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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의 내용 범

○ 수소연료 지 유동 상 3차원 상화 장치 연구개발

○ 성자 토모그래피 표 팬텀 제작

○ 성자 상 조 기술 장비 구축

○ 미분 상 토모그래피 시스템 개발

○ 상용 편극 성자원 조사 실험

○ 성자 섬 체 스크린 제작 장비 구축 제작

○ 성자 섬 체의 특성 분석 장비 구축

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수

1.하나로 성자 상장치(NRF)에 수소연료 지 실증장치 구축하여 국내 산업체와

함께 수소연료 지 2차원 분석법 활용 이며 3차원 분석법으로 확장하는 연

구를 수행.

2.기 인 상평가를 한 팬텀 제작하여 이산 (Iterative reconstruction

algorithm) 용하여 비교평가를 하 음.연료 지내의 물의 양을 정량 으로 측

정하기 해서 산란보정 웨지 팬텀등을 사용하 음.

3. NIST와 공동으로 실리콘 격자 성자간섭계기술을 연구.하나로 노외조사시험

시설(ENF)장치에서 베릴륨필터를 사용하여 냉 성자를 추출해내는 방법으로

실험하 음. 기강 자기구역 가시화연구를 시도하 슴.

4. 성자 상에 편극 성자를 사용한 은 없으나 산란장치등에서는 편극기를

용한 경험이 있음.포항 성자 시설에서 편극 He-3에 한 기 연구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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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에 의해서 수행된 이 있음.편극 He-3를 성자 스핀 필터로 사용하

기 한 기 연구를 본 과제를 통해서 수행하 음.

5. KAIST 과 공동으로 pixel형 성자섬 체에 한 연구를 수행 .나노공정

을 이용하여 패턴을 만들고 그 에 섬 체를 증착하는 방법을 사용.

제 2 국외 기술개발 황 수

○ 미국 NIST에서는 GeneralMotor등과 공동으로 성자 래디오그라피 기술을 2차

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한 연료 지 가시화 기술을 개발하여 연료 지 성능 향상

에 기여하고 있다.

○ 스 스 PaulScherrerInstitut에서는 실리콘 격자를 이용한 성자 간섭계를 세

계 최 로 개발하여 자기 도메인 가시화에 용하 으며,추가 인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 독일 HelmholtzZentrum inBerlin에서는 편극 성자 상 기법을 세계 최

로 개발하여 편극 성자를 상에 용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일본의 JAEA에서는 고해상도 상에 용하기 하여 성자 섬 체와 합

CCD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유럽의 EuropeanSpallationSource,일본 J-PARC등에서 펄스형 성자를 이

용한 성자 상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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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마이크로 성자래디오그라피 기술 개발

1.하나로 성자래디오그라피 장치 방사선 선량 조사

가.실험 배경

(1) 성자래디오그라피 실험을 할 때 성자는 실험시료에 조사된 후 흡수 산

란되며 성자를 흡수한 실험시료는 감마선 베타선을 방출한다.이때 방출

되는 산란방사선이 성자래디오그라피장치의 차폐체 등의 설치물에 산란되

어 실험시료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MCNPX code를 이용하여게산하 다.

그림 1-1과 같이 제1조사실 제2조사실의 내부에서 차폐체 벽면에서 10cm

거리에서의 표면선량을 5장소(A,B,C,D,E)의 치에서 계산하 다.실험

시료는 재 실험 인 그림1-2의 연료 지를 가정하 다. 한 실험시 발생하

는 산란방사선이 성자래디오그라피장치 외부로 설되는 설방사선량을

성자래디오그라피장치 주변 5곳(F,G,H,I,J)에 하여 작업종사자에 어떠

한 향이 있는지 MCNPX code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성자래디오그라

피장치의 beam nose에서의 성자선량은 설계 디자인값인 1×1013n/(cm2․

s)으로 가정하 다.

Bea
m
nos
e

A

B

C

D

E

F

G

H

I

J

그림 3.1-1.하나로 성자래디오그라피장치 평면도 단면도:조사실 내부

산란방사선 측정 치 조사실 외부 설방사선 측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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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원

그림 3.1-2.실험시료 연료 지 분해도 하나로 성자래디오그라피장치 입체도

나.MCNPXsimulation에 의한 방사선 계산

(1)그림3.1-1에서 빨간색 들은 감사선량을 란색 들은 성자선량을 보인

다.MCNPX code로 simulation하여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산란 성자선량

설 성자선량은 조사실 내부 외부에서 0으로 계산되었다.이것은

성자선이 직 조사되는 치인 제2조사실 E에 설치된 넓이 1m×1m 의 붕

소(B)고무 이 성자를 거의 모두 흡수하여 일어남 상으로 추측된다.산란

방사선 설방사선량의 계산 결과는 표3.1-1과 같다.표3.1-1에서 알 수 있

듯이 연료 지 실험을 할 경우 조사실 내부에서의 감마선 산란방사선의 양은

아주 작으므로 실험시료에 미치는 향은 무시할 수 있다.다른 실험시료를

사용하여 실험할 경우에도 산란방사선이 실험시료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없

다 추정된다. 한 하나로 성자래디오그라피장치는 차폐체의 두께에 의한

차폐능이 충분하여 성자래디오그라피장치 외부에서 측정되는 설방사선량

은 거의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 3.1-1. 성자래디오그라피장치의 각 치에 하여 MCNPXcodesimulation에

의해 계산된 산란방사선량 설방사선량

Position A B C D E F G H I J

Gamma

(μSv/hr)
0.03 0.03 0.02 0.02 0.05 0.00 0.00 0.00 0.00 0.00

※ 각각의 치는 차폐벽의 정 앙 표면에서 10cm 거리에서 각 차폐계산됨.

※ MCNP계산 오차:±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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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자 신틸 이터 기술 개발

가. 성자 신틸 이터의 이론 배경

(1)이론 으로 모든 안정한 원소들은 성자를 조사하면 성자를 흡수한 후에

성자를 최 로갖는 안정한 원소는 식 (1)과 같은 핵반응을 하고 그 외의 안

정한 원소는 식 (2)의 핵반응을 한다.


   → 

     (3.1-1)


   → 

   → 
    (3.1-2)

(2)이 때 횟수에 비례하여 식 (3.1-1),(3.1-2)에 의해 방출되는 베타선 혹은 감

마선은 주 원소의 궤도 자와 충돌․산란을 계속하여 결국 에 지를 잃고

베타선은 흡수되고 감마선은 소멸된다.이 경우 베타선 혹은 감마선은 충돌한

수 자기 를 방출한다.이 경우 가시 선 역의 에 지를 잃으면 자

(photon)가 방출되고 높은 에 지를 잃으면 X-ray가 방출된다. 한 이 경우

방출된 X-ray는 다시 주 의 원자와 충돌하여 같은 반응을 갖는다.그러므

로 성자 흡수반응이 매우 높고 고에 지(highenergy)의 베타선 혹은 감마

선을 방출하는 성자 고감도(neutronsensitive)원소와 베타선 혹은 감마선

에 조사된 후 자(photon)을 많이 방출하는 감마계수(γ-factor)가 높은 원소

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고효율의 성자 신틸 이터를 만들 수 있다.주 검출기

로 효율 40%의 GMXHPGe를 사용하고 보조검출기로는 BismuthGermanate

섬 체 4개를 조합한 외경 125mm,내경 91mm의 섬 검출기를 사용하여 감

마선 스펙트럼 백그라운드 감과 간섭 피크 분리 분석을 한 컴 턴 억제

분 계통을 구성하 다.

나. 성자 신틸 이터의 종류

(1) 성자 신틸 이터는 다양한 원소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으나 효율 으로는

성자 입사후 방출되는 감마계수가 30000이상일 경우 사용가능하다. 재

알려진 성자신틸 이터의 종류는 LiFZnS(Ag:0.02%), Gd2O2S(Tb:3%),

Gd3Ga5O12(Ce:3%)의 3가지가 있다.본 실험에 참고하여 성자 신틸 이터

의 photon방출량을 MCNPXsimulation으로 계산하 다.계산결과 1×107개

의 열 성자(E=25meV)에 하여 500μm 두께의 Gd2O2S(Tb:3%),

Gd3Ga5O12(Ce:3%)는 약 1.7×10
5
개의 photon방출량이 계산되었다. 재까지

다수의 성자래디오그라피 연구를 한 성자 신틸 이터는 감마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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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LiFZnS(Ag:0.02%)(γ=83000photons/n)가 사용되어 왔다.하지만

LiFZnS(Ag:0.02%)신틸 이터는 grainsize가 크므로 공정상으로 100μm 이

하의 두께를 만드는데 제한이 있어 해상도가 100μm 이상이다. 재 상용되는

LiFZnS(Ag:0.02%)신틸 이터는 국의 GE사 에서 제작되는 두께 200μm 의

신틸 이터로서 그림 3.1-3과 같이 해상도가 150μm 이상이다.

해상도 구분

50μm

100μm

200μm

300μm

400μm

그림 3.1-3. 국 GE사에서 상용화한 성자신틸 이터(LiFZnS(Ag:0.02%))

(2)최근에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처리 장치가 고성능화 되면서 Gd2O2S(Tb:3%)

를 이용한 성자신틸 이터가 개발되는 경향이다.Gd2O2S(Tb:3%)는 감마계

수가 γ =7400으로 LiFZnS(Ag:0.02%)보다 낮으나 grainsize가 더 작아

약 20μm 의 두께까지 제작이 가능하여 해상도를 50μm 까지 히 개선할

수 있다.낮은 자(photon)의 강도는 컴퓨터 화상처리(16bits)를 통하여 쉽

게 증폭하여 화상을 만들수 있다.본 과제에서는 Gd2O2S(Tb:3%)[γ =74000]

재질의 성자 신틸 이터와 참고로 Gd3Ga5O12(Ce:3%)[γ =46000]재질의

성자신틸 이터를 각각 60μm,100μm,200μm 두께로 총 6종을 제작하여 해

상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다. 성자 신틸 이터의 제작 방법

(1) 성자 신틸 이터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제작한다.① Phosphor:형 체

의 구성원소들인 Gd,O2S,Tb를 정해진 비율로 혼합한 후 1500~1700oC로

가열한다.② 혼합된 phosphor를 silicon용액 혹은 epoxy용액과 20%:80%

의 비율로 음 를 이용하여 phosphor를 균일하게 혼합한다.③ 두께 1mm

의 아주 평평한 알루미늄 에 정사각형의 틀을 만든 후 신틸 이터의 두께(60

μm,100μm,200μm)에 따라 계산된 양의 phosphor용액을 붓는다.④ 장치를

회 하고 음 를 이용하여 신틸 이터의 두께를 균일하게 한다.⑤ Clean

room에서 12시간 정도 말린다.

라.실험 결과

(1)본 과제에서 제작하여 섬 물질과 두께별로 화상을 만들어 비교하 다.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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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일의 HahnMeitnerInstitute의 CONRAD 에서 하 다.그림 3.1-4는

두께 100μm의 Gd2O2S(Tb:3%) 성자 신틸 이터의 성자 조사시간에

한 자 방출 감도 비교이다.

조사시간:

60

조사시간:

120

조사시간:

180

조사시간:

240

그림 3.1-4. 성자 조사시간에 한 자 방출 감도 비교:

[NeutronScintillator:Gd2O2S(Tb3%),두께=100μm 크기 D=5cm]

(2)그림 3.1-5는 제작된 6종의 성자 신틸 이터들의 해상도의 비교이다.그림

3.1-6에서 보듯이 Gd2O2S(Tb:3%)의 신틸 이터가 Gd3Ga5SO12(Ce:3%)신틸

이터 보다 같은 두께에서 높은 감도와 해상도를 갖는다.특히 100μm 두께

의 Gd2O2S(Tb:3%)의 경우 해상도 약 100μm 성자 신틸 이터의 성능을 갖

는다.

(3)본 성자 신틸 이터의 개발은 pixel형 cast의 제작 기술을 갖고 있는

탁연구과제를 통하여 개발 할 정이다.그 계획은 3.1-2와 같다.

표 3.1-2.Pixel형 성자 신틸 이터 기술 개발 단계

기술 개발 단계 Pixelsize(μm) 신틸 이터 크기(mm)

1단계 100(L)×100(W)×200(H) 100(L)×100(W)

2단계 50(L)×50(W)×200(H) 200(L)×200(W)

3단계 25(L)×25(W)×200(H) 200(L)×2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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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Gd2O2S(Tb3%) Gd3Ga5SO12(Ce3%)

60μm

100μm

200μm

그림 3.1-5. 성자 신틸 이터의 두께 재질에 따른 해상도

[ 성자 조사시간:240 ]

마.Pixel형 6LiF/ZnS(Ag) 성자용 섬 체 스크린 제작

(1)
6
LiF에서 열 성자가

6
Li와 반응하면서 반응물질인 α-particle이 발생하게 된

다.여기서 반응물질인 α-particle이 ZnS(Ag)와 반응하면서 자들을 여기시

킴으로써 가시 이 발생하게 된다.6Li와 열 성자의 반응식은 아래와 같으며
10B과 Gd보다 crosssection값은 작지만 반응물질인 α-particle이 보다 큰 에

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가시 을 발생시킨다.

 → sec  

(2)
6
LiF/ZnS(Ag)섬 체 스크린을 제작하기 해서

6
LiF와 ZnS(Ag)를 한

비율로 혼합해 주어야 한다.6LiF와 ZnS(Ag)의 혼합 비율에 따른 출력 신호의

비교는 아래의 그림 1-6에서 나타내고 있다.Bircron:BC-704는 재 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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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는
6
LiF/ZnS(Ag)를 이용한 섬 체 스크린으로써

6
LiF와 ZnS(Ag)

의 혼합 비율을 1:2로 혼합해서 제작한 섬 체 스크린과 비교하 을 때 1:2로

혼합해서 제작한 섬 체에서 출력 신호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T.Kojimaet

al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본 과제에서 제작하여 섬 물질과 두께별로 화상

을 만들어 비교하 다.

그림 1-6.혼합비율에 따른
6
LiF/ZnS(Ag)섬 체 스크린 비교

NuclearInstrumentsandMethodsinPhysicsResearchA529(2004)325-328

(2)
6
LiF와 ZnS(Ag)의 혼합 비율에 따른 출력 신호를 비교한 실험을 바탕으로

6
LiF와 ZnS(Ag)를 1:2비율로 혼합하여 섬 체 스크린을 제작하 으며 이미 앞

서 연구된 Gd2O2S(Tb)섬 체 스크린과 비교 분석하 다.열 성자 조사시간

이 같을 때 6LiF/ZnS(Ag)섬 체 스크린에서 Gd2O2S(Tb)섬 체 스크린 보다

출력 신호가 2배 이상 크게 나오는 것을 그림 3.1-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

성자 조사시간에 따라
6
LiF/ZnS(Ag)섬 체 스크린의 출력 신호가 선형으

로 나오다 200 를 지나면서 포화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동일한

열 성자 조사시간에서 출력 신호가 더 크게 나왔을 때 신호 비 잡음 비율

이 더 커짐으로 인해 상이 더 좋게 나오는 것을 그림 3.1-8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7.열 성자 조사시간에 따른 Gd2O2S(Tb)섬 체 스크린과
6
LiF/ZnS(Ag)

섬 체 스크린의 출력 신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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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열 성자 조사시간 :120s에서 Gd2O2S(Tb)섬 체 스크린을 이용해

얻은 상(좌)와
6
LiF/ZnS(Ag)섬 체 스크린을 이용해 얻은 상(우)

바.MEMS공정을 이용한 셀 구조물 제작 섬 체 주입

(1)50~100μm 픽셀 크기를 갖는 픽셀화된 성자용 섬 체를 제작하기 해서

실리콘 웨이퍼에 MEMS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한 셀 구조물을 이용하 다.

셀 구조물 내에 섬 체를 주입함으로써 섬 체 내부에서 산란되는 가시 을

셀의 격벽이 막아주게 되고 픽셀 구조를 가지는 섬 체 스크린이 되는 것이

다.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한 셀 구조물을 제작하기 해서 우선 얻고자 하는

미세패턴이 구 된 크롬 마스크를 제작하 다.이후 UV에 노출되면 단단해지

는 물질인 negativephotoresist(SU-8)물질을 실리콘 웨이퍼 에 도포시킨

다음, 리소그래피공정을 통해 PR 패터닝(patterning)을 하 다. 이후

DRIE(DeepReactiveIonEtching)공정을 통해 100~150μm 두께로 실리콘을

에칭한 후 픽셀화된 실리콘 셀 구조물을 제작하 다.그림 3.1-9와 5에서

10cm x10cm 면 을 가지는 픽셀화 된 섬 체 제작을 한 크롬 마스크와

MEMS공정을 이용해 제작된 실리콘 셀 구조물을 보여주고 있다.제작된 실

리콘 셀 구조물의 미세 패턴을 그림 3.1-10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1-11에

서 미세 패턴의 깊이를 측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그림 1-12에서 보

여주듯이 제작된 실리콘 셀 구조물 내부에
6
LiF/ZnS(Ag)와 Gd2O2S(Tb)를 주

입함으로써 픽셀 구조를 가지는 섬 체 스크린 제작을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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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제작된 크롬 마스크와 MEMS공정을 이용해 제작된 실리콘 셀 구조물

그림 3.1-10.실리콘 셀 구조물의 픽셀 크기 55μm pattern(좌)95μm pattern(우)

그림 3.1-11.실리콘 셀 구조물의 깊이 131μm(좌)145μm(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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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실리콘 셀 구조물에 주입된 섬 체

사.픽셀화된 섬 체 스크린의 량 공간분해능 측정

(1)10cm x10cm 면 으로 제작된 서로 다른 픽셀 사이즈와 깊이를 가지는 두

종류의 픽셀화된
6
LiF/ZnS(Ag) 섬 체 스크린의 량과 MTF(Modulation

transferfunction)value를 측정하여 공간분해능을 비교 분석하 다.열 성자

조사시간에 따른 량은 KAERI의 하나로 원자로 thermalneutronbeam을

사용하여 즈가 결합된 CCD 카메라를 통해 얻은 상의 픽셀 값들을 이용

해서 측정하 으며 공간분해능을 평가하기 한 MTFvalue는 열 성자 흡수

가 뛰어난 50μm의 두께를 가지는 Gadolinium 포일을 이용하여 Edge 상을

얻은 다음 ESF(Edge spread function)을 미분하여 LSF(Line spread

function)을 얻은 다음 FFT(fastfuriertransform)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그

림 8의 Edge 상을 살펴보면 픽셀화된 섬 체 스크린이 아닌 오른쪽의 일반

인 섬 체 스크린의 경우 Edge부분이 좀 더 흐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55μm pattern과 95μm pattern 상에 서 부분 인 얼룩이 보임에 따라

uniformity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것은 실리콘 셀 구조물에 섬

체를 주입할 때 생기는 문제로 볼 수 있다.6LiF와 ZnS(Ag)는 일정한 비율

로 혼합되어 있어야 일정한 량이 나오게 되는데 섬 체를 주입시키는 과정

에서 체 으로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할지 모르나 한 셀 안에서의
6
LiF와

ZnS(Ag)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 같다.픽셀화된 섬 체에서의 uniformity 하

는 상의 질을 감소시킨다. 한 실리콘 셀 구조물의 격벽의 두께가 5μm으

로 무 얇아 쉽게 부서지는 경향이 있다.부서진 실리콘 조각들이 섬 체와

함께 섞여 들어가 상의 질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그림

3.1-13의 MTF value를 비교한 그래 를 살펴보면 10% MTF value에서



- 35 -

55um pattern을 가진 픽셀화된 섬 체 스크린의 경우 9.9lp/mm으로 공간주

수가 가장 높고 95μm pattern을 가진 픽셀화된 섬 체 스크린이 9.0lp/mm 그

리고 일반 인 섬 체 스크린이 7.8lp/mm 측정되었다.픽셀 사이즈가 작아질

수록 공간분해능이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 다.하지만 그림 3.1-14에서 볼 수

있듯이 픽셀 사이즈 감소에 따라 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이

는 픽셀 사이즈가 감소함에 따라 셀 격벽과 반응하는 가시 의 수가 증가하

게 되고 이것이 체 인 량의 감소와 연결된다.픽셀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 생기는 량의 감소를 이기 해서는 셀 격벽 내부에 반사막을 코

하여 셀 격벽에서 흡수되어 사라지는 가시 을 반사시켜 셀 밖으로 빠져나오

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13.Edge 상들 55um pattern(좌)95um pattern(가운데)Non-pixel(우)

그림 3.1-14.픽셀화된 섬 체와 일반 섬 체의 MTFvalue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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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픽셀화된 섬 체와 일반 섬 체의 열 성자 조사시간에 따른 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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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개발 정량 성자 래디오그래피 기술 개발

1. 성자 상법을 이용한 수소연료 지 성능 향상

가. 성자 상 장치 성능 개선

(1) 성자 상법의 가장 큰 장 은 연료 지의 내부 상을 비 괴 으로 가

시화가 가능하고,연료 지 내부에 존재하는 물을 정확하게 정량화할 수 있다

는 것이다.그 지만 1차년도에 개선한 성자 검출 장치는 200X 200mm
2

만 촬 할 수 있기 때문에 면 연료 지 (200X320mm
2
)를 한번에 가시

화할 수 없었다.하나로 NRF의 성자 빔 크기가 400X450mm2로 다른 연

구소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향후 집 인 연구를 해 성자 검출 장

치의 성능을 개선하 다. 면 연료 지 가시화를 해 Applied

ScintallationTechnology에서 400X400mm
2
,공간분해능 0.15mm의 섬 체

를 주문 제작하 다.그리고 개선된 섬 체를 설치할 수 있는 성자 검출 장

치를 개선하 다.이로 인하여 자동차의 면 연료 지의 체 역을

한번에 가시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3.2-1. 면 연료 지용 섬 체(400X400mm
2
)

a) b)

그림 3.2-2.a)새 성자 검출장치와 b)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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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성자 검출 장치 개선 개선 후 성자 상

(2)그 지만 이로 인하여 성자 상의 공간 분해능이 약 150 mm에서

300mm로 두 배 정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 다.이를 해결하기 하여 한

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고분해능 CCD (픽셀수2K X 2K)로교체하 다.

기존의 CCD카메라의 픽셀 수는 1340X1300으로 면 연료 지에 사용하

기에 무리가 있지만,고분해능 CCD의 경우 픽셀 수가 약 1.5배 정도 많기 때

문에 성자 상의 공간 분해능이 300mm에서 200mm로 30% 이상 향상되었

다.

그림 3.2-4.Andor사의 고분해능 CCD카메라

나.하나로 NRF에서 수소연료 지 실증 실험

(1)흑연분리 실증 실험 :하나로 NRF의 연료 지 실증 장치와 자동차

에서 제공한 면 연료 지를 이용하여 운 에 면 연료 지에서 일

어나는 상을 분석하 다.본 실증실험으로 통해 흑연 분리 에서 류 도,

가습량,냉각수 온도 퍼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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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력 류에 따른 효과:그림 3.2-5는 출력 류 도를 51A에서 102A로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상을 성자 상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102A에서

내부에 존재하는 물량이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우측 하단(수

소 출구측)에서 많은 물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1

2

18.55 mg/cm2

40.47 mg/cm2

그림 3.2-5.출력 류에 따른 물량 변화:51A( ),102A(아래)

(나)냉각수 온도에 따른 효과:그림 2-6은 냉각수 온도를 25도에서 30도로 증

가시킬 때 나타나는 상을 성자 상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냉각수의 온

도가 25도에서 30도로 증가함에 따라 내부에 존재하는 물량도 약 10% 정도

증가하 다. 한 우측 하단(수소 출구측)에서 많은 물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6.냉각수 온도에 따른 물량 변화:25도( ),30도(아래))

(다)냉각수 온도에 따른 퍼지 효과:그림 2-7은 냉각수 온도를 변화시키며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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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공기를 이용하여 퍼지를 실시한 후 나타나는 상을 성자 상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냉각수의 온도가 높을수록 퍼지 효과가 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65도의 경우,퍼지 후 부분의 물이 제거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7.퍼지 효과에 따른 물량 변화 성자 상들

그림 3.2-8.S/R변화에 따른물량 변화 성자 상

3 9 

4 10 

13 16 l ~ I 
14 17 터 」

에 1.5/2.0 44.17 mg/cm2 

겨 i “ ] L| 
5 1.3/2.0 32.50 mg/cm2 

」 - =
6 1.5/1.6 46.75 mg/cm2 

7 1.3/1.6 41.24 mg/cm2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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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S/R변화에 따른 효과:그림 3.2-8은 Cathode와 Anode에 공 되는 유량

의 S/R비에 따라 나타나는 상을 성자 상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Cathode의 경우 S/R비가 감소할수록 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3-6

번,5-7번),Anode의 경우 S/R비가 감소할수록 물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3-5번,6-7번)

(마)Penn.StateUniv.와 상호 검증:그림 3.2-9와 10은 실험 조건만 같은 경

우에 기존에 Penn.StateUniv.에서 측정한 결과를 상호 비교한 결과 이다.

인 물량은 본 실증 실험에서 더 많지만,그 경향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9.출력 류 변화에 따른 물량 변화와 성자 상

그림 3.2-10.Penn.StateUniv.결과와 상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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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분리 실증 실험:그림 3.2-11에서 13까지는 속분리 에서 가습조건

을 변화시키며 나타나는 상을 성자 상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가습량

이 증가함에 따라 물량이 약간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11가습 조건 50/50%일 때,물량 변화 성자 상

그림 3.2-12가습조건 100/100%일 때,물량변화 성자 상

9.31 mg/cm2 1 

27.63 mg/cm' 2 

16.02 mg/cm' 3 

26.33 mg/cm' 4 

7.76 mg/cm' 5 

3.48 mg/cm' 6 

16‘84mg/cm2 7 

34‘ 05mg/cm2 8 

41 .80 mg/cm2 9 

26.77 mg/cm' 10 

11 .88 mg/cm2 11 

7.48 mg{cm2 12 



- 43 -

그림 3.2-13. 속분리 에서 가습 조건에 따른 물량 변화

2.항공기 부품의 미세 결함 탐지 기술

가.Landinggearpin-A․B에 한 성자 비 괴 검사

(1)F-5E/F항공기는 ‘74년 도입되어 30년 이상 장기 운 되고 있다.특히 착

륙 시 하 달이 많은 mainlandinggear신뢰성에 한 구조 건 성 평가

기술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Mainlandinggear부품 외부의 균열은

기술지시(T.O)의 육안검사(VT),표면검사(MT,PT)에 따라 검이 가능하나

내부 결함 피로 수명 단을 한 재료 상태 단은 불가능하다.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Landing GearPin-A (2000시간 사용)과 Landing Gear

Pin-B(0시간)에 하여 성자 비 괴 검사(film) 성자 3차원 토모그라

피 검사를 수행하여 MLG부품에 한 구조 건 성을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자 한다.그림 3.2-14은 Pin의 치를 표 한 것이다.(노란색 부분) Main

Landing Gear는 Main Shock Absorber와 Trunnion,Lever Assembly

Trunnion AttachPin,Crank,Axle등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항공기 재

료의 많은 부분이 알루미늄 합 이나,MainLandinggear부분은 항공기의

안 에 직결되는 부분으로,고강도와 고인성을 요구하므로 강력강의 표

강종인 AISI4340강 는 이를 개량한 300M강,DTD5192강,D6AC강등을

사용한다.이러한 철강 재료는 강도가 높아지면 노치 감수성이 커지고,비

속 개재물은 응력 집 원으로 작용하여 기계 특성을 해치게 된다.비 속

개재물을 억제하기 해서는 진공용해 채택과 정련기술, 는 자빔용해 등

의 기술로 불순물을 최소화하여 용해한 후,가공열처리를 하여 강의 인성을

높인다.기계 가공을 하여 제품을 완성한다.

(2)항공기 강착장치(LandingGear),기계 부품의 축,치차 볼트 트 등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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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고인성 피로강도가 요구되는 곳에 구조용 합 강이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다.특히 사용조건에 따라 내마모성,내식성,부식 항 피로강도를 증

가시키기 해 여러 가지의 표면처리(Surfacetreatment:ShotPeening,Cr

Plating,Cd Plating)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고장력 강(High Strength

Steel)은 많은 경우에 사용 용도가 극한 인 환경 하 상태에서 사용되게

되어 피로 취성 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재료 체의 성질이 변하

면 피로성질이 향을 받지만 시편 부품 표면이 국부 으로 변하여도 피

로강도의 향이 크게 달라진다.따라서 MainLandingGearPin에 한 구조

건 성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3.2-14.Pin의 사진/사양 항공기 landinggear부품 내에서 pin

구조 치(노란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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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필름법을 이용한 항공기 부품 landinggear핀 성자 비 괴 검사

(3)랜딩기어 pin샘 A는 2000시간 사용되었다.샘 B.C사용되지 않은 신품

이다.그림 3.2-16처럼 2000사용한 핀은 성자 필름법을 사용하여 검사한

결과 나사산 부근에 부식을 발견하 다.그림 3.2-23처럼 성자 토모그라피

를 이용하여 검사한 결과 샘 A에서는 불순물같이 보이는 것들이 내부 표면

표면 하에서 발견되었다.섬 체 Gdtype(50㎛)을 이용하여 조사시간 각

projection당 60 조사시간을 가졌다.2000년 시간 사용된 핀이 표면에 불순

물이 다수 존재하며 나사산에 부식이 발견 되었다.차후 X-rayCT와 비교

할 정이다.

그림 3.2-16.LandingGearPinA(2000시간).B․C(0시간)에 한

성자 투과 비 괴 검사 Film 법

(4)X-ray는 가벼운 원소를 잘 투과하고 무거운 원소에 한 투과력은 낮다.반

면 성자의 투과력은 불규칙하나 체로 속(Al,Si,W,Pb,U)에 한 투

과력은 높고 수소 등(H,B,O,C,N)은 투과력이 낮다.Gd,Cd,B등 몇 가지

원소는 성자를 잘 흡수한다. 한 같은 원소라도 동 원소에 따라 투과력이

달라진다.항공기 부품 검사 시 조 제로 쓰이는 Gd은 질량흡수 계수가 178

㎠/g이고 Al은 0.0053㎠/g이어서 Highcontrast를 얻을 수 있다. 성자

비 괴 검사는 항공기 부품 turbineblade의 정 주조단계에서 냉각 홀에

세라믹 계통의 corematerial이 남겨져 있는지의 여부를 최종 으로 검사하는

A        B        C

부 식 결 함 

께0.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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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미국에서 1960년도부터 사용되어 왔다.

(5) 성자와 X-ray는 물질과 작용하는 방법의 차이로 아주 다른 그리고 상호

보완 인 비 괴 검사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자 검사는 원자핵과 반응

하며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나 유기물질에서 흡수계수가 크나,무거운

물질 철,알루미늄,니 합 등은 흡수계수가 작아 잘 투과된다.즉 X-ray

와 정 반 의 성질로 항공기부품에 수소로 인함 부식 결함 등을 잘 찾아 낼

수가 있다.

(6)하나로에서는 Pin에 한 성자 비 괴 검사를 수행하 다. 성자 비 괴

검사는 ASTM 차서 표 물질 BPI(beam purity indicator)

SI(sensitivity)등을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하 다.ASTM BPI(Beam Purity

Indicator)와 SI(SensitivityIndicator)에 의하여 하나로 성자 비 괴 검사장

치는 Class1으로 분류된다.여기에서 Class1이라는 의미는 성자 선속이

70% 이상이고 분해능이 20㎛ 이상을 의미하며 국제 으로 최상 장치를 의

미한다.

(7)하나로 성자 비 괴 검사 장치를 이용하여 LandingGearPin-A(2000시간

사용)과 Pin-B,C(0시간 사용)에 하여 Film법을 용하여 결함을 탐지 하

다.하나로의 성자는 에 지가 25meV 이하로 열 성자 에 지 이다.

성자 비 괴 검사의 상을 성자 집속장치의 기하학 인 특성과 한

계를 갖고 있다. 성자가 방출되는 집속장치의 입구(Aperture:D)크기

시료까지의 거리(L)에 따라서 상의 선명도에 큰 향을 받는다.

(8) 하나로의 성자 비 괴검사 장치는 집속비(L/D)가 270이다.집속비는 상

의 선명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이다.Ug(불선 도 :unsharpness)는 L이 길

고 D가 작을수록 높다.하나로는 D=25mm이고 L=6,750mm이어서 Ug는 3㎛

이하로 결함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고려되지 않아도 된다.

(9) 그림 3.2-16에서는 Pin-A는 나사산 부근에 깊이가 0.2mm～0.3mm이하 되

는 부식결함을 발견하 다.Pin-B,C는 사용되는 부품으로 Pin-A와 구별되는

상을 얻었다.Pin-A에 하여는 3차원 CT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10)토마그라피 기술은 래디오그라피 방법에 비해 측정 상물질에 한 보다

정확한 단면 의 분포를 제공할 수 있다.토마그라피 기술은 80년 부터 의

학 분야에서 환자의 진단용으로 개발되어 재는 산업응용에 실용화되고 있

다.

(11) 토모그라피 기술의 특징은 분석 상 물질을 괴하지 않고 비 괴 으로

물질내부의 공간 인 물질 분포 3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

러므로 토모그라피 기술은 시료내부에 존재하는 물질의 치별 분포를 분석

하는 유일한 기술로써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학부분을 넘어 자동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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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성자는 물질내부의 핵과

의 직 인 반응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물질들은 성자와 고

유 반응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인 감마선과 X선의 사용과는

구별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12) 성자원에서 심축으로부터 θ만큼 회 된 계측 값은 물질내부에서 성

자선이 통과한 지 의 parameter들의 합으로써 나타낸다. 분석 시료를 2차

함수인 f(x,y)로 표 할 경우 방사선( 성자 X-ray)이 통과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xcosθ +ysinθ =t (2)

여기서 t는 심축으로 부터의 거리를 나타낸다. 한 lineintegral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Pθ(t)=∫(θ,t)f(x,y)ds. (3)

(13)식(3)를 수학 으로 취 할 경우 분석 상물질 f(x,y)의 값들을 유추할 수

있다.

(14)하나로 성자 래디오그라피 시설에 설치된 실시간 이미지 처리 시스템을

토모그라피 기술개발에 활용을 하 다. 성자 토모그라피를 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Movingtable:시료의 회 에 사용 4축

-Imageacquisitionandprocess:카메라(1300x1340),framegrabber,IP

s/w,Tomoscan

-Imageanalysis:Otopus,VG-studio

그림 3.2-17.하나로 성자 토모그라피 장치 사양

(15)X선을 사용하는 비 괴시험은 X선 발생기에 의해 생성되는 X-ray이 조사

부 의 두께 원자번호에 비례하여 흡수된다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따라



- 48 -

서 이 방법에 의해 결함이 있는 물체를 조사하는 경우,결함 부 에서의 X선

흡수는 결함부 바로 의 손상되지 않은 부 와 비교하면 다른 양상을 보인

다.물체를 통과한 X선은 필름이나 형 스크린에 기록되고 결함부 치에서

이미지는 보통 더 어둡게 나타난다.

(16)X-rayCT에 사용되는 X-ray투과 검사 장치는 X-ray발생기, 상증배

(Image intensifier), CCTV camera, 컴퓨터 상처리기(digital image

processor) 상출력장치(displaymonitor)로 구성되며,컴퓨터 단층촬 이란

검사 상체를 축을 기 으로 회 시키며 얻은 2차원 상을 조합하여 3차원

상으로 구성한 것으로,검사 상체의 상태를 입체 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

로,보다 쉽게 결함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다.X-ray의 분해능은

크기에 좌우되며,검사체 두께는 X-ray발생장치의 압 즉 X-ray의 에 지

와 비례한다.검사 장치는 일제 SHIMAZU SMX-225CT를 사용하 으며,이

장비의 제원은 최 압 225KV, 류 최 0.1mA, 크기는 최소 4µm이

다.X-rayCT검사 조건은 다음과 같다.

X-rayvoltage:220KV

X-raycurrent:0.11mA

DetectorSize:9inch SID(mm):765.1

SOD(mm):405.7

Numberofviews:1200

Numberofaverage:12

Slicewidth(mm):1.36

Slicepitch(mm):0.0945

그림 3.2-18.LandinggearpinA(2000시간 사용)X-ray3D 상(beam hardening

발생으로 contrast가 낮고 beam artifact발생)과 성자 3D 상(Contrast높음,

부식 결함 발견)비교

X-Ray CT 중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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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그림 3.2-18 처럼 두께가 10mm인 Landing GearPin은 X-ray에 지

220kV가 투과되지 않아 Contrast가 낮았으며 Beam hardening효과에 의하여

상질이 양호하지 않았다. 한 X-ray삼차원 토모그라피 상에서 두께에 의

한 에 지 흡수차이로 Beam artifact가 발생하 다.그러나 성자 상은 투

과가 양호하여 Contrast가 높았다.특히 내부의 부식에 의한 Contrast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특히 수소에 의한 내부 부식은 깊이 0.1mm 이하까지도 결함

검출이 가능하 다

(18)그림 3.2-19에서는 성자 상에서는 X-ray와 다르게 내부표면으로 부식방

지를 하여 바른 방청유가 하부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3.2-19.LandinggearpinAX-선 상과 성자 3D 상(내부 방청유 보임)
비교

그림 3.2-20.LandinggearpinA(2000시간 사용) 성자 3D 상 3차원 분석:

내부 부식결함 발견

(19) 성자 토모그라피는 삼차원 방향 즉 Axial,Frontal,Sagital에서 분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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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여 그림 3.2-20에서와 같이 LandingGearPin에 삼차원 으로 edge

effect 상기법 등을 이용하여 내부결함 분석을 하 다.Pin-A(2000시간 사

용)의 내부에 두께 0.2mm～0.3mm 정도인 부식을 발견하 다.그림 3.2-23처

럼 Pin-B(0시간 사용)은 내부의 부식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Pin-B(0시간 사용)를 비 괴 검사의 기 시험편을 이용한 검사 차를 충족

한 결과로써 Pin-A에 한 결함 정에 유용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림 3.2-21.LandinggearpinA(2000시간 사용) 성자 3D 상 3차원 분석:내부

부식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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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LandinggearpinA(2000시간 사용) 성자 3D 상 3차원 분석:

내부 부식결함 발견 두께 측정

그림 3.2-23.LandinggearpinB(0시간 사용) 성자 3D 상 3차원 분석:내부

부식 결함 없음

(20) 성자 토모그라피 LandingGearPin에 한 성자 토모그라피 상은

Voxel크기가 50㎛이다.이것은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높이,깊이,길이 수치

를 나타낸다.3D 상을 재구성(Reconstruction)하기 하여 시료를 0.6°씩

회 하면서 180°까지 300장 상을 수집하 다.300장 성자 상을 CCD카

메라 세로 Pixel수와 동일하게 Octopus 로그램을 이용하여 3D 상 재구

성을 한 1340장의 signgram을 었얻다. 3D Reconstruction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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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Studio 로그램을 이용하여 3축 방향(X-Y축,Y-Z축,Z-X축)으로 분석

을 하 다.

(21)그림 3.2-22처럼 Landing Gear Pin의 내부결함을 VG-Studio Defect

defectionmodule을 이용하여 결함 부 의 상 처리하여 부식결함의 깊이를

0.3mm,0.22mm 측정을 하 다.

(22)F5E/FLandingGearPin에 한 성자 비 괴 검사를 수행하 다.2004

년도 국내 항공기 주요 부품 TurbineBlade 유도 미사일에 용하 던

성자 비 괴 검사 방법은 LandingGearPin검사의 부식결함 미세결함 검

출에 유용성이 입증되었다.특히 Pin내부의 부식 결함을 0.1mm 두께 정도까

지 검출할 수 있어 부식 결함이 내부 미세결함으로 진 되는 기 상을 진

단 할 수 있다.특히 잔류 응력이 집 되는 부 에 내부 미세결함 부식결

함에 한 성자 토모그라피 검사기술이 활용의 필요성이 있다.앞으로

TurbineBlade냉각홀 내부의 수소 취화 결함으로 인한 내부 미세 결함

이물질 검사에 성자 토모그라피 분석 기술이 잘 활용되리라 기 된다.

그림 3.2-24.공군 유도 무기 착화기 성자 비 괴 검사

(23)국방부는 장탄약에 한 사용가능성,안 성,성능 등을 평가하여 탄약의

정비,폐기 보 등의 결정을 한 자료제공과 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실시하는 종합 인 장 탄약평가시스템을 구축 에 있다.신뢰성 평가

방법은 주로 X-ray장치 구축(2010년도)하고 있다.국방부에서 사업 내용에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측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두 차례 회의를(08년 11월

20일,12월11일)하 다.탄약 제작 단계에서 검사하는 성자 방법도 장 탄

약 신뢰성 평가에 X-ray검사 외에 추가가 되기 하여 비 실험을 수행하

다.그림 3.2-24은 공군 Aim-9유도미사일의 착화기에 하여 성자 상

법으로 충 율을 확인하 다. 성자 비 괴 검사는 속과 같이 도가 높은

물질과 폭약류나 수소화합물과 같이 가벼운 원소로 구성된 복합 물질에 비

괴 검사에 유용하다.특히 성자는 탄소,질소,산소 등의 가벼운 원소를 쉽

게 투과하지 못한다.반면 X-ray와는 반 로 무거운 물질( 속:구리,납,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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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늄)은 쉽게 투과한다.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항공기 부품의 부식,수소

취화로 인한 미세결함,유도 미사일 부품 폭발물(총탄)등의 충 상태 등

을 확인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3.Gdtaggingsystem development

가.Introduction

(1)Thereisrequiredorrecommendedthatthedefect-inspectionfortheparts

ofaircraftshouldbeusedtheneutronradiographyintheUnitedStates,

Canada,andEurope,becausethecompositionsofthepartsofaircraftare

steel-alloysoraluminium-alloys.Especially,fordefect-inspection,suchas

corrosion,micro-crack,residualalienmaterials,ofcoolingholeofturbine

blade,the Gadolinium Tagging Method is a suitable technique as

well-known.

(2)Currently,theKorean aerospaceindustrialcompaniesand Korean Air

ForceareusingtheX-rayradiographytoinspecttheusedpartsofturbine

bladeswheretheyhaveacertainalienmaterialsinsidecoolingholeornot,

becausethey do nothavetheneutron radiography facility.Otherwise,

inspectionbyX-rayhasalimitation,asthecontrastofthealienmaterials

incoolingholearesimilarwithalloys.Therefore,theKoreanAir-force

hasaplantousetheneutronradiographyfordefect-inspectionofthe

usedpartsofaircraft.

(3)The Neutron Science Division ofthe KAERI(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nd the Radpharm company have developed the

Gadolinium Tagging Method in lastfew years.The Radpharm is a

consignmentcompanyforKOLAS toneutronradiographyfacilityofthe

KAERI.ThemostmembersofNeutronImageGroupandtheRadpharm

Inc. participated the international educational program of neutron

radiographyheldbytheAerotestOperationsintheCaliforniaoftheUnited

States.Asknown,theAerotestOperationshas thebesttechniqueof

neutronradiographyintheworld.

(4)Recently,theNeutron ImageGroup designed theGadolinium Tagging

System for the new and used turbine blade to be inspected the

micro-crack,corrosion,residualalienmaterials.

나.Gadolinium TaggingMethodforNeutronRadiography

(1)Since1960,thefirstneutronradiographytoapplyadefect-inspection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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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urbinebladesinaerospaceindustryhasbeenperformedattheUnited

States.Itwas the search the residualcore materialin cooling hole

manufactureofturbineblade.

(2)Theoreticallyandexperimentally,X-rayinteractswithorbitalelectronsof

an atom so thatcrosssection ofX-ray systematically increaseswith

atomic numberofelements.Therefore,mass attenuation coefficientof

X-rayisverylow tohydrogen,carbon,andoxygenbutitisveryhighto

tungsten,andlead,anduranium.

(3)Neutronsinteractwithnucleusofanatom.Itmaydependsonbinding

energyofeachnucleustoneutronsothatcrosssectionsofneutronare

notdepending on atomic numberofelements.The cross sections of

neutrontoelementshavetherandom valuestoeachnucleusofatomic

numberofelements.IncontrastwithX-ray,crosssectionofneutronis

highvaluestohydrogen,boron,andcarbon,butitislow toaluminium,

tungsten,lead,anduranium.Thefigure3.2-25showsthemassattenuation

coefficientsofX-rayandneutrontoatomicnumberofelements.

(4) Comparing the steel-alloys and aluminium-alloys,mass attenuation

coefficientofgadolinium is1000timesgreaterthantheirs.Itmeansthat

alien materials is easily shown by optical,when they are tagged by

gadolinium.However,theproceduretechniqueofGdTaggingMethodis

notopened,becauseitisregardedashightechnique.

Fig.3.2-25.MassattenuationcoefficientsofX-ray/gammarayandneut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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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elements.

다.GdTaggingSystem oftheAerotestOperationInc.

(1)The gadolinium tagging system ofthe AerotestOperations Inc.are

organizedbysixequipments.Thereare① ahighpressurewater-shower,

② onevacuum chamber(forsamplestofulfillgadolinium solution),③

anothervacuum chamber(forsamplestorinseunnecessary gadolinium

solution inside samples),④ a dish washer (for samples to rinse

unnecessarygadolinium solutioninsidesamples),⑤ adrier,⑥ acooler,

and ⑦ a washer.The gadolinium tagging system of the Aerotest

Operationsareoperatedbyfollowingprocedure.Waterusedforgadolinium

taggingsystem isdemineralizewateronly

Gd solution

Washer

(Vacuum chamber II)

Gd Tagging

(Vacuum chamber 

I)

Gd solution

Washer

(Dish Washer)

Washer

(Water Shower)

Dryer

Cooler

Demineralize Water 

Filter

Washer

( for holding sample )

①②

③

④

⑤

⑥

⑦

Fig.3.2-26.ArrangementofGdTaggingSystem oftheAerotestOperationInc.

(가) Rinsing samples: All samples are rinsed by a high pressure

water-shower.

(나)Gataggingatresidualcoreorshotballs:Fortagginggadolinium to

theresidualcoresincoolingholeofturbineblades,theGd(NO3)3 of0.3

molarisputoninsideofsamplesbyvacuum system of0.25atm.

(다)Rinsing theuseless gadolinium solution in cooling holeofsamples.:

Therearethreestepstorinsetheuselessgadolinium solutionin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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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ofthesamples.Atfirststep,gadolinium solutiononsurfaceofsamples

isrinsedbyahighpressurewater-shower.Onthesecondstep,gadolinium

solutionincoolingholeofthesamplesarerinsedbyvacuum chamber.The

operationofvacuum system wherethesamplesimmersedindemineralize

water,thenwaterhasaboiledeffect.Onthethirdstep,thesamplesare

rinsedbydishwashertorinseuselessgadolinium solution.Theholeof

samplesaresettoparalleldirectiontowatershooting.

(라)DryingofSamples:Thesamples,afterrinsingthegadolinium solution,

are dried in normaldrierattemperature of415 Fo (=212.8 Co)in 30

minutes.

(마)CoolingofSamples:Thedriedsamplesarecooledunderanelectricfan

in30minutes.

(바)NeutronRadiography:Finally,thesamplesareexaminedbyneutron

radiography.

라.ExperimentalResultsattheAerotestOperationsInc.

(1)Experimentalprocedure:We tested the turbine blades to train the

Gadolinium Tagging Method.We prepared the ten turbine blades of

cooling hole types.Allofthem experienced gadolinium tagging once

alreadyatKAERI.Fig.3.2-27～2-30show theneutronradiographyimages

whichweperformedattheAerotestOperations.

(2)Wetestedtheturbinebladestoseveraldifferentconditions.

Fig.3.2-27:1)Washingsurfaceofturbineblades,

2)DryingturbinebladesthenperformedNR.

Fig.3.2-28:1)Insertingtheshot-ballsincoolingholeofturbinebladesthen

performedNR.

Fig.3.2-29:1)Insertingtheshot-ballsincoolingholeofturbineblades,

2)Inserting thegadolinium solution in cooling holeofturbine

blades,

3)Rinsinggadolinium solutiononsurfaceofturbineblades,

4)Dryingturbinebladesthenperform NR.

Fig.3.2-30:NRimageswithcompletecycleofprocessing.

1)Insertingtheshot-ballsincoolingholeofturbineblades,

2)Inserting thegadolinium solution in cooling holeofturbine

bl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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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insinggadolinium solutiononsurfaceofturbineblades,

4)Rinsinggadolinium solutionincoolingholeofturbineblades,

5)Dryingturbinebladesthenperform NR.

(3)Experimentalresultsandanalysis

(가)Allyellow circlesareshow theshot-ballsincoolingholes.

(나)Redcirclesshow thedefectsofcorrosions.

(다)Weputmanyshot-ballsincoolingholesasshowninFig.2-27,but

mostofthem weretakenoutbyrinsingofthevacuum system.

Fig.3.2-27.NRimagesafterrinsinganddrying.

Fig.3.2-28.NRimagesafterinsertingtheshot-b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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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9.NR imagesafterprocessingbystepsof1)Gdtagging,2)rinsing

Gdsolutiononsurface,and3)drying.

Fig.3.2-30.NRimagesaftercompletecycleofprocessing.

마.ThedesignofGdTaggingSystem oftheKAERI

(1)OurplanfordesignofGdTaggingSystem atKAERIshouldhasthe

advanced usages compared with the Aerotest Operations and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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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The Gd Tagging System ofthe AerotestOperations has a

limitedusage.Theycanperform onlyforthenew partsofturbineblades.

(2)Wemay inspecttheusedpartsofaircraftofKorean Air-force.Itis

requiredtoinspectseveralkindsofdefects.1)Corrosionsinoroutofthe

partsofaircraft.2)Micro-cracksinoroutofthepartsofaircraft.3)

Shot-ballsinsertedincoolingholeofturbineblades.

(3)Tofindthedefectofcorrosionsandmicro-crack,gadolinium solutionmay

berequiredahigherdensitygreaterthan0.3molar.Therefore,thereare

twokindsofgadolinium taggingsystem havinggadolinium solutiontanks

fordensityof0.3molarandfordensitygreaterthan0.3molar.1)A Gd

taggingsystem withagadolinium solutiontankof0.3molardensitywill

beusedtoinspectforanalienmaterialsuchasshot-ballincoolinghole

ofnew orusedturbineblades.2)A Gdtaggingsystem withagadolinium

solutiontankofdensitygreaterthan0.3molarwillbeusedtoinspectfor

micro-crackandcorrosionsoftheusedparts.

(4)TheFig.3.2-31andFig.3.2-32arethedesignsofGdtaggingSystem at

KAERIwhichwillbeinstalledatthedarkroom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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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1ThearrangementofGdTaggingSystem atKAERI(plan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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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2.ThearrangementofGdTaggingSystem atKAERI(crosssec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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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토양속 뿌리 식물 수분 측정

한국원자력연구원와 진안약 산인삼연구소는 인삼 뿌리 썩음병의 병리 상

을 진단하기 한 성자 상법 비실험을 수행하 다.인삼 연작시 곰팡이균으로

발생되는 뿌리썩음병으로 수확률 10% 미만이다.뿌리썩음병을 방하고 진단 할

수 있는 방사선 토양 살균법 성자 상 진단법 등에 한 비연구를 수행하

다.‘06년도부터 ‘87년도 몬트리올 정의 발효에 따라 곰팡이균 살균를 한 훈

증법(fumigation)은 사용 불가로 친환경 살균법 개발이 실히 요구된다.살균법

길항 미생물 용 후 각각의 뿌리 성장 단계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성자 상 기

술의 실험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그림 3.2-33처럼 알루미늄 pot(직경 6cm)에 인삼

을 심어 각각의 성장 단계에서 하나로 tomography장치를 이용하여 성자 상을

얻었다.그림 3.2-34(좌)은 뿌리썩음병균 Cylindrooarpondestructans을 진단 할 수

있는 인삼의 체 수분의 양을 진단 할 수 있는 성자 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34(우)은 X축은 물질의 성자 흡수단면 ,Y축은 Voxel수를 나타낸다.

1-1.5까지 성자 흡수 단면 의 Voxel수가 낮으면 수분의 포함정도가 음을

(gs_No.15)나타낸다.1-1.5까지 성자 흡수 계수의 Voxel수가 높으면 수분의 포

함정도가 높음을(gs_No.20)나타낸다.노지에서 성장한 곰팡이균을 멸균하는 방사

선 멸균법을 용하여 각각 단계에서 뿌리의 성장단계를 찰하고 진단 할 수

비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림 3.2-33 성자 상 실험 한 뿌리 식물의 실험장(인삼)

그림 3.2-34.뿌리식물(인삼)의 성자 상:체 수분의 정도를 알아 낼 수

있다(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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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축은 물질의 성자 흡수단면 ,Y축은 Voxel수: 성자흡수단면 :1-1.5범

의 성자 흡수 단면 의 Voxel수가 낮으면 수분의 포함정도가 음(gs_No.15).

1-1.5 범 의 성자 흡수 계수의 Voxel수가 높으면 수분의 포함정도가 음

(gs_No.20)(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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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3527번 port인삼 성장비교

그림 3.2-35에서 4개월 간격에서 인삼 성장을 비교하 다.체 과 수분의 함량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다.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진안 약 연구소 노지조성(재작지,

작지,멸균토양:10KGy.15KGy,20KGy)묘삼을 식재하여 재배과정 인삼의

성장과정 토양의 생테 인 변화를 찰 할 정이다.그 에 600개 Alport에

인삼을 식재하여 성자 상을 이용하여 뿌리의 병리 인 특성을 조사 할 것이다.



- 64 -

5.Neutron Tomography Characterization on a SpeciesoftheDinosaur

Embryo

가.Introduction

(1)Herewedemonstratethepotentialofneutron tomography fornon‐

destructivelyidentificationoftheembryoandprovideinsightsinembryo

morphologywhichallowsforclassificationofdinosaurspecies.Neutrons

transmittingtheembryoprovideuniquecontrastforhydrogenousminerals

becauseofitshighsensitivitytothenucleiH whileX‐raygiveshigh

resolution forheterogeneousdensity.Itisrevealed thattheembryois

mightbeidentifiedasfossilskullofTherizinosaurofTherpodbyNeutron

Imagewithoutcuttinganddamaging.Neutrontomographyshedslighton

thetraceofdinosaur.

(2)Thetechnologyoftomography[1,2]providesinformationaboutthematerial

compositionincrosssectionsthroughanobject.Tomographicprocedure

therefore provides non invasive three‐dimensional visualiz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objects from transmission data. Mainly, X‐ray

tomographyhasbeenappliedtoinvestigatepalaeontologicalobjectssince

1984[3].X‐ray maps regions ofdifferentdensities within an object,

However,limitsexistinthetechniques,forexampleinthethicknessand

invariancedensity from longevity deformation.Especially,thedeformed

embryonic egg is hardly to be visualized by X‐ray because ofits

homogenous density.To avoid its drawbacks,Phaseimage ofX‐ray

synchrotron was applied to get sharper views of everything from

Neandertalteethtodinosaurembryos[4].Duetoitspoorpenetration,its

coherence ray is hardly to scan fully specimen in depth.Neutron

tomographyhasbeenusedonfossilobjectssince2005[5].Neutronimage

issensitivetodifferenceintheconcentrationofsomelightmaterialslike

hydrogen.Contrary toX‐ray,neutronscarry noelectricalchargeand

interactmainly with atomic nucleivia very shortrange forces with

minimal attenuation. Therefore neutron tomography is a technique

complementary to X‐ray tomography and is particularly sensitive to

sampleswheresmallamountsofhydrogenousmaterialsoccurwithweakly

interactingmaterials.Neutronsyieldimageswithhighcontrast.

(3)Dinosaureggsareabundantfrom LowerJurassictoUpperCretaceous

rocks,but embryonic skeletons from these deposits are scarce.For

exposingthem,butscientistshaveonlynow abletoopenandstudy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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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ly using by delicate dental tools. Neutron Tomography is

nondestructively exquisite toolofidentification on species ofdinosaur

embryo and even deformed egg instead oflong work to expose the

delicateskeletonsofembryoeggwithsharpdentaltools.

나.Material

(1)Manyfossilizeddinosaureggshavebeenfoundatover200sites[6,7].

Veryrarely,theeggshavepreservedpartsofembryosinthem,which

providecluestomatchaneggwithaspeciesofdinosaur.Asindicatedin

Fig.2-36,AtNovember25,2008,an embryo (NSM60104403‐20554450:

NationalScienceMuseum ofKorea)wasprocuredbyPublicProcurement

ServiceofKoreaforthepurposeofpublicexhibition.Thisspecimenhas

beenconsideredtobeexcavatedinthelateof1960’byaMongolianat

MenehtAlguiUlaanTsav,SouthernMongolia.

(2)Theembryoeggwentthroughaseriesofmajorprocessasfossils.The

deformationegginsinuatedthatafterbeinglaid,itwasburiedbyafine

coveringofsedimentandgroundwaterflowingthroughitingressesthe

eggandmineralsprecipitatedfrom thesolutionintotheembryodueto

high pressure ofstratification.Chemicalreaction ofprecipitation with

organicembryoformedhydrogenoussubstitution.

(3)Theoriginalshellanditsmembrane(mamillarzone)areactuallylittle

alteredduringfossilizationasitismadeupofcalcitewhichisreluctantto

change.Theembryowashollowlydeformedduringdiagenesisasindicated

byruggedcalciteandtheembryoskeletonappearstobedisturbedbyits

compression.

(4)Theupperpartoffossilwascrackedanderodedaway.Theinsideofthe

shellissplendidlyornamentedwithcrystallizedcalcite.Inneutronscan,

thecompressedcalciteburiedembryois7.6mm~8.6mm inthicknessinFig

2-37a.Shellfragmentsfrom theuppersurfaceandskeletalremainswere

notfoundinsidesurface.

(5)InFig2-37a,b,theeggwasfoundrough87.07~91.1mm indiameterand

appeartohavebeensphericalandshellthicknessvariesfrom 1.02mm to

1.61mm.Restored,thesphericaleggwouldhavemeasuredapproximately

withanestimatedvolumeof382cm
3
.Thisembryofossiliscomparableto

identifiedembryoeggsfrom LowerJurassicElliotMassospondylusvolume

of313 cm3[17],LowerCretacous Yixian Pterosauro volumeof300cm3

[8,9,10],UpperCretaceousUkhaaOviraptoridaevolumeof410cm
3
[12]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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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Cretaceous Patogonia Titanosaurs volume of 800cm
3
[15].In

comparisonwithshellvolume,theembryoislikelytobedependenton

Therpodspecies.ThesphericaleggislikelytobeclassifiedtoSaurpod.

다.Method

(1)Neutronsarehighlysensitivetohydrogenoussubstancesduetotheirhigh

crosssectionforhydrogenwhiletheirchargeneutralityallowsthem to

penetrate even massive samples. These properties were used for

investigationoffossilofdinosaurembryobyNeutronTomography(NT).

heNT experimentswereperformedattheNeutronImaging Facilityof

HANARO research reactor using its dedicated high‐resolution option

providingaspatialresolutionof72㎛/pixel.Thedetectorsystem consisted

ofa6LiZnSscintillatingscreenwhichconvertsthethermalneutronbeam

withenergyof14meV invisiblelightwithwavelengthof440nm.The

obtainedshadow imageonthescintillatingscreenisrecordedbyaCCD

cameraplacedbesidetothescreen.A mirrorunder45°projectstheimage

from thescintillatingscreenonthelenssystem oftheCCD camerain

ordertopreventtheradiationdamagesofthecameraelectronicsbythe

neutronbeam.Theusedexposuretimewas110secperprojectionimage.

A definednumberofprojectionimagesof600over360°rotationangle

was used for the NT experiment. The tomographic volume was

reconstructed by filtered back‐projection algorithm and visualized and

processedbyvolumerenderingsoftwareVGStudioMax2.0.

(2)Thehighcrosssectionofthermalneutronsforhydrogenmakespossible

todetectthehydrogenoussubstationsofthefossilskeletonunliketheX‐

rayimagingwherethecontrastprovidedbyhydrogenisverylow.This

makes the neutron methods very suitable for investigation offossil

remains embedded in calcite or rock sediments. Additionally the

tomographictechniqueallowsforthree‐dimensionalcharacterizationand

analysisofopaqueobjects.

라.Result

(1)Fossilembryosarenotcommoninthefossilrecordastheirpreservation

resultfrom unique and specific taphonomic and diagenetic processes.

Moreover,theirsmallsizeand fragility makethem difficultto study,

whichisonlyfeasiblewiththelatestinhigh-resolutionmicroscopyand

microanalysis along with advanced neutron image technologies,here

neutrontomography.ThepresentlyacquiredNT resolution,despiteag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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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nfossilcharacterization,coupledwiththesmallsizeofthespecimen

complicates the identification ofapomorphic characters.Yet,the few

skeletalelementsandtheobservedzoologicalcharacterssupportthatthe

specimenwasamedium sizeandmoderatelyrobusttitanosaur.Thefew

primitivefeaturesthatareattributedtoSomphospondylicouldconceivably

resultfrom retentionofprimitivecharactersattheearlyontogeneticstage

atwhich NSM60104403-20554450died.Thisuniquespecimen represents

the first associated nearly complete embryo and egg of an Asian

titanosaur clade and provides a glimpse at the earliest parts of

developmentwithinTitanosauriaandtheassociationofthiscladewitha

new eggsizeandshape.Moreover,itspresenceinEarlyCretaceousbeds

in Mongolia attests for a reproductive population ofnon-lithostrotian

titanosaurs, which are only known in Asia by the Berriasian

Phuwiangosaurussirindhornaefrom Thailand.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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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3.2-36.Dinosaurembryo(NSM60104403‐20554450:NationalScienceMuseum

ofKorea)a)Theupperpartoffossilandtheinsideoftheshellornamented

withcrystallizedcalcite.b)Preservedportionofskeletalremainsatbottom side

similartooblongeggsclassifiedaseslongatoolithid.C)Theoriginalshelland

its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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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37 a)In neutron scan ofX‐Y Axis,the compressed calcite is

7.6mm~8.6mm in thickness.87.07~91.1mm in diameterin sphericalb)Shell

thicknessvariesfrom 1.02mm to1.6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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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3.2-38.(a)skull,sacrum,limb,ribsandvertebrainthecompressedzoneby

neutron tomography (b) image ofcranialmorphology with externalnaris,

infraorbitalandantorbitalfenestra reconstructedbyrendering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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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 orbit 

당temal 

Skull 

Infra orbit 

Exte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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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3.2-39.(a)Humerus,femurandtibiaofneutronimage(b)Cervical,dorsal,

sacralandcaudalvertebrainneutronimage.(c)Sacrum,ilium andischium by

renderingneutron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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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량 성자토모그라피 표 시험편 분석

국가공인시험기 (KOLAS)으로 인증 받은 성자래디오그라피장치를 KOLAS품질

보증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KSA ISO 17025규격과 인증 시 등록한 국제시험규격

(ASTM E545-91,E748-95,E803-91,E1496-97,ISO 11537-98)에 부합하여 운

에 있다. 한 성자토모그라피 기술이 차 산업 으로 리 활용되고 있어 표

화 시편 제작,평가 차서 개발이 시 히 요구되고 있다.최근에는 국제원자

력기구(IAEA)의 CRP(CoordinatedResearchProject)에 따라 성자토모그라피 표

화를 한 연구가 국제공동연구(스 스,독일)로 추진되고 있다.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연구용원자로 활용도를 높이기 하여 성자토모그라피 분야와

성자를 이용한 잔류응력측정 분야의 표 화를 한 CRP사업을 2010년부터 시작할

정이다.한국원자력연구원 성자과학연구부는 성자 상분야와 잔류응력분야에

참여할 정이다.구체 으로 성자 상분야에서는 성자토모그라피의 선질평가,

공간분해는 측정,장치 보정에 한 표 화 기술을 개발에 참여할 정이다.

그러므로 KOLAS 품질 보증 시스템에 따라 국제시험규격(ASTM E545-91,

E748-95,E803-91,E1496-97,ISO 11537-98)에 부합하여 운 인 한국원자력연

구원 성자과학연구부의 성자래디오그라피장치(NRF)는 향후 성자토모그라피

의 이용자를 하여 성자토모그라피 data의 신뢰성을 한 표 화된 자료 제공

을 비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재 성자래디오그라피에서 이용자에게 ASTM BPI(Beam Purity

Indicator) ASTM SI(SensitivityIndicator)의 data를 표 화 자료로 제공하는 것

과 같이 성자과학연구부에서 이미 제작하거나 구매한 neutron tomography

phantom devices6종을 보완하여 성자토모그라피의 선질평가,공간분해는 측정,

장치 보정에 한 표 화 기술을 하여 하나로 NRF장치에서 성자토모그라피

표 화를 하여 재 혹은 향후 이용 정인 이용자들 특히 항공기부품,수소연료

지 뿌리식물수분측정 이용자에 제공할 date표 화 작업에 이용될 data의 분

석에 있다.특히 항공기 분야는 엔진 검사 경우 공군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차

서를 만족하기 한 정량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Radiographic Inspection Standard United Technologies

PRATT&WHITNEY

XRS-315

- FluorescentPenetrant/VisualInspectionStandardUnitedTechnologies

PRATT&WHITNEYFPVS-23-B

- FluorescentPenetrantStandardUnitedTechnologiesCompanyPR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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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NEYFPVS-23-B

성자토모그라피 국제 표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기술된다.

- ASTM 748-02"ThermalNeutronRadiographyTesting"

- 18 OCT 4309 "IAEA Neutron Tomography Image standard-Non

destructiveandAnalyticalTechniquesusingNeutrons"

- ASTM E1441-97,Standard Guide for Computed Tomography (CT)

Imaging

- ASTM E1570-95a,StandardPracticeforComputedTomographic(CT)

Examination

- 성자 Tomographyphantom devices용도

Phantom 1:ASTM SI -NRF토모그라피장치 imageresolution

Phantom 2:ASTM BPI -NRF토모그라피장치 선질 평가

Phantom 3:KAERIBPI -NRF토모그라피장치 다면 선질 평가

Phantom 4:PSIGd-test -NRF토모그라피장치 imageresolution

Phantom 5:하나로 NRTphantom I

-NRF토모그라피장치 imagecontrast측정

Phantom 8:하나로 NRTphantom II

-NRF토모그라피장치 imageresolution측정

가)ASTM SI,ASTM BPI

ASTM SI ASTM BPI는 미국 AerotestOperations사에서 제작되며 재

Neutronradiography필름법에 사용된다.ASTM SI는 성자빔의 resolution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ASTM BPI는 성자빔, 자 생성,감마선과 산란빔의 비

율 등의 측정에 사용된다.본 실험의 목 인 하나로 NRF의 성자토모그라피 화

상처리장치의 imageresolution 선질평가의 측정을 하여 ASTM SI ASTM

BPI를 토모그라피하여 data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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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ASTM SI

그림 3.2-41.ASTM BPI

나).KAERIBPI

성자과학연구부에서는 하나로 NRF 빔의 조사 면 (제 2 조사실에서

30cm×40cm 이상)이 넓은 계로 조사구역에 따른 성자빔의 선질평가를 동시에

측정하기 하여 그림 3.2-42와 같은 BPI를 제작하여 실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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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KAERIBPI

다). PSIGd-test

하나로 NRF 성자토모그라피 공간분해능 측정을 하여 스 스 PSI연구소

에서 제작한 PSI Gd-test (그림 3.2-43)를 사용하 다.이 장비는 검사체의

ROI(Region ofInterest)부분에서 CCD camera, 즈(조리개, )을 조 하면서

PSIGdtest를 이용하여 최 공간분해능을 측정에 사용된다.

그림 3.2-43.PSIGdtest(calledby"SimensStarObject"):Diameter:20mm,128spokes,

Smallestperiodof40㎛ intheinnerregionofthestarand500㎛ attheouterpart,

Concertricalradialmarkersof500,400,300,200,100,50㎛ periods.Squareoforthogonal

gridlines"24㎝ x24㎝,1mm linewidth50,100,150㎛

라).하나로 NRTPhantom IandNRTPhantom II

이 장비는 성자과학연구부의 이승욱박사가 성자토모그라피 장치의 성능을

측정하기 한 차를 개발하기 하여 자체 제작한 것으로 contrast,resolution과

artifact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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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하나로 NRT Phantom IandNRT Phantom II:왼쪽 -ResolutionPhantom

(Fe cylinder두께:0.4mm,0.7mm,0.9mm,2mm,3mm,4mm,5mm,6mm),오른쪽 -

ContrastPhantom ( 에서 시계방향으로 Al,Cu,Fe,Pb,Ni,PE(폴리에틸 ))

마)실험 분석

1)실험 조건

Camera: RoperScientific(1340x1300)Pixelsize:20㎛

Lens: 135mm 사 TK13 조리개 2.0촞 :6m

FOD: 11.8㎝ ×6.5㎝

Scintillator:LiFZnS(두께:50㎛)

Rotation: 600imagesto180도 (1image/0.3도)

Exposuretime: 30sec/1image

▷ Cameraresolution Imageresolution

Camera resolution 은 x 축에 하여 길이 11.8cm 에 1340 pixel이므로

cameraresolution은    가 된다.Imageresolution

은 두께 50㎛인 scintillator의 resolution이 약 33㎛ 이므로 imageresolution

은   
    ㎛ 으로 계산되나 digitalimage의 경우 88㎛ 와

33㎛ 큰값을 취하여 imageresolution은 88㎛ 로 취 한다.

2)실험 결과 분석

-하나로 NRTPhantom I:ImageContrast분석

그림 3.2-45와 같이 하나로 NRT pahntom II의 장치는 지름 6mm의 6가지

(Al,Cu,Fe,Pb,Ni,PE)의 으로 되어 있다.으며 각 물질의 물리 ,화학 특성은

표 3.2-1과 같다.이론 으로는 투과력은 PE,Ni,Fe,Cu,Pb,Al순으로 성자

투과력이 약하다.그림 3.2-45 그림 3.2-46은 실험 결과로 획득한 image로서 이

론 인 계산에 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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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시편의 종류에 한 선형흡수계수 graylevel비교.

종류 Al Fe Ni Cu Pb PE

원 번호 13 26 28 29 82 -

선형흡수계수 0.098 1.15 2.02 0.924 0.369 4.0

Gray level 비 0.00 0.65 0.90 0.60 0.29 2.00

1

2

3
4

5

그림 3.2-45.하나로 NRTPhantom II의 ImageContrast비교:① PE,②Ni,③ Pb,④ Fe,

⑤ Cu

그림 3.2-46.각 투과 물질에 한 흑화도(graylevel)비교

Image contrast의 원소간 비교는 image enhancement를 이용하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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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그림 2-47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항공기 엔진재료 Ni

합 은 철과 구리에 하여 확연하게 contrast가 다른 결과를 얻었다.

그림 3.2-47.각종 원소의 상호간 contrast비교

-하나로 NRTPhantom II:ImageContrast분석

한 tomography 결과 image상에서 시료의 실측치 측정은 하나로 NRT

Phantom I의 Fe0.4mm 에 하여 0.35mm 0.45mm로 측정되었다(그림 3.2-48

참고). 한 두께 0.7mm의 철은 0.63mm 측정되고 두께 0.9mm의 철은 0.83mm 측

정되었고 두께 2mm의 철은 1.98mm로 측정되었다 (그림 3.2-49,2-50참고).이 값

은 NRT 장치의 imageresolution이 93㎛ 이므로 이론 계산값과 일치한다.그림

2-53은 길이에 한 image의 측정값이다.

   

그림 3.2-48.실측 두께 0.4mm철이 0.35mm 0.45mm로 측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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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실측 두께 0.7mm철이 0.63mm 측정됨/실측 두께 0.9mm철이 0.83mm 측정됨.

그림 3.2-50.실측 두께 2mm철이 1.98mm로 측정됨

 

그림 3.2-51.철 의 두께(3mm,4mm,5mm)에 따른 image상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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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길이의 측정치:0.5mm,0.8mm,1.0mm 길이의 image측정치

-ASTM SI:Imageresolution분석

ASTM SI는 그림 3.2-40,41과 같이 0.0125mm ~0.25mm 의 8가지 두께의 알

루미늄 slit이 끼워져 있다.실험 결과 획득한 image상에는 그림 14와 같이 12.5㎛

두께의 slit외에 25㎛부터 250㎛ 두께의 7개의 슬릿이 구분된다.하지만 100㎛,75

㎛,50㎛ 와 25㎛ 두께의 slit은 같은 두께로 측정되며 graylevel이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이는 cameraimageresolution이 88㎛ 이므로 계산결과와 같은 상을

보인다.

  

그림 3.2-53.ASTM SINRTimage:Alspacer7개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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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4.기타 ASTM SINRTimage(1)

ASTM SIHole250㎛ 1개가 보임 ASTM SIHole550㎛ 4개가 보

임

그림 3.2-55.기타 ASTM SINRTimage(2)

-PSIGdtest:ImageContrast분석

스 스 PSI에서 제작 구매한 Gdtest는 imageresolution100㎛ 이하에 사용

되는 측정장비로서 본 실험에서는 imageresolution이 88㎛ 이므로 그림 3.2-56과

같이 image만 획득하 으며 향후 하나로 NRF에 2000×2000pixel의 카메라와 이

에 맞는 lens장비가 비된 후 분석할 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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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56.GdPattern(100㎛ 분해능):(A)LiF-ZnSscreenNRTimage:조사시간 30 ,

(B)GadoxscreenNRTimage:조사시간 150

4) 결론 향후 계획

가)결론

-필름법에서 분해능은 필름의 image가 아나로그이므로 ASTM SI기 으로

Al spacer7개 (250,125,100,75,50,25,12.5)㎛ 가 두께에 따라 명확히

찰 되었고,그리고 Shim Hole250㎛(4개)Shim Hole이 150㎛(3개)가 찰

되었다.

- 성자토모그라피 분해능은 ASTM SI기 으로 Alspacer7개 찰(250,

125,100,75,50,25,12.5)㎛ Shim Hole250㎛(4개)Shim Hole이 150㎛(3개)

가 찰되었다.하지만 slit의 두께는 100㎛의 slit은 모두 같은 두께로 측정

되며 흑화도가 두께에 따라 낮게 측정된다.이는 cameraresolution이 88㎛

인 계로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나)향후 계획 개선 .

- 토모그라피 길이 측정은 Resolution Phantom에서 0.4mm 이하에서 최고

±30% 오차로 항공기 엔진 결함 불합격 결함 기 이 0.38mm 이므로 이에

한 장비 등의 측정기술개발이 요구된다.

- 향후 성자토모그라피 기술을 이용하여 표 화할 경우 그림 6,7 표 1

에서와 같이 원소에 따라서 graylevel이 고유값으로 측정된다.즉,표 화

실험조건( 성자 에 지,조사시간,scintillator,camera등)에서 표 화된 원

소들은 표 화된 graylevel고유값으로 측정되므로 성자토모그라피 비

괴검사를 이용하여 시료내부의 각종 구성요소의 크기 물질의 화학 원

소를 별하는 기술 개발을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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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집속 구경,세가지의 실리콘 격자(Gs:sourcegrating,Gp:phasegrating,and

Ga:analyzergrating),시료와 검출기의 상 치를 보여주는 개념도.주요한 설계변

수는 표1에 정리되어 있다.

제 3 미분 상 상 기술개발

1.실리콘 격자 미분 상 상 기술

가.개요

기존에는 성자 상의 방법과 성자 상을 측정하기 한 성자간섭계 기술이

별도로 존재하 었다.하지만,최근 들어 성자 상을 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

법이 제안되었다.이에 한 최근의 연구가 2006년 NaturePhysics와 Physical

Review Letter에 스 스 PSI연구소의 연구그룹에 의해서 제안되었다.본 과제의

연구내용은 이러한 세계 연구추세에 기반을 둔 "NeutronTalbotInterferometery

forPhaseImaging"의 주요 연구방향에 기본을 두고 있다.본 연구를 통해서 성

자 상과 상측정의 두 가지의 연구를 병행으로 할 수 있는 장 이 있고, 한 하

나로의 냉 성자 빔라인에 설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그림 3.3-1에서 보이는

것처럼 본 방법은 세가지의 격자가 필요하다.공간 결맞음을 생산하는 선원격자

(Gs), 성자의 상을 이시키는 상격자(Gp), 성자간섭을 해석하는 해석격자

(Ga)의 세가지를 통해서 본 방법을 구 되어 진다.

나.개념설계 나노공정을 이용한 격자제작

(1).NeutronTalbotInterferometeryforPhaseImaging에 한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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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ings Parameter  

Source grating (Gs)

Period of gratings 773.98 um

Duty cycle 40 %

Height of the Gd absorption line 10 um

Phase grating (Gp)

Period of gratings 7.96 um

Depth of the trench 34.39 um

Distance from the source grating 3.50 m

Analyzer grating (Ga)

Period of gratings 4.00 um

Height of the Gd absorption line 2.8 um

First Talbot distance

(Distance between GpandGa)
1.8 cm

TalbotInterferometer의 제작을 한 개념설계 계산을 주로 수행하 다.

성자 장과 치를 결정하 으며 이에 맞추어 선원격자, 상격자,해석격자의 구

조를 계산하 다.본 계산의 결과는 표1에 정리되었으며,이를 기반으로 실험장치의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다.G0는 선원격자,G1은 상격자,G2은 해석격자가 설치될

치이다.본 격자는 재 NIST의 Nanofabricationfacility를 이용해서 제작하 다.

표 3.3-1.미분 상 상장치를 한 실험변수와 설계값들.

(2).실리콘격자 제작

미분 상 상에는 실리콘 격자를 나노공정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것이 핵심 이다.

실리콘 격자제작은 NIST내의 CenterforNanoscaleScienceandTechnology에서

제작하 다.(그림 3.3-2) 그림 3.3-3는 격자의 패턴을 형성하는 포토마스크이다.

그림 3.3-2.NISTCenterforNanoscaleScienceandTechnology의 외부 경과

내부의 반도체공정장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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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실리콘 격자제작을 해 필수 인 포토마스크.

그림3.3-4는 제작을 목표로 하는 실리콘 격자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란색은 실리

콘이고 회색은 차폐에 쓰일 가돌리늄 재질이며 노란색은 Cr이나 TiW의 재질이다.

G0은 선원격자로서 각각 분리된 선원은 coherent해야하고 서로에게 간섭이 없어야

한다.G1은 상격자로서 성자의 상을 2π만큼 이동시켜야 한다.G2는 해석격자

로서 G1에 의해 성자가 간섭되는 것을 의미있는 Interferogram으로 추출해내는

역할을 한다.

공정작업의 일부를 그림3.3-5,6에 나타내었고,제작된 실리콘 격자가 그림7에 나타

내었다.제작이 제 로 되었는지 해 상격자 G1을 단하여 SEM으로 촬 하여

본 결과 그 구조가 목표로 삼은 34.5micrometer에 거의 근 한 것으로 확인하 다.

(그림3.3-8) 한,해석격자에 2micrometer폭은 Gd를 쌓는데 성공하 다.(그림

3.3-9)

G0G0 G1G1 G2G2

그림 3.3-4.실리콘 격자의 개념 구조.크기는 수 마이크로미터 이다.

그림 3.3-5.포토리소그라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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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Dry에칭 Wet에칭 공정

그림 3.3-7.제작된 선원격자(좌)와 상격자(우)

그림 3.3-8.제작된 상격자의 단면 SEM 사진

그림 3.3-9해석격자의 SEM 사 진. 성자 차폐를 한 Gadolinium물질이 Sibar

에 쌓여있다.

(3)미분 상 상 실험 결과

개발된 실리콘 격자를 사용해서 얻은 미분 상 상의 들은 그림 3.3-10과 그림

3.3-11에 나타나있다.미분 상 상의 감도를 체크하기 해서 동 을 이용하 으며

이때 동 의 무늬가 기존의 흡수 상으로는 감도가 부족하지만 미분 상 상으

로는 감도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의 실리콘 재료를 이

용하여서 미분 상 상을 얻어보았다.특이한 것은 Ti의 경우 음의 성자 산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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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지는데 이것이 미분 상 상에서 표 되는 것이 흥미롭다.

그림 3.3-10동 을 이용한 미분 상 상 결과 (a) US 쿼터 동 , (b) 투과 상,  © 미분 상

상.

그림 3.3-11(a)미분 상 상, (b)투과 상, ©다 필드 상. 쪽부터 Al, Cu, Ti, Fe, Pb 재질  실린  

재료.

(4)노외조사시험시설(ENF)에서의 미분 상 상실험

하나로의 ENF장치는 NIST NG-7과 같은 냉 성자빔라인이 아니라 열 성자 빔라

인이다.냉 성자빔을 이용을 하여 실험을 하여야 하는데 ENF에는 상당부분 열

성자이므로 Befilter를 사용하여 열 성자 성분을 걸러내어야 한다.하나로 ENF에

서의 실험은 4.4Ang부근의 냉 성자를 히 얻어내는 것이 실험성공의 건이라

고 할 수 있다.Befilter를 10cm를 정하여 모아 페턴을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그림3.3-10에 보여진 것은 ENF에 설치된 격자형페이즈 상시스템의 사진이다.

Be필터와 냉각기(아직 냉각은 하지 않고 있음),해상도를 결정하는 빔구경,선원격

자 G0가 왼쪽그림에 보이고 오른쪽에는 샘 홀더와 상격자,해석격자, 성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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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가 나타나있다.실험결과 ENF장치에서 처음으로 확인한 모아 페턴을 확인하

으며 미분 상 상시스템의 visibility가 10%에 이름을 확인하 다.

(5)하나로 ENF에서의 다크필드 상 실험

격자형 페이즈 상 시스템에서는 미분 페이즈 상에 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소

각산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크필드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최근 2008년

에 보고되었다. 성자의 자기 성질에 의한 산란효과를 이용하는 것인데,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벌크 자기구역에 한 정보를 얻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연

구 에 포항나노센터에서 기강 시료의 자기구역을 가시화하는 것에 한 공

동연구를 하자는 연락이 와서 이에 한 연구를 하고 있다.그림 3.3-11에는 기

강 재료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12.하나로 ENF에 설치

된 미분 상 상시스템.(a)베릴륨

필터,선원구경,선원격자 (b)시료,

상격자,해석격자,섬 체,미러박

스 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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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기강 재료

(6)실험결과

기강 의 시료를 이용하여서 그림3.3-12과 같이 투과 상,미분 상 상,다크

필드 상을 획득하 다.획득한 다크필드 상에서는 자기구역에 의한 신호가 나타

났다.이를 더욱 자세히 찰하고자 기강 재료 에서도 자구 미세화 처리가 된

시료를 회 시켜가면서 자기구역을 찰을 하 다.시료의 두께는 약 0.23mm이고,

자구미세화는 100W의 CO2 이 를 continuousmode에서 종단방향으로 수행하

다.투과 상과 미분 상 상은 자기구역에 의한 어떠한 신호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다크필드 상은 시료내의 자기구역과 한 상 계가 있는 조

비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에서 보인바와 같이 자기구역에 의한 성자 다크필드

상을 자성 우더 법을 사용하여 비교하므로서 성자의 신호가 실제로 자구벽

(domainwall)에서 나오는 것임을 입증하 다.그림의 (a)는 성자 다크필드에 의

한 상이고 (b)는 자성 우더법에 의한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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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레  처

리  Fe-3%Si시료  

역 측 (0.23mm 

께 ) (a) 투과 상,  

(b) 미분 상 상, (c) 

다 필드 상. 흑  

도우는 (a) 0.87, 1.04, 

(b) -1.29, 0.69 (in 

rads), and (c) 0,1 

다.

그림 3.3-15. 이 자구

처리된 Fe-3%Si의 다크필

드 상 (a)0º and(b)

90º.흑백 도우는 0,1

이다.

그림 3.3-16.자구처리되

지 않은 Fe-3%Si시료

(0.23mm 두께) (a) 0º

and(b)90º.흑백 도

우는 0,1이다.

다.결론

ENF에 미분 상 상시스템을 설치하 고 열 성자빔라인임에도 4.4Ang부근의 열

성자를 추출하여서 성자간섭신호를 얻는데 성공하 다.visibility는 10%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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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transmissionimage,differentialphasecontrastimage,dark-fieldimage

의 상을 얻었다.특히, 기강 의 자기구역을 가시화하는 실험을 통해서 자기구

역의 벽에서 산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 다. 재의 해상도로도 자성 우더법과 근

사한 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편극 성자와 용하는 것과 해상도를 높이

는 것등의 노력을 통한 결과가 기 된다.

그림 3.3-17.고해상도 자기구역 상 (a) 성자자기구역 상 (b)자성 우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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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자 상용 편극장치 기술 기 연구

가.서론

He-3편극 장치는 편극 성자 발생 편극 성자의 편극도 측정 외에 미분 상 토모

그래피에 활용되어 성자의 스핀 련 자화 성분 분석에도 활용된다.본 연구 과제는 미분

상 토모그래피 기술 연구개발에 활용 할 수 있는 He-3편극 장치의 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한다.He-3의 편극 원리를 이해하고,He-3의 편극도가 완화되어 지는 메카니즘에 해

서 알아 으로 He-3편극장치 제작에 필요한 기 인 원리를 이해 할 수 있다.He-3편극

장치의 개발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의 사양을 결정 하고,He-3편극장치를 하나로의 성자

빔 라인에서 설치하여 편극 성자의 발생 실험을 한 실험 장치에 한 개념 설계를 한다.

나.연구 결과

1)3He의 편극 원리

일반 으로 3He를 편극화 시키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 극 온,고자장 역을 만들어,
3
He를 강제 으로 편극 시키는 방법.

� 원편 을 조사하여,
3
He의 특정한 안정 상태만을 여기 시켜 편극 시키는 방법.

� 알카리 속 원자에 원편 을 조사하여 속 원자를 편극 시킨 후,원자 편극을
3He핵의 편극으로 옮기는 방법.

그 에,장치의 조작성과 많은 3He핵을 편극 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세

번째 방법으로
3
He편극장치를 제작하기로 했다.이 방법은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하

여
3
He가 편극화 되어 진다.즉,(1)Laser를 사용한 OpticalPumping법에 의한

Rb원자를 편극시키고,(2)편극된 Rb원자와 3He원자핵과의 spin교환 반응에 의

해서 3He가 편극된다.

(1) OpticalPumping과 Rb원자의 편극

Na이나 Rb과 같은 알카리 속 원자의 원자 차에 해당하는 에 지의 장에

맞춘 원 편 을 [그림 3.3-16]과 같이 조사함에 따라,어떤 일정한 상태로 원자를

집 하여 고유시키는 opticalpumping방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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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1/2

5S1/2

1/21/32/3795 nm1/2

m = -1/2 m = + 1/2

collisional mixing

radiative decay

n o n - r a d i a t i v e 

σ+

그림 3.3-16.Rb원자의 여기 와 opticalpumping

Rb의 여기(勵起) 는,원자핵 스핀을 무시하면 그림 3.3-16과 같이 기 상태의

Rb원자는 5S1/2(m= ±1/2)에 있다.5S1/2와 5P1/2의 사이에 해당하는 이 의

장 λ가 795nm인 원 편 σ
+
를 조사(照 )하면,그 빛을 가진 각 운동량은 +1이

니까,5S1/2(m=-1/2)에 있는 원자만 빛을 흡수하게 되어,원자는 5P1/2(m=+1/2)
상태

로 여기(勵起)된다.여기 된 Rb원자는,Clebsch-Gordon계수에서 구해지는 분기

비 (BranchingRatio)로,5S1/2(m=-1/2) 에는 2/3,5S1/2(m=+1/2)에는 1/3의 비율로

각각 천이(遷移)된다.빛을 계속해서 照 할 경우를 생각하면,5S1/2(m=-1/2)에 떨

어진 원자는,다시 원 편 을 흡수하여, 의 과정을 반복한다.따라서 원 편 을

계속 照 하면,Rb원자는 최후에는 5S1/2(m=+1/2) 상태로 집 하는 것이 된다.5

P1/2(m=+1/2)
상태로 여기 된 Rb원자가 5S1/2(m= ±1/2)로 천이(遷移)할 경우에 방출

하는 빛은 완 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이 빛을 5S1/2에 있는 원자가 흡수함에 의

해 편극을 제한 시켜 버리는 상이 일어난다.이것을 radiationtrapping이라고 한

다.이것을 막기 해,여기 된 원자가 빛을 내지 않고 천이하도록 Rb이 들어가 있

는 glasscell에,N2 기체를 넣는다.그 게 하면,Rb원자와 N2분자가 충돌할 때

에,Rb원자 에 지가 N2분자의 회 과 진동 에 지로 흡수되어,Rb원자는 빛을

내지 않고 기 상태로 천이하는 것이 가능하다.이때 충돌에 의해 5P1/2의

m=±1/2의 상태는 혼합하여,(이 상을 collisionalmixing라고 하는)5S1/2(m= ±1/2)

로의 천이 확률은 1/2이 된다.따라서 이런 것을 고려하면,두 개의 원 편 σ
+
를

흡수하면,각(角)운동량이 +1이 Rb원자로 이행하게 된다.일반 으로 N2를 100

torr정도 넣어 두면,radiationtrapping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는 것이 실험

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 서술한 것처럼,원편 σ
+
는 S1/2(m=-1/2)의 Rb원자만을 흡수하는 것이 가능

하다.따라서 진동수 n의 원편 σ
+
의 강도 

의 달은,빛의 진행방향을 x축이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94 -






 
   (3.3-1)

여기에서,는 직선 편 의 무편극 Rb에 한 산란 단면 으로 ∼10
-13
cm

2,[Rb]

는 Rb원자의 수(數) 도,는 5S1/2(m=-1/2)의 고유 확률이다.Rb원자가 원편

을 흡수하는 확률을 
 ≡ 

로 정의하면,5S1/2(m= ±1/2)의 고유 확률±

에 하여,다음 rate방정식이 성립된다.



 
 

  


    


  (3.3-2)

여기에서,Γ
sd
는 Rb원자 spin의 편극 완화(↑↑→↑↓)비율(spindestructionrate)

이다.Γ
sd
는(2 참조)주로 Rb원자들의 충돌에 의해 생기는 편극 완화 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더 상세히는 이 외에 Rb-
3
He의 충돌에 의한 편극 완

화와,Rb-3
He-

3
He의 3체 충돌에 의한 편극 완화도 생각하면 아래와 같다.

         
  

(3.3-3)

여기서 제1항,제2항,제3항은 각각 Rb-Rb,Rb-3
He,Rb-3

He-
3
He에 의한 편극

완화를 나타낸다.여기에서〈sd〉,〈se〉는 Rb-Rb, Rb-3
He사이에서의 편극 완

화에 한 속도평균 비상수 (velocityaveragedrateconstant)이고 k는 상수로 각각

아래와 같다.

    ×
   

 

    ×
   

  (3.3-4)

 ×
   

 

Rb 원자의 편극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조건   과,

    의 계를 사용하여 rate방정식을 풀면,Rb의 편극도의 포화치

PRb
는

   
 




(3.3-5)

가 된다.여기에서 높은 Rb편극을 얻기 해서는,
 ≫ sd 인 것이 필요해 진다.

다음에 원편 σ
+
의 흡수 장을 λ

+
로 하면,(1)식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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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로 쓸 수 있다.여기에서
    Rb는 직선 편 에 한 흡수 장이다.

 ≫ sd

를 만족하고 있는 역에는 Rb의 편극도는 거의 100%로,이 흡수 장은

λ
+(x)→∞가 되어,원편 σ

+
는 흡수 되지 않고 Rb이 편극 되어 있지 않은 역

에 이르지만,더 진행하면 빛의 강도I+ν 는 차로 작아져 가기 때문에,
 ≫ sd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λ
+(x)→λ

0
가 된다. [Rb]=4×1014cm-3일 때, λ

0=
1
40
cm

이므로, I+ν 가 변화하는 길이는 짧고,glass cell안은 PRb=100%의 역과

PRb=0%의 역으로 두 개로 나 어지게 된다.따라서 PRb=100% 역의 체

을 V100% 이라고 하고 glasscell 체의 체 을 Vtotal라고 하면,Rb의 평균 편극

도 PRb
를 얻을 수 있다.





(3.3-7)

V100%는 이 출력과 [Rb]에 의존하는 아래 식과 같다.

   





〈〉 



 


(3.3-8)

여기서 S는 Laserspot의 면 이고, 
 는 입사 원 편 의 체 흡수율을 나타내

며, 이 출력을 PLaser로 하면, 
 P laserh 이다.만약,[Rb]=4×10

14
cm

-3인

Rb1cm
3를 100% 편극하려면 32mW의 Laserpower가 필요함을 알 게 된다.

(2)편극된 Rb과 3
He의 스핀교환에 의한 3

He의 편극

Opticalpumping방법으로 편극된 Rb과 3
He사이의 spin교환 반응에 의해 3

He

는 편극된다.이것은 주로 Rb-
3
He-

3
He의 3체 충돌(3-bodycollision)일 때에 형성

되는 Rb-
3
He사이의 VanderWaltz분자 안의 미세 상호 작용에 의해 일어난

다고 할 수 있다. 3He핵이 자기 양자수 m=±1/2에서 볼 수 있는 확률을  ±라

고 하면, 3He의 편극도 PHe는       로 나타나며,이것은 Rb의 평균

편극도 PRb
와 spinexchangerate     glasscell의 내벽과의 충

돌에 의해 wallrelaxationrateΓ
w
의 세 개의 요소에 지배된다. 3

He편극도의 시

간 발 은,rate방정식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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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 계식       을 이용하여 구하면,시각 t=0에서 optical

pumping을 시작할 경우는 아래와 같다.

  
  


 

    

(3.3-10)

시각 t=0에서 opticalpumping를 정지했을 경우는 아래와 같이 된다.

     
     (3.3-11)

(3.3-10)식에서 높은 편극도의 3
He를 얻기 해서 se≫ w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11)식에서,opticalpumping을 stop했을 때 3
He의 편극도 감쇠

곡선을,Rb의 증기압(즉 온도를)그 로 보존한 상태에서 측정하면,sew의 값이

결정된다.아직 se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온에서 같이 측정하면,Γ
w
의 값이

구해진다.

2)He의 편극도 완화 메카니즘
3He의 편극도는 Rb원자와의 스핀교환 반응에 의한 편극과,아래에서 설명할 편극

완화와의 경쟁과정이다.

(1) 내벽과의 충돌에 의한 완화
3
He원자는 단단히 속박(束縛)된 구형(求刑)의 닫힌 핵(核)구조를 가진 불활성 원

자여서,핵 스핀 완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따라서 남은 것은 3He이

glasscell의 내벽과 충돌할 때의 편극 완화를 들 수 있다.이 메카니즘에는 아래의

두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불순물에 의한 완화:내벽에 불순물,특히 철 등의 상자성체가 부착되어 있으면,그

자기 모멘트와
3
He스핀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편극이 깨어진다.이것을 막기 해,

3
He,N2,Rb를 넣기 에 glasscell안을 깨끗이 씻어 둘 필요가 있다.

내벽의 구멍에 의한 완화:glass표면에는,미시 으로 보면 많은 구멍이 뚫려 있

다.그 구멍에
3
He이 흡착,침수함에 따라 편극이 괴된다.따라서 glasscell의 재

료는 구멍이 은 유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Corning1720은 알루미늄 실

리게이트(Aluminosilicate) glass로 불리는 것으로,알루미늄이 섞여 있어서,알루미

늄이 구멍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통상의 이로 실리게이트

(pyro-silicate)유리 (Pyrex)와 알루미늄 실리게이트 유리를 이용하여 cell을 만들어,

벽에 의한 완화율 Γ
w
를 측정하면,Γ

w(Pyrex)∼(2h)
-1,Γ

w(Corning1720)∼(50h)
-1

로,알루미늄 실리게이트 유리가 당하다.

(2) 불균일 자장(磁場)에 의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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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3
He의 스핀을 유지하기 해서 glasscell은 정자장(靜磁場)B0 에 둘 필요

가 있다.그러나 정자장이 불균일하면 3He의 편극이 괴된다.

x

y

z

B0

U By

wR

그림 3.3-17.불균일 자장이 있는 경우

스핀이 느끼는 자장의 회

한 개의 3He핵이 있는 치에 정자장의 방향을 z축에 두고,3He핵의 속도 벡터 U가

y-z평면 안에 있도록 y축을 결정한다.정자장의 자장 기울기∂By/∂y가 있다면,속

도 U로 운동하고 있는 3He의 스핀은B0가 x축 주 에 회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

각속도wR은 다음과 같다.

ω
R =

1
B0

∂By
∂y
Uy (3.3-12)

여기서B0와 함께 x축 주 에 각속도 wR로 회 하는 계에서 보면,x축 방향으로

유효 자장

  


 





 (3.3-13)

가 나타난다.는
3He의 자기 회 비이다.따라서 3He의 스핀은 B0와 Beff의 합성

자장의 주 에 라모아(Lamor)세차 운동을 하게 된다.주목하고 있는
3
He핵이 다른

3He핵과 충돌하여,운동 방향이 바 다.그러면 B0의 회 방향이 변하여,그것과

함께 Beff도 방향을 바꾸므로,
3
He의 스핀은 새로운 B0와 Beff의 합성 자장 주 로

Lamor세차 운동을 하게 되지만, 격한 합성 자장 방향의 변화에 스핀이 따라 갈

수 없게 되어,충돌을 반복하는 에 편극이 깨어져 버린다.이러한 불 균일 자장에

의한 편극 완화율 Γ
M
은 아래와 같다.

  




 
 



   






. (3.3-14)

   는 제곱 평균속도,  ,c는 충돌 의 평균시간으로,상온(300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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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 (3.3-15)

여기서 p는
3
He의 압력(단 는 atm)이다.이때,∂By/∂y= ∂Bx/∂x를 가정하 다.

실제의 값을 입하면 식 3.3-(14)는 아래와 같다.

Γ
M = 18×(

∂By
∂y )

2

s
-1 (3.3-16)

여기서,B0=3mT,p=4.5atm (453K),<U2>av= 3.8×106m2s-2(453K)를 이용

하 다.자장의 균일성은,coil을 정확하게 제작하는 것과 cell을 코일 내에 설치할

때 치의 정확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를 들어 제

작한 솔 노이드의 자장의 정확도 △B0/B0≤4×10
-5
s
-1인 경우

Γ
M ≤1.8×10

-8
s
-1 (3.3-17)

이다.따라서 자장의 비균일성에 따른 편극 완화는,벽과의 충돌에 의한 편극 완화

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3)
3
He편극장치 개발에 필요한 장비들의 사양 결정

(1)3He편극 장치의 개요
3
He를 편극 시키기 해서는

3
He셀과 이 를 포함한 학장치,정자장을 유지

하기 한 Helmholtz코일 그리고 Rb을 기화시켜주기 한 Hot-Gun이 필요하다.

l
3
He셀 :

3He수 도(numberdensity)를 높이기 해서 고압의 3He기체를 넣을 수 있는 강

도가 높은 재질이어야 하고,셀 내벽에 의한 편극도 완화를 최소화 시켜 수 있

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일본 KEK가 제작한 셀을 이용하여 공

동으로 실험을 수행 할 계획이다. 그림 3.3-18은 KEK에서 제작한 원통형 사 이

어 셀과 구형의 석 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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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원통형 사 이어 셀과 구형의 석 3He

셀

l 이 학 시스템

Rb의 여기(勵起) 에 해당하는 장 λ=795nm인 원 편 을 조사(照 )하기

한 이 가 필요하다.본 연구에 사용할 반도체 이 에 한 사양을 조사하 으

며, 재 구매 에 있다.[표 3.3-2]은 반도체 이 의 사양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3-2반도체 이 사양

Output Power [W] > 35 

Wave length [nm] 794.7

Tuning range [pm] 150

Spectral width, FWHM[pm] < 50 

Spectral Contrast [dB] > 25

Amplitude Stability [% rms] 0.075

반도체 이 에서 나오는 선형 편 된 이 이기 때문에 원형 편 된 이 를

cell의 크기에 합하도록 만들어 주는 학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이를 한

학 시스 의 개요도를 그림 3.3-19에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3-19. 이 와 학 시스템의 개요도 2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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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즈의 사양 각각의 치는 이 구매 후 시험을 거쳐서 확정하게 될

것이다.[그림 3.3-19]의 의 것은 이 의 강도가 아랫것 보다 반 정도가 될 것

으로 상된다.

l Helmholtzcoil
3
He셀 주 에 정자장을 공 해 주기 해서 솔 노이드나,Helmholtz코일을 이용

한다.이번 연구에서는 Helmholtzcoil을 이용하기로 하고 자기장 B0=35Gauss가

되도록 설계를 하 으며 설계된 자기장과 측정된 자기장을 그림 3.3-20에 표시하

다.
3
He 셀을 코일의 앙에 설치하 을 때 측되는 정자장의 균일성은

△B0/B0≤4×10
-5정도이다.

그림 3.3-20.설계된 Helmholtz코일의 횡 종 방향의 자기장 계산 값과 측정값

l HotGun

셀 내부에
3
He기체와 함께 넣어둔 Rb은 상온에서는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를 기화시켜주기 해서는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어 주기 해서 HotGun이 필요

하다.셀에
3
He기체와 질소기체 그리고 Rb을 3atm 정도로 채워 넣은 경우,셀의

온도는 섭시 195±1도로 유지되도록 hotgun으로 열풍을 불어 넣는다.

4)
3
He편극장치를 이용한 편극 성자 생성 실험을 한 개념 설계

(1) 3He편극장치를 이용한 편극 성자 생성원리 성자의 편극도 측정

방법

성자가 편극된
3
He를 통과하도록 하면

3
He의 스핀과 반 인 성자 스핀은

흡수되어
4
He공명 상태로 되고 통과되는 성자는

3
He스핀과 같은 방향의 성

자만 통과하게 된다.그림 3.3-21과 같이 통과된 성자가 편극 성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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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편극 성자 생성 원리

성자원에서 생성된 의 성자가
3
He셀에 투과시켜 뒤쪽에 치한 성자

검출기로 측정된 성자수로 부터 성자의 편극도와
3
He의 편극도를 측정 할 수

있다.이때,
3
He셀의

3
He이 편극 되었을 경우,검출기에 측정된 성자 수 와 그

지 않는 경우의 성자 검출기에 검출된 성자 수 는 아래와 같다.

  ⋅⋅⋅cosh ⋅⋅  (3.3-18)

  ⋅⋅  ⋅⋅exp ⋅  (3.3-19)

 는 편극
3
He에 한 투과율과,

3
He이 들어있지 않는 셀에 한 투과율이

며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exp⋅   


(3.3-20)

pHe은
3
He의 편극도,nHe은

3
He의 원자핵 수 도이고,σ

p
는

3
He가 성자가 서로

반 로 편극 되었을 때의 단면 으로 성자 에 지(eV)함수로 표 된다.

  ≈




 (3.3-21)

σ
0
는 그 지 않는 경우의 성자에 한 단면 을 나타낸다.셀 안에 3He이 들어

있지 않는 경우 통과한 성자의 수 는 식(20)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표 된다.

  ⋅  ⋅exp ⋅  (3.3-22)

ne σ
e
는

3
He이 들어있지 않는 셀의 수 도와 성자에 한 단면 을 나타낸

다. 이 성자 에 지의 함수로 결정되면,식 (20)를 이용하여 지수함수로

fitting하면 를 구할 수 있다.식(20)을 이용하여 식(18)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 cosh ⋅⋅  (3.3-18)

편극 된
3
He셀을 통과한 성자 수 와 그 지 않는 경우의 성자 검출기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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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성자 수 를 각각 측정하면 성자의 편극도는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Pn= 1-(
Nn
Np)

2

(3.3-23)

성자의 편극도는 식(3.3-18)로부터 3He의 편극도와 련되어질 수 있다.

  tanh ⋅⋅  (3.3-24)

이때 측정되어지는 성자의 편극도는 성자 에 지 함수로 측정되기 때문에

Pn(E)를 식 (3.3-24)을 이용하여 fitting하면 3He의 편극도가 측정되어진다.

(2) 편극 성자 생성 성자의 편극도 측정 실험 장치 개념 설계

하나로의 BNCT 빔 라인에서 편극 성자 생성 실험 생성된 성자의 편극도

를 측정할 목 으로
3
He편극장치를 이용한 실험 장치 개념도와 필요한 부품들에

해서 알아본다.

l 편극 성자 생성 편극도 측정 실험 장치 개념 설계

편극 성자 생성 편극도 측정실험을 한 장치 개념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3.3-21의 의 것과 아래의 개념도는 그림 3.3-18의 학 시스템의 와 아래

의 것에 해당한다. 학 시스템 (OpticalSystem)은 이 를 포함한 그림 4에 표

시한 것을 의미한다.정확한 학 시스템은 이 가 입고된 이후 보다 정확한 시

험을 거쳐서 학 시스템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성자 검출기는 열 성자를 검

출할 수 있는
3
He 비례계수 이나 섬 체 검출기를 이용할 것이다.HotAir

Blower는 섭씨 250도까지 온도를 낼 수 있고 온도 조 이 가능한 HotGun을 사

용 한다.
3
He셀은 KEK에서 제작한 내경 36mm 이고 길이가 50mm 인 원통형

셀을 사용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양은 바뀔 수 도 있다).3He셀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뜨거운 공기를 넣어 주는 오 은 그림 8과 같다.Helmholtz

coil도 제작하 으며 오 을 코일에 장착한 모습도 그림 8에서 볼 수 있다.

Helmholtzcoil의 자기장의 계산 값과 측정값이 그림 3.3-19에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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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cal System

Neutron 

Detector

Helmholtz Coil

그림 3.3-22편극 성자 생성 편극도 측정실험을 한 장치 개념도 ( 에

서 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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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제작된 Helmholtzcoil과 학 장치 설치
3
He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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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수소연료 지 3차원 가시화 연구 개발

1.수소연료 지 3차원 가시화용 시스템 개발

성자 상법의 가장 큰 장 은 연료 지의 내부 상을 비 괴 으로 가

시화가 가능하고,연료 지 내부에 존재하는 물을 정확하게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것

이다.그 지만 기존의 성자 상법은 2차원 가시화이기 때문에 연료 지 내부에

존재하는 물의 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수소연료 지의

3차원 가시화를 한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 다.수소연료 지를 3차원 으로 가시

화를 하기 해서는 성자 상 장치(NeutronRadiographyFacility)외부에서 연

료 지의 치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재 자동차를 비롯한 여

러 곳에서 수소연료 지의 2차원 가시화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2차원과

3차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개선/개발 하 다.그림 3.4-1은 3차원 수

소연료 지 가시화를 한 시스템의 개략도 사진이다.한번에 3개의 연료 지를

순차 으로 가시화가 가능하도록 3개의 샘 테이블로 구성되어있다.그리고 외부의

데이터 측정 시스템의 S/W를 통해 x,y,z축 회 제어가 가능하다.(그림 3.4-2

참조)

그림 3.4-1.수소연료 지 3차원 시스템 개략도 사진

그림 3.4-2.수소연료 지 시스템 제어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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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원 가시화용 수소연료 지 제작

재 자동차 등에서 2차원으로 가시화를 하는 수소연료 지는 사이즈가

커서 3차원으로 가시화를 할 수 없다.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비 실험으로 3차원

가시화를 한 수소연료 지를 자 제작하 다.그림 3.4-3과 같이 실린더형과 직사

각형으로 두 종류를 제작하 으며,직사각형은 X-Y 사이즈가 다른 두 종류를 제작

하 다.실린더 형은 제작의 간편함을 해 아크릴을 사용하 으며,내부에 하나의

유로를 가지는 형상으로 제작하 다.직사각형은 알루미늄을 사용하 으며, 내부

유로는 3-parallelserpentine형과 1채 형으로 제작하 다.그림 3.4-4는 수소연료

지에 사용된 MEA의 종류이다.서로 다른 두께에서 발생하는 상을 찰하기 해

3종류를 선택하 다.

a)

b)

그림 3.4-3.3차원용 가시화를 한 수소연료 지:a)실린더형,b)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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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차원용 가시화를 한 수소연료 지의 MEA종류

수소연료 지의 3차원 가시화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 다.

a)수소연료 지를 수소연료 지용 샘 테이블에 치시킨다.

b)노출 시간을 7 로 세 하고,샘 테이블을 0.9도씩 회 시키며 총 200장

을 는다.

c)측정한 이미지를 개발한 S/W를 이용해서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

그림 3.4-5.3차원 재구성 수소연료 지의 성자 상

그림 3.4-5는 수소연료 지를 3차원 재구성 의 성자 상이다.수소연

료 지 내부의 유로 각 부분이 성자 상법으로 제 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를 바탕으로 그림 3.4-6과 같이 3차원으로 재구성하 다.수소

연료 지를 구성하는 재질 의 하나인 카본은 성자 흡수 계수가 크다.그 기

때문에 그 길이가 무 클 경우 본 경우와 같이 3차원으로 재구성했을 때,내부를

제 로 가시화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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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6.3차원으로 재구성한 수소연료 지

3.결론 망

수소연료 지를 3차원 상화하기 한 시도를 여러형태의 수소연료 지를

제작하여 시도 하 다.하지만, 재의 기존 filteredbackprojection재구성으로는

한계 이 있었고 성자검출기의 분해능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 지 형태에 의한 여

러 가지 제약 이 있었다.이를 극복하기 해서 제2 에서와 같은 상처리기법에

한 연구를 하 고 제6 의 고분해능 성자 상검출기술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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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연료 지 검사법으로써의 디지털단층 상합성법의 용
가능성

1.개요

연료 지는 수소와 산소의 기화학 반응을 통해 기를 발생시키는 에 지 변환

기구의 일종으로 에 지 효율이 우수하고 공해가 거의 없다는 장 이 있어,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연료 지는 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단 지(single

cell)을 수십,수백개씩 층한 스택(stack)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반응시 물이 발생

된다.연료 지의 성능향상을 해 이러한 물 리(watermanagement)는 필수 인

데,기존의 검사법으로 사용되는 성자-단일투사 상(neutronradiography)은 모든

스택이 첩된 결과 상만을 제공하기 때문에,물이 발생되는 단 지의 정확한

치를 알 수 없다. 산화된 단층 상(computedtomography,CT)기술의 경우 단

일투사 상과는 달리 3차원 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료 지의 내부구조를 더욱

정확히 악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하지만,3차원 상을 얻기 해 피검사체를

360도 회 하여 스캔한 상 으로 많은 수의 투사 상이 요구되며,투사 상을 획

득하는 시간,획득한 상을 후처리 하여 재구성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

으로 길기 때문에 temporalresolution이 좋지 않으며,총 연산량이 많다는 단 이

있다. 한 연료 지와 같은 평 형태의 피검사체의 경우,한쪽 방향으로의 투과길

이가 다른 한쪽 방향으로의 투과길이보다 상 으로 길기 때문에,이는 실질 으

로 스캔 범 에 제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디지털단층 상합성법(digitaltomosynthesis)은 제한된 스캔 범 에서 획득한 상

으로 은 수의 투사 상으로 3차원 상을 재구성 하는 기법이다.제한된 범

에서 투사 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상획득 시간과 연산시간이 산화된 단층

상과 비교하여 히 짧으므로 좋은 temporalresolution을 확보할 수 있다. 한

산화된 단층 상과 달리 스캔 범 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실제 장에서 CT보

다 용하기 합하다는 장 도 가진다.이러한 들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디

지털단층 상합성법 기법을 이용한 연료 지 성자 상화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

하고자 하 다.

2.개념 방법

가.시스템의 정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층 상합성법 시스템은 평행빔- 산화된 단층촬

(parallelbeam-computedtomography)시스템을 기본으로 한다.고정된 성자 선

원과 검출기 사이에 회 스테이지가 존재하고 이 스테이지 에 피검사체를 올려

놓고 회 시켜 투사 상을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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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구성 알고리즘

디지털 상합성법의 재구성 알고리즘은 기존 CT의 재구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재구성을 해 필터링 후 역투사법(filtered back

projection,FBP)법을 채택하 다.필터링 후 역투사법은 피검사체의 투사 상을 푸

리에 변환(fouriertransformation)하여 공간주 수의 함수로 바꾼 후,필터함수를

곱한 뒤 역푸리에 변환과정을 거친 후 최종 으로 역투사를 하여 상을 재구성 하

는 방법이다.디지털 단층 상합성법의 경우 투사 상을 푸리에 변환하는 과정에서

CT와 달리 데이터의 공핍이 발생한다.이는 푸리에 슬라이스 정리(fourierslice

theorem)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수학 팬텀의 설계

디지털 상합성법이 스택의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연료 지의 내부구조 확인용

으로의 합여부를 알기 해 수치해석 인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그림 3.5-1

(a)는 연료 지를 모사한 Hussey’sphantom 이며,그림 3(b)는 Hussey’sphantom

을 모사하여 제작한 수학 팬텀이다.그림 (b)의 수학 팬텀을 사용하여 시뮬 이

션을 하기에 앞서,디지털 상합성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한 테스트용 팬텀을 사

용하여 선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3.5-1.(a)Hussey'sphantom (b)numericalphantom

그림 3.5-2는 디지털 상합성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한 테스트용 팬텀 이다.이

팬텀은 디지털 상합성법의 요한 변수인 스캔 범 에 따른 수평방향,그리고 수

직방향으로의 해상도 변화를 가시 으로 확인하기 한 목 으로 제작하 다. 체

팬텀의 사이즈는 100x100x100[mm]이며,깊이 방향으로의 해상도를 확인하기

해 각각 다른 깊이(10mm,30mm,50mm,70mm,90mm)에 볼 팬텀을 배치하 다.

한 동일한 깊이에서의 조도를 확인하기 해 각각의 intensity를 다르게 하여 5

개의 볼 팬텀을 깊이 별로 배치하 다.

(a)는 팬텀의 coronal 상,(b)sagittal 상,그리고 (c)는 axial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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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단층 상합성법의 스캔각도에 따른 결과를 가시 으로 확인하기 해

제작한 팬텀

라.시뮬 이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행되었다.빔의 형태는 평행빔(parallelbeam)

으로 가정하 고,엑스선원과 검출기는 고정되어 있으며,엑스선원과 검출기 사이에

서 피검사체가 회 을 하는 스캔 지오메트리에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스캔각

도를 변수로 하여 각각의 재구성 결과를 비교해보았다.스캔 각도를 10,30,45로 증

가시키면서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스캔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평방향으로의

해상도는 떨어지며 (blur발생)수직방향으로의 해상도는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수평방향,그리고 수직방향으로의 해상도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합

한 스캔 각도를 결정하는 것이 요하다.

그림 3.5-3.스캔각도의 변화에 따른 깊이별 수평방향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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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스캔각도의 변화에 따른 수직방향 해상도의 변화

3.결론 앞으로의 연구방향

연료 지와 같이 제한된 각으로 토모그라피 상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제 1 의

와 같이 singlecell을 심각하게 변형하여 작게 만들어서 측정을 하거나 하여야만

한다.특히,stack형태의 연료 지를 직 으로 3차원 상화를 하고자 할때는 토

모그라피를 해서 측정되는 데이터가 상당히 ill-posedproblem이 된다.이것을 극

복하고자 수치 인 모델을 이용하여서 토모신서시스의 실험을 하 다.앞으로의 연

구방향은 수치 인 데이터를 실제의 데이터에 용해 보는 시험과 더불어서 최 의

조건을 잡는 연구와 iterative방식을 이용하여서 더욱 개선된 화질의 상을 획득

하는 것이다.실질 으로 연료 지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수 있는 3차원 상알고

리즘 상처리 기법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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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성자 상 조 기술 개발

Since1960,thefirstneutronradiographywithcontrastagenttoapply a

defect-inspectionoftheturbinebladesinaerospaceindustryhasbeenperformed.

Itwasaimedattracingtheresidualcorematerialincoolingholemanufactureof

turbineblade.

Theoreticallyandexperimentally,X-rayinteractswithorbitalelectronsofan

atom so thatcross section ofX-ray systematically increases with atomic

numberofelements.Therefore,massattenuationcoefficientofX-rayisvery

low tohydrogen,carbon,andoxygen,butitisveryhightotungsten,andlead,

anduranium.SoX-raydoesnotpenetrateintoturbinebladetodifferentiatethe

residualcorematerialandfinecorrosioncrack.Moreover,NR withoutcontrast

agentisnotabletovisualizethemereamountforeignandfinedefects.

Comparing the steel-alloys and aluminium-alloys, mass attenuation

coefficientofgadolinium contrastagentis1000timesgreaterthantheirs.It

meansthatalienmaterialsandfineflawsareeasilyshownbyoptical,when

theyaretaggedbygadolinium.TheproceduretechniqueofcontrastagentGd

Tagging Methodissocomplicated,Therefore,itisimperativetosetupits

procedureforsupportingdomesticuser

1)ContrastagentGdSystem.

Thegadolinium taggingsystem isorganizedbysixequipments.Thereare

① ahighpressurewater-shower,② onevacuum chamber(forsamplestofulfill

gadolinium solution),③ another vacuum chamber (for samples to rinse

unnecessarygadolinium solutioninsidesamples),④ adishwasher(forsamples

torinseunnecessarygadolinium solutioninsidesamples),⑤ adrier,⑥ acooler,

and⑦ awasher.

Thegadolinium taggingsystem isoperatedbyfollowingprocedure.

Waterusedforgadolinium taggingsystem isdemineralizedwateronly.

a) Rinsingsamples:

Allsamplesarerinsedbyahighpressurewater-shower.

b) Gdtaggingonturbineblade:

Fortagginggadolinium incoolingholeofturbineblades,theGd(NO3)3o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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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arisputoninsideofsamplesbyvacuum system of0.25atm.

c) Rinsingtheuselessgadolinium solutionincoolingholeofsamples.

Therearethreestepstorinsetheuselessgadolinium solutionincooling

holeofthesamples.Atfirststep,gadolinium solutiononsurfaceofsamples

isrinsedbyahighpressurewater-shower.Onthesecondstep,gadolinium

solutionincoolingholeofthesamplesarerinsedbyvacuum chamber.The

operationofvacuum system wherethesamplesimmersedindemineralize

water,thenwaterhasaboiledeffect.Onthethirdstep,thesamplesare

rinsedbydishwashertorinseuselessgadolinium solution.Theholeof

samplesaresettoparalleldirectiontowatershooting.

d) DryingofSamples

Thesamples,afterrinsingthegadolinium solution,aredriedinnormaldrier

attemperatureof212.8Coin30minutes.

e) CoolingofSamples

Thedriedsamplesarecooledunderanelectricfanin30minutes.

f) NeutronRadiography

Finally,thesamplesareexaminedbyneutronradiography.

2)ApplicationContrastagentGdSystem onturbineblade.

Itisveryimperativetosetuptheperfectmaintenancetechnologyfortheparts

ofaircraftsuchastheF-100TurbineBlade's.Conventionally,itisappropriate

todetectavarietyofdefectsbyusingVT,PT,MT andX-rayinaccordingto

atechnicalordersuppliedbythemanufacturers.Unfortunatelytheyarenotgood

propermethodtofinddefectsincoolingchannelofturbineblades. We tested

theturbinebladestotraintheGadolinium TaggingMethod.The310turbine

bladesofcoolingholetypeswereprepared.Weperformedneutronradiography

testwithcontrastagentGadolinium attheAerotestOperationsandKAERI.

Theturbinebladesweretestedinaccordancewithbelow procedure.

a)Washingsurfaceofturbineblades,

b)DryingturbinebladesthenperformedNR.

c)Insertingthegadolinium solutionincoolingholeofturbineblades,

d)Rinsinggadolinium solutiononsurfaceofturbineblades,

e)Rinsinggadolinium solutionincoolingholeofturbineblades,

f)Dryingturbinebladesthenperform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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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StageTurbineBlade 2ndStageTurbineBlade

1st Exam. of

TBfrom A*

2ndExam.of

TBfrom B**

1stExam.ofTB

from A

2ndExam.ofTB

(redesigned)from B**

DefectionNo:

Content

4:Foreign

Material

13:Foreign

Material

7:Foreign

Material

1:ForeignMaterial

5:corrosion

5:corrosion,ForeignMaterial

Notice

*All1ststageswereobservedtheforeignmaterialsatconer.

**Inthesecond examination,1
st
stageof68eachand the

redesigned2
nd
stageof72eachwhichwereacceptablebyan

examinationofMT,PT,VTandX-ray.

g)Compulsively rinsing gadolinium solution onsurfaceofturbineblades

whichwerefound indication,

h)Compulsively,rinsinggadolinium solutionincoolingholeofturbineblades

whichwere foundindication

i)Dryingturbinebladesthenperform NR.

j) Additionally, the sample' indications were measured by neutron

tomography

3) Experimentalresultsandanalysis

Using Gadolinium Tagging System,theF-100 1
st
Stageand 2

nd
Stage

TurbineBlade'swhichhadbeenusedfor4300TACwereexamined.Inthefirst

examination,thereweretestedthe1
st
stageof68eachandthe2

nd
stageof72

each.Inthesecondexamination,thereweretestedtheanother1ststageof68

each and theredesigned2
nd
stageof72each which wereacceptableby a

examinationofMT,PT,VTandX-ray.

Table3.6-1:Detection ofForeign Materialsand Hotcorrosion in theUsed

F-100TurbineBlade.

Inthefirstexamination,fourspecimenofthe1ststagesand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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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of 2
nd
 stages were observed foreign materials. In the second 

examination, thirteen specimen of the 1
st
 stages were observed the foreign 

materials. To the redesigned 2
nd
 stages, one specimen was observed a foreign 

material and five specimen were observed the corrosions and five specimen were 

observed the hot corrosions with foreign materials in cooling hole in table 3.6-1. 

  Without contrast agent of Gd Tagging, both new part and  used part of 1
st
 

Stage Turbine Blade were not found indications in Fig 3.6-1 (a),(c). But, after Gd 

Tagging, the 68 ea turbine blades, the used part of 1
st
 Stage Turbine Blade were 

observed the indication of foreign materials at upper coner cooling hole in Fig 

3.6-1. (d) neutron radiography image.

    

           (a)                (b)                   (c)                    (d)

Fig 3.6-1. Neutron Radiography (a) New turbine blade 1
st
stage: before Gd 

tagging 

(b) New turbine blade 1st-stage: After Gd tagging 

(c) Used turbine blade 1
st
-stage #16: Before Gd tagging 

(d) Used turbine blade 1
st
-stage #16: After Gd tagging. Red circle of 

foreign(carbon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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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 NR Image: Used turbine blade 1

st
-stage After Gd tagging. 

ed circle3.3.6-6- foreign material

After Gd Tagging, the used 2nd Stage Turbine Blade from A were observed foreign 

at upper coner cooling hole in Fig. 3.6-3 neutron radiography image.

     

                   (a)                                 (b)

    

                  (c)                                   (d)

    Fig 3.6-3. NR Image: Used turbine blade 2nd stage from A after Gd tagging. 

Red circle: foreign material(carbon ash deposit)

 After Gd Tagging, Used 2nd stage turbine blades(modified turbine blade) fro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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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observedforeignmaterialsandcorrosionincoolingholeinFig.3.6-4and

Fig.3.6-5 neutronradiographyimage.

21 42

   

Fig.3.6-4NRImage:Used2
nd
stageturbinebladesfrom Bwereobservedforeign

materials and hot corrosion in cooling hole;blue:corrosion,red:foreign

materials(dust,carbondeposit,sho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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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7

A tomographyanalysiswasperformedontheturbineblades'sdefectsfor

measuringtheir'slengthandwidthwhilepositioningthem inFig3.6-6andFig

3.6-7.

Fig3.6-5.NRImage:Used2nd stageturbinebladesfrom Bwereobservedforeign

materials and hot corrosion in cooling hole blue:corrosion,red:foreign

materilas(dust,carbondeposit,sho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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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6-6.NRTomographyImage:(Left)New part:1-NA1,(Right)Used2nd

stageturbinebladesfrom Awereobservedforeignmaterialsandcorrosionin

coolinghole,(Below)tomographyimageformeasuringlengthandwidthof

in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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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6-7NRTomographyImage:(left)New part2-NS1,(middleandrightUsed

2
nd
stageturbinebladesfrom A wereobservedforeignmaterialsandcorrosionin

cooling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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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analysisperformedtheinnersurfaceofdefectstoconfirm whether

corrosion'straitornot.Innew turbineblade,theoxygencausedcorrosiondoes

notexist.Onthecontrary,30%(wt%)oxygenremainsinsurfaceinusedturbine

bladeinFig3.6-8.

(a)

(b)

Fig.3.6-8Chemicalanalysisshowsthat(a)innew turbineblade,theoxygendoes

notexist.(b)30%(wt%)oxygenremainsinsurfacein2
nd
stageusedturbine

blade.

Theturbinewithindicationswerecuttedbywirecuttingtooltoverifywh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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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indication isrealdefectexistedin insidechannelby SEM.Thereare

distinctivelydifferencebetweennew partandusedpart.Itisnoticedthatthere

isayieldingofhotcorrosionintheinsidechannelbySEM inFig3.6-9.

(a)

(b)

Fig.3.6-9SEM analysisshowsthat(a)innew turbineblade,thedefectsdonot

exist.(b)defectsoccurredin2nd stageusedturbine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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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ofthe "contrastagentofGadolinium Tagging System of

neutronradiographyfor detectionofhotcorrosionincoolingchannelofturbine

bladeisvery importanttomanagethelife-timeofengineturbineblade.In

addition,atechniquetodetectthepeeningballorforeignmaterialscausedinits

reductionoflifetimeisanuniquetechniqueformaintenancesystem ofaircraft.

Therefore,theapplicationofthe"contrastagentofGadolinium TaggingSystem

of neutron radiography to the parts of aircraft willhelp the life time

managementsystem of aircraftcomponent.



- 125 -

제 7 마이크로 성자 토모그래피용 성자 검출기술연구

가.개요

하나로의 성자 상 시설에서는 성자 상을 이용하여 연료 지 분석과 기

강 내의 자구벽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기 강 내의 자구벽을

측정하기 해서는 자구의 크기가 미세하기 때문에 미분 상 성자 상기술과

함께 고분해능 성자 상이 필요하다.본 연구 과제는 고분해능 성자 상을

얻기 한 성자 섬 체 스크린을 제작하고 제작된 섬 체의 특성을 분석하여 1차

년도에는 50um 공간분해능을 갖는 성자 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

며,최종 으로 하나로의 성자 토모그래피 시스템에 최 화된 섬 체를 제작하여

30um 공간분해능을 갖는 성자 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1차

년도에는 고분해능 성자 상을 얻기 한 성자 섬 체 스크린을 제작하기

하여 스핀 코 장비를 이용하여 40um 이하의 얇은 두께를 가지는 섬 체 스크린

을 제작하고 제작된 섬 체 스크린의 성자 조사에 따른 량과 공간분해능을

CMOS(ComplementaryMetal–Oxide–Semiconductor)이미지 센서와 결합하여 측

정하 다.

나.고분해능 성자 상용 섬 체 스크린 제작

(1).40um 이하의 얇은 두께를 가지는 섬 체 스크린 제작

성자가 물체를 통과해서 섬 체에 입사하게 되면 섬 체와 반응해서 가시 을

발생시키게 된다.이 때 생성된 가시 은 섬 체 내에서 산란을 일으키는데 고분해

능 성자 상을 얻기 해서는 가시 의 산란을 이는 것이 요하다.가시 의

산란을 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첫 번째 방법은 섬 체 스크린의 두께

를 얇게 함으로써 가시 의 산란을 이는 방법이다.그림 3.7-1에서 섬 체 스크린

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가시 의 산란이 더 많이 일어나서 성자 상의 공간분해

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하지만 얇은 두께의 섬 체의 경우 이미

지 센서에 도착하는 가시 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그러면 상을 얻기 한 성

자 조사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상의 품질에 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3.7-1.섬 체 물질 내에서의 생성 된 가시 의 퍼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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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는 고분해능 성자 상을 얻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기에 얇은 두

께의 섬 체 스크린 제작을 해서 스핀 코 장비를 이용하 다.스핀 코 장비

와 원리는 그림 3.7-2에서 설명하고 있다.섬 체 물질로는 Gd2O2S(Tb)를 사용하

으며 성자용 섬 체 물질 가운데 Gd2O2S(Tb)는 다른 성자용 섬 체 물질보

다 열 성자 흡수율이 높으며 분말의 입자크기가 평균 2-8μm 정도로 미세하여 높

은 공간분해능을 얻기에 필요한 얇은 두께의 섬 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바인

더 물질과 결합된 섬 체 슬러리의 양을 히 계산하여 스핀 코 장비의 기

에 올린다음 스핀 속도와 코 시간을 조 하여 40um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섬 체

스크린을 제작하 다.그림 3.7-3에서는 스핀 코 속도,시간에 따른 섬 체 스크

린의 두께를 일반 인 그래 로 나타내었으며 제작된 섬 체 스크린의 두께를 보여

주는 단면 SEM 사진은 그림 3.7-4에서 확인 할 수 있다.앞에서 언 했듯이 얇은

두께의 섬 체 스크린을 사용할 경우 이미지 센서에 도착하는 가시 의 감소로 인

해 상의 품질이 떨어 질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해 얇은 두께의 섬 체 스크

린 에 반사막을 코 하 다.반사막 물질로써 화이트 TiO2를 사용하 으며 스핀

코 을 이용해 코 을 하 다.그림 3.7-5에서 반사막 코 이 된 섬 체 스크린 단

면 SEM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7-2.섬 체 스크린 제작을 한 스핀 코 장비와 원리

그림 3.7-3.스핀 코 속도,시간,양에 따른 섬 체 스크린 두께 균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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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스핀 코 을 이용해 제작된 섬 체의 SEM 사진 두께:10um(좌),

17um( ),20um(우)

그림 3.7-5.반사막 코 된 섬 체의 SEM 사진

(2).다양한 깊이를 가지는 픽셀화된 섬 체 스크린 제작 특성

섬 체내 가시 산란을 이는 다른 방법은 셀 구조물을 이용해 섬 체를 픽셀

구조로 제작하는 것이다.셀 구조물을 이용한 섬 체의 픽셀화는 한 픽셀내에서 생

성된 가시 을 셀의 격벽이 다른 픽셀로 가는 것을 막아 으로 인해 상의 공간

분해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즉, 상의 공간분해능은 픽셀화 된 섬 체의 픽셀과

이미지센서의 픽셀의 한 매칭에 의해 결정된다.단 으로 픽셀화를 한 셀 구

조물 제작 특성상 작은 픽셀크기일수록 Fillfactor의 감소에 의해 가시 의 출력신

호가 감소한다.이러한 픽셀화 된 섬 체의 단 을 극복하기 해 다양한 깊이를

가지는 픽셀화된 섬 체를 스크린을 제작하고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다양한 깊

이의 픽셀화된 섬 체를 제작하기 하여 마이크로 크기의 셀 구조물 제작이 가능

한 MEMS공정을 이용하 다.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한 셀 구조물을 제작하기 해

서 우선 얻고자 하는 미세패턴이 구 된 크롬 마스크를 제작하 다.이후 자외선에

노출되면 단단해지는 negativephotoresist(SU-8)물질을 실리콘 웨이퍼 에 도포

시킨 다음, 리소그래피공정을 통해 PR 패터닝(patterning)을 하 다. 이후

DRIE(DeepReactiveIonEtching)공정을 통해 50~250μm 두께로 실리콘을 에칭한

후 픽셀화된 실리콘 셀 구조물을 제작하 으며 그림 3.7-6에서 보여주고 있다.그리

고 그림 3.7-7에서 보여주듯이 제작된 실리콘 셀 구조물 내부에 Gd2O2S(Tb)를 주

입함으로써 픽셀 구조를 가지는 섬 체 스크린 제작을 완료하 으며 제작된 섬 체

스크린의 단면 SEM 사진을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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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픽셀화된 섬 체 스크린 제작을 한 실리콘 셀 구조물 제작 과정

그림 3.7-7.실리콘 셀 구조물내 섬 체 물질 주입 과정

그림 3.7-8.깊이가 다른 픽셀화된 섬 체 스크린 단면 SEM 사진

(3)제작된 섬 체 스크린의 량 공간분해능 측정

제작된 섬 체 스크린의 량 공간분해능 측정을 하여 제작된 섬 체 스크

린을 CMOS이미지센서의 FOP(FiberOpticPlate) 에 직 결합하여 성자 상

시스템을 설치하 다.사용된 CMOS 이미지센서는 TheRadEye1 CMOS APS

imagesensor(RadEye1,Rad-iconImagingCorp.,USA)로써 픽셀크기는 48um 픽셀

개수는 512x1024로 Fillfactor는 80%이상이다.그림3.7-9에서 보여주듯이 FOP 에

섬 체 스크린을 직 결합시킴으로써 성자 조사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으

며 제작된 섬 체의 균일도를 성자 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제작된 섬 체

의 균일도를 살펴보면 테두리 부분이 균일하지 않고 일정하게 신호가 약하게 나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섬 체 스크린을 제작할 때 기 테두리에 남아

있는 섬 체 물질을 제거하면서 섬 체 스크린 테두리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제거

되었기 때문이다.열 성자 조사시간에 따른 량은 하나로의 성자 상 시설내

의 열 성자를 사용하여 FOP가 결합된 CMOS이미지센서를 통해 얻은 상의 픽

셀 값들을 이용해서 측정하 으며 공간분해능을 평가하기 해 열 성자 흡수가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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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Gd(Gadolinium)를 이용해 제작한 Gdpatterndevice를 이용해 공간분해능을

평가하 다.그림 3.7-10에서 스핀 코 을 이용해서 제작된 화이트 TiO2반사막 코

이 있는 섬 체 스크린과 없는 섬 체 스크린의 성자 조사시간에 따른 량 비

교 그래 를 보여주고 있다.반사막 코 이 있는 섬 체 스크린이 없는 섬 체 스

크린에 비해 량이 략 1.5배 정도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것은 같

은 상을 얻는데 걸리는 성자 조사시간을 1.5배 만큼 일 수 있으며 신호 비

잡음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반사막 코 을 이용할 경우 상의 공간분

해능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섬 체의 두께가 얇을수록 그 향은 미미할 것이다.

공간분해능 측정을 해 20um 두께의 섬 체를 이용해 얻은 Gd패턴 상을 그림

11에서 살펴보면 패턴이 100um 근처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100um라고 표시한 이유는 Gdpatterndevice를 제작하고 테

스트한 논문을 참고했으며 논문에 따르면 100um 표시된 부분이 공간주 수로 나타

내면 10lp/mm에 해당된다.10lp/mm에 응하는 공간분해능은 50um이며 상에서

는 이에 약간 못 미치기 때문에 약 75um의 공간분해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8um 픽셀크기를 가지는 이미지센서와 20um 두께를 가지는 섬 체를 결합하여

75um 공간분해능을 갖는 상을 획득 할 수 있었다.이보다 더 분해능이 높은 성

자 상을 얻기 해서는 더 작은 픽셀크기를 가지는 이미지센서와 더 얇으면서도

출력 신호가 충분히 나오는 성자 섬 체가 필요할 것이다.2차년도에는 이와 같

은 부분을 고려하여 하나로의 성자 토모그래피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최 화된

성자 섬 체 스크린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 화된 성자 상 시스템을

설치하고 량과 공간분해능을 측정하여 최종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그림 3.7-9.제작된 섬 체와 직 결합된 CMOS이미지센서 사진과 섬 체의

균일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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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0.제작된 섬 체의 량 비교 그래

그림 3.7-11.Gdpatterndevice 상을 이용한 공간분해능 측정

그림 3.7-12.시계의 엑스선 상(가운데)와 성자 상(오른쪽)

다.고분해능 성자 상 장치 개발

(1).고분해능 성자 상을 한 필요조건

섬 체 스크린을 이용하는 성자 상 장치의 경우 고분해능 상 장치와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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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능 성자용 섬 체 스크린이 결합하여 고분해능 성자 상 장치가 되기 때문

에 고분해능 성자 상을 얻기 해서는 우선 으로 고분해능 상 장치가 필요

하다.본 연구에서는 고분해능 상 장치를 해 상 센서로 픽셀 개수는

2048x2048픽셀 크기는 13.5um의 CCD(chargecoupleddevice)카메라를 사용하

으며 상 센서와 결합되는 즈는 니콘 105mm 마크로 즈를 사용하 다.CCD

카메라와 즈의 거리에 의해 상의 배율이 결정되며 마크로 즈의 경우 최

소 거리에서 등배율(1:1) 사가 가능하다.105mm 마크로 즈의 최소 거리

는 31cm이며 최소 거리 31cm는 상 센서에서부터 섬 체까지의 거리가 된다.

이 최소 거리를 만족하기 하여 그림 3.7-13에서와 같이 즈와 CCD카메라 박

스를 새롭게 제작하 다.그리고 그림 3.7-15와 16에서는 최 화된 고분해능 상

장치의 Gd(Gadolinium)patterndevice 상과 Gdfoil의 edge 상을 이용하여 측정

한 MTF그래 를 보여주고 있다.MTF그래 를 살펴보면 MTF값이 10%에서

15lp/mm 공간주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33um 공간분해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Gd(Gadolinium)patterndevice 상에서는 제일 안쪽 원의 pattern 상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13. 성자 섬 체 스크린(왼쪽)과 고분해능 상 장치(오른쪽)

그림 3.7-14.Gd(Gadolinium)patterndevice(왼쪽)와 Gdfoil(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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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5.Gd(Gadolinium)patterndevice 상(왼쪽)와 확 상(오른쪽)

그림 3.7-16.고분해능 상 장치의 MTF그래

(2).고분해능 성자 상 실험

고분해능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최 화된 상 장치에 고분해능 성자 상에

주로 사용되는 두 종류의 상용 섬 체 스크린과 본 과제의 연구에서 제작된 반사막

코 이 된 Gd2O2S(Tb)섬 체 스크린을 결합하여 각 섬 체 스크린의 공간분해능을

측정하고 성자 상을 비교하 다.두 종류의 상용 섬 체 스크린은 20um 두께의

Gd2O2S(Tb)섬 체 스크린과 50um 두께의 6LiF-ZnS(Ag)섬 체 스크린이 비되었

으며 공간분해능 측정은 Gd(Gadolinium)patterndevice 상과 Gdfoil의 edge 상

을 이용하여 측정한 MTF값을 이용하 다.그림 3.7-17과 3.7-18에서는 각 섬 체

스크린의 성자 조사시간에 따른 량 비교 그래 와 MTF비교 그래 를 보여주

고 있다.섬 체 스크린에서 발생하는 량은 6LiF-ZnS(Ag)섬 체 스크린이 가장

높았으며 반사막 코 이 된 섬 체 스크린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각 섬 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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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F값 10%에서의 공간주 수는 상용 Gd2O2S(Tb)섬 체 스크린이 13lp/mm로 가

장 높았으며 그림 19에서 보여주는 각 섬 체 스크린의 Gd(Gadolinium)pattern

device 상에서 공간분해능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17.각 섬 체의 량 비교 그래

그림 3.7-18.각 섬 체의 MTF비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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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9.Gd(Gadolinium)patterndevice의 성자 상

상용 Gd2O2S(Tb)섬 체(왼쪽)과 제작된 Gd2O2S(Tb)섬 체(가운데)그리고

6LiF-ZnS(Ag)섬 체 스크린(오른쪽)

그림 3.7-20.손목시계의 성자 상( 성자 조사시간:120s)

상용 Gd2O2S(Tb)섬 체(왼쪽)과 제작된 Gd2O2S(Tb)섬 체(오른쪽)

라.결론

재 개발된 성자 상 장치는 공간분해능이 40um이며 아직 공간분해능을 향

상 시킬 여지는 남아있다. 즈 결합된 CCD 카메라의 공간분해능이 33um이므로

최 화된 성자 섬 체 스크린을 이용한다면 성자 상 장치의 공간분해능은 더

욱 향상 될 것이다.본 과제의 연구에서 제작된 반사막 코 이 된 Gd2O2S(Tb)섬

체 스크린의 성능은 상용 Gd2O2S(Tb)섬 체 스크린과 비교했을 때 반사막에 의한

가시 의 산란 때문에 공간분해능은 다소 하하 으나 량을 2배 증가시킴으로서

성자 조사시간을 일 수 있었으며 신호를 증가시킴으로서 보다 좋은 상을 얻

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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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성자 상 기술 연구 확산을 한 국내 외 활동

1.ISNR 이사 활동 IAEA활동

2008.9.14-2008.9.19 일본 고베 학(KobeUniversity CentennialHall)

ITMNR-6((The6thinternationalTopicalmeetingonNeutronRadiography),논문

발표 후 ISNR이사회 참석하 다.이사회는 10여개국으로 구성되었다.이사회 회의

에서 성자 상 분야의 산업 이용 증가를 하여 디지털 상의 표 화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 다.ISNR이사회는 IAEA에 성자 상법 표 화를 한 연구지

원을 받기 하여 제안서를 제출하 다.IAEA 연구로 이용 분과에서 이 제안서가

채택되어서 각 이사국가에서 5명을 청하여 IAEA 문가회의를 개최하 다.회의

제목은 “IAEA Consultancy Meeting on Non Destructive and Analytical

Techniques using Neutrons(Nuclear Application and Sciences Physicaland

ChemicalSciences):2008.11.26-2008.11.29”이다.한국측이 맡은 분야는 디지

털 성자 상에 한 Phantom을 제작하기로 하여 그림 3.8-1처럼 개념 설계하

여 제안을 하 다.

그림 3.8-1.DigitalImageQualityMeasurementPolyethyleneBock.(좌),Digital

ImageQuality3DPhantom(우)

2.NRF외국인(일본)하나로 이용 결과 보고서

이용 시설은 성자래디오그라피(토모그라피)이다.이용기간은 2008.03.22-27이다.

이용 외국인은NobuyukiTAKENA,HidekiMURAKAWA(KobeUniv.)Masayoshi

KAWAI(KEK),YujiKAWABATA(KyotoUniv.),RyoYASUDA(JAEA)이다.첫번

째 실험내용(그림 3.8-2)은 MCPcollimator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다.구체 목 은

고분해능 성자 검출기제작을 한 MCP collimators의 성자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시료는 MCPcollimator,Leadglasswithgadolium surfite4개 이다.이용

자는 NobuyukiTAKENA,HidekiMURAKAWA(Kobe Univ.) 이다.개발 인

collimator샘 을 성자 beam과 각이 -5도~+5도의각도로 설치하여 0.1도 간격으

로 회 시키며 이미지를 얻어 collimator의 특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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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 성자 검출기 MCPcollimator특성 실험

두번째 실험은 jointsolderingapipeandablock에 한 삼차원 상으로 비

괴 검사를 수행하 다.시료명 시료의 성분(시료수)은 Solderingjoint,Copper

withsolder(1)이다.이용자는 MasayoshiKAWAI(KEK)이다.시험내용으로는 Cu

pipe의 수선(납땜)부분의 3차원 토모그라피 상촬 을 이용하여 내부를 찰하고자

하 다(그림3.8-3).

그림 3.8-3.jointsolderingapipeandablock에 한 삼차원 상으로 비 괴

검사

이용자(MasayoshiKAWAI)의 장치 사용 후 소감으로는 재 이미지만으로도 매

우 만족스러우며 이미지 구성에 필요한 좋은 data를 얻었다고 밝혔다. 3번째 실험

으로는 B2O3-glasstypescintillator에 한 특성평가이다.시료명 시료의 성분

(시료수)는 B2O3glassscintillator,Gdfoil,BPISIB2O3,ZnS,Al(15)이다.이용

자는 YujiKAWABATA(KyotoUniv.),RyoYASUDA(JAEA)이다.직 제작 인

Gdscintillator를 성자선에 노출시켜 발 하는 이미지와 몇 가지 샘 (BPI,Boron

rubber,Gdplate)이미지를 얻어 특성을 분석하 다(그림3.8-4).

그림 3.8-4.B2O3-glasstypescintillator에 한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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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 성자 래디오그라피 연구 분야의 특성상 기 기반 연구를 통한 시스템 개선

구축과 이를 이용한 산업 시료에 한 응용연구를 병행하기 하여 3가

지 단계 세부연구목표를 설정하 으며 산삭감에도 불구하고 효과 인 추진

계획을 통하여 설정된 연구목표의 100% 달성하 음

○ 하나로 성자래디오그라피 기술개발과제를 통해서 하나로의 성자래디오그라

피기술을 아날로그 시 에서 디지털화에 걸맞는 상기술로 끌어올린데 큰 의

의가 있다.지난 5년간은 하나로 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성자시설에서

성자 상기술개발에 한 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특히,수소경제시 라는

큰 흐름속에서 수소연료 지나 수소 장체에 한 요성이 부곽되었고 성

자 상기술은 그에 필수 인 도구로서 세계 으로 사용되고 있다.본 ‘디지

털 성자래디오그라피기술개발’이라는 5년간의 과제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추세

에 맞추어서 디지털래디오그라피 기술,고해상도 성자 상기술 등을 개발하

여 여러 요한 응용과 국내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던 은 매우 의

의가 있었던 연구로 단이 된다.더불어서 성자 상기술이 기존의 흡수,산

란의 상기법에서 상 상기술로 한단계 더 발 하는 데에도 본과제를 통해

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개발된 기술은 앞으로 하나로 냉 성자를

이용한 신개념의 상기술을 구 하고 이를 활용하여 더욱 요한 산업체와

학계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자동차 LG화학에서 디지털 성자래디오그라피 기술을 활용하여 연료

지 이차 지의 연구에 활용하는 단계에 재 이르 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상분석기술을 지속 으로 개발하며 활용할 정임.

○ 개발된 미분 상 상 기술은 당분은 하나로 노외 성자조사시험시설에서 활용을

하면서 지속 으로 기술연구 응용분야를 발굴할 정임.앞으로 냉 성자 상

기술의 요한 기술로 사용될 정임.개발된 부품,방법론 등을 실용화 상용화

하기 한 특허 원천기술 등의 확보가 요할 것으로 단.

○ 고해상도 성자 상기술은 성자 상기술의 응용분야를 확 하는데 요한

의의가 있음.특히,연료 지 등의 through-plane을 해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하며 기강 의 자기구역을 가시화하는데도 고해상도 상이 요함.이

에 지속 활용할 정이며 방사선 부가가치 산업과도 연계.

○ 본 과제를 통하여 하나로에서 도입한 편극 He-3기술은 성자 상 뿐만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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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산란장치, 성자 기 물리 연구에도 요한 도구임.지속 으로 기술을 발

시켜나가서 하나로 성자 시설에서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정임.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 련 자료

가.FuelCellSytem Expained,JameslarminieandAndrew Dicks,Wiley,2002

나.FuelCellHandbook,EG&G ServicesParsons,U.S.Dept.EnergyOfficeof

FossilEnergy,2000

다.ImageIntensifier를 이용한 3차원 토모그라피 기술,Int.TopicalMeetingon

NeutronRadiography,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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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주1)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임 약 
수정·보완요구사항 

연구결과의 활용성이 높은 
방사화 분석기술의 지난 10여년 동안 산학연의 이용 

현황과 KOLAS 공인 시험실로서의 향후 상용화 방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용화 

안을 보고서의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의 경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제적 측면에 제시하였음 

보고서의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의 기술적 

이용자 그룹에 대한 홍보 및 측면에 기술하였읍. 주요내용은 방사화 분석 전문연 

기술 활용에 대한 기술이 필 구회 및 내/외부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 

요함 께 화학 분석법과의 협력연구 체계를 활성화하고 국 

내 분석기술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주2)비 l :ï!. 

190쪽 

191쪽 

※ 주1) 수정·보완반영내용은 반드시 최존료고서 껴에 반연하고 경우에 따라 벨Àl릎 사용 

하여 작정하기 바람. 

주2) 벼고란에는 수청·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셔의 혜당 page를 기압하 

고 별지가 았을 정우 별지의 채목을 기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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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
2011-

0002274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0.3.1~

2012.2.29
단 계 구 분

(2 단계)/

(2 단계)

연 사 업
사 업 사 술개 사업

사업 사 합 술

연 과
과 용 술개

과 산업  용연  한 합 비  사   술 개

연 책

해당단계

참 여

연 원수

  : 18.5

내  : 14.0

 : 4.50

해당단계

연 비

 : 2,120,000천원

업 :          천원

  계 : 2,120,000천원 

연 간

참 여

연 원수

 : 45.92

내  : 22.97

 : 22.95

연 비

 : 4,670,000천원

업 :          천원

  계 : 4,670,000천원

연구기 명

소 속부서명

한 원 연 원

과학연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탁 연 구
연  : 용 학

연  : 공주 학

연 책  : 

연 책  : 규

약(연 결과  심  개 식 500  내) 보고 수 197 쪽

o 고  지 /  사    개   통합  체계  :  콤프  억  감마   시

스  하여 생   지질 시료에 한 INAA/PGAA DB 과 통합 프 그램  개 하고 

양 경시료에 한 통합  차  립하  우주식 , 한약 재, , road dust, ,  등

과 같  실 시료   통한 검 민감도  30% 상 개 함

o k0-PGAA  립  한 핵 료 생산  미량 다원  동시 술 개  : 스 트럼  동 피

크 과 Matlab  용한 ko-PGAA 프 그램  연동시켜 동시, 다원   프 그램  하

여 지 재산  과  등 함. 

o 지   계  사   (DNAA)  립과  용 술 개  :  고체시료  U  5  내

에 20ppb 지 신 하게 할 수 는 차  립하고 , 양, 슬러지, 각재, 삼, 상 , 어

 등과 같  지 경시료  U 에 용하 .

o 산업용 미 /미량시료 량  한 합 사   시스  개  : 탄 닥재, 보 강, 건강보 식

, 고고학  , 비 , 폴리실리콘, 그래 트, SiC 등과 같  산업  시료들에 하여 사  

술  용하여 산업  용  극  함. 

o 냉  빔  용한 사  술 개  한 연  : 하나  냉  사   시

 에  PGAA/NDP/PGI  능  비 평가하여 향후 연 개  한 용도  평가하 . 

색 어

(각 5개 상)

한

연  , 비  사  , k0-  감마  사  ,

지  , 콤프 억  시스 , 감마 , 

 , 미량원 , 질보 리

어

Reactor Neutrons, Nondestructive Activation Analysis, k0-PGAA,

Delayed Neutron Counting, Compton Suppression System, Gamma-ray 

Spectrometry, Certification of Reference Materials, Trace Element 

Analysis, Quality Assurance Control

보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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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Ⅰ. 목

  산업  용연  한 합 비  사   술 개

Ⅱ. 연 개  목   필

  본 연 는 연 (HANARO)  용한 비  합 사  술  립  고도

  용 술  하여 경, 생 공학, 산업재료 등과 같  다양한 산업용 

시료 에 한 용  고하  하여 연  열  사   한 지 /

감마   지  고 도  계통연  INAA/PGAA/DNAA 합 사  

 용한 산업용 미 /미량 순  고  량 술 개   목  수행하 다.

1. 술  

 o 연   용한 사   술  미량  비 , 다원  할 수 는 강  

    .

 o 한 용 과 택  경, 체보건, 산업재료,  등  야에 용 고 

.

 o 고감도 시스 과 INAA/PGAA/DNAA 술  합한 체계  하여  학 

과 상 보  가능한 비  체 술  개 함.

2. 경 ․산업  

 o 에  가 간 상 역  가  개 에 라 든 산업 에 한      

   질보 과 리(QA/QC)에 한  갈수  강 고 

 o 시험   득한 NAA 시험실에  개  술들  다 목  산업용 

, 시험검사 뿐 아니라 산/학/연  다양한 연 개 에 용 어 내 산업   경

쟁 과 신뢰도 고에 여함. 

3. 사 ․  

 o ‘하나 ’ 용시 에 한 용 극  통한 간 과  달   원  평     

    용에 한 민 보 과  진함.

 o 사   RI  생 과학, 경  사 과학 야  용  민 삶  질 향상에 

지함.                        

           

Ⅲ. 연 개  내용  

  1. 고  사    개   통합  체계 

    1-1. 단 수 핵  검  한 고계수  계 경 개

    1-2. 검 한계 개  한 그라운드 감 INAA 계  시스

         (Compton suppression system)  

    1-3. 고  량  한 INAA/PGAA/DNAA 통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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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o-PGAA  립  한 핵 료 생산  미량 다원  동시 술 개  

    2-1. 주  경원 (A<45)에 한 열  포 단 , Prompt  ko-factor 핵 료   

           library  ko-PGAA 산코드 개

    2-2. Non-1/v 핵  포함한 원 (A>45)에 한 열  포 단 , prompt   

           ko-factor 핵 료 Library 개  

    2-3. 체 해원  미량  식별 술 개   검 시험

  3. 지   계  사   (DNAA)  립과  용 술 개

    3-1. 시료 동   지  계 시스 (DNC) 능시험

    3-2. DNAA에 한 U (235U)  립  지 경시료 용시험

    3-3. DNAA 용 지 경시료 U함량 포 니 링  개

    3-4. 지   계  사   용한 생 시료  극미량 (검 한계 20ng)  

           U  립 

  4. 산업용 미 /미량시료 량  한 합 사  시스  개  

     4-1. INAA 용 체 해원  미량  식별 술 개   검 시험

     4-2. PGAA 용 보 강   어  한 Total B  술개  

     4-3. INAA 용 건강보 식  능  원  질 리 술 개  

     4-4. PGAA 용 철강재  주  비   술 개  

     4-5. INAA/PGAA 용 고고 학 연  한 고  원   연  

     4-6. 산   개  한 NAA 검  시험 

     4-7. NAA  용한 산업재료(고순도 Si, 미래원 재료 등)  극미량 순  (검 한계   

          30% 상 개 )  

     4-8. 술  (IAEA, FNCA)과 공동연

  5. 지 / 감마  사   합   체계   용연

    5-1. INAA/PGAA 술 DB

    5-2. 용량시료 ko-PGAA  

    5-3. INAA/PGAA용 통합 산코드 개

  6. 냉  빔  용한 사  술 개  한 연

    6-1. 열/냉  PGAA 검 한계 비 연  

    6-2. CN-NDP/PGI 용  한  링 연  

    6-3. 냉  사    개 에 한 타당   

Ⅳ. 연 개 결과

   

 1-1. 단 수 핵  검  한 고계수  계 경 개

    1) 감마 계 도 20-50%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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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비 ) 용한 검

 1-2. 검 한계 개  한 그라운드 감 INAA 계  시스  

    1) 콤프  억  검 시스  계, 매   

    2) 실 시료  NIST SRM 2711  량하고 coincidence mode  도(15%      

        내), 도(30% 개 )  평가함

 1-3. 고  량  한 INAA/PGAA/DNAA 통합  체계 

    1) 콤프  억  감마  개   동 시료   ,  료함 

    2) U 시  Th 간 도  결 하여 DNAA 신 도 보함

    3) 경시료에 한 통합  차  수립함 

 

 2-1. 주  경원 (A<45)에 한 열  포 단 , Prompt  ko-factor 핵 료      

        library  k0-PGAA 산코드 개

    1) Na, Mg, Al, K, Ca 등  원 에 한 포 단 과 ko-factor  결

    2) Matlab  용한 k0-PGAA 프 그램  하여 차   에       

         k0  용함 

 2-2. Non-1/v 핵  포함한 원 (A>45)에 한 열  포 단 , prompt      

         k0-factor 핵 료 Library 개

    1) Ti, Fe, Ni, Co, Ag, Hg에 한 실험 핵 료  산 하고 헌값과 비 , 평가

       (편차 < 5%)  

    2) ko-PGAA 프 그램  개  료  프 그램 등  

    

 2-3. 체 해원  미량  식별 술 개   검 시험

    1) 량 시료  PGAA  한 동시료   ,  료함 

    2) 해원  Hg, Cd, Cr 등에 한 PGAA  립함 

 3-1. 시료 동   지  계 시스 (DNC) 능시험

    1) 18개  He-3  검  시스  용한 DNC 능평가 

    2)  건( 사 60 , 냉각 20 ,  60 )에  탕 계수  

   

 3-2. DNAA에 한 U (235U)  립  지 경시료 용시험

    1) 지질시료  우라늄  한 NIST SRM  사용한 검량  

    2) , 양, 슬러지, 각재 등과 같  지 경시료  U   

    

 3-3. DNAA 용 지 경시료 U함량 포 니 링  개

    1) 경 질  사용한 DNAA 질 리  통해 상  도(5%내 )    

    2)  120개  채집  진 지 경시료  U 함량  수행하여 사     

          진 도  상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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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지   계  사   용한 생 시료  극미량 (검 한계 20ng)   

          U  립 

     1) 탕값  변동  주  하여 5 안에 99% 신뢰도에  20 ng  검 민감  

        도  갖는 신 한 U  립하  

    2) 삼, 어  등  에 용하여 생 시료에 한 용  하

   4-1. INAA 용 체 해원  미량  식별 술 개   검 시험

     1) 보  에  닥재  포함한   시료  채취하고 11  원 에    

        한 건  함 

    2) 독 원  As, Cr과 할 겐 원  Br, Cl 등에 한 도  비  평가함

    

  4-2. PGAA 용 보 강   어  한 Total B  술개  

     1) 도플러 과에 해  478keV  보  피크  한 새 운 fitting    

         method 개  

    2) Fe-59핵  용한 Modified k0-PGAA에 한 보   립함 

  4-3. INAA 용 건강보 식  능  원  질 리 술 개  

     1) 149  건강보  식  수집과 처리   통한 시료  비  

    2) Ca, Mg Fe, Se, Zn등과 같  미량원 에 한 취수  평가하고 양학      

        평가  수행(용 학 , 탁연 ) 

     

  4-4. PGAA 용 철강재  주  비   술 개  

     1) 산업  철강재 시료  수집  스 트럼  통한 주   립 

    2) 철강재 CRM  용하여 Ni, Co, Cr, Mn 등과 같  원 에 한 질 리 

  4-5. INAA/PGAA 용 고고 학 연  한 고  원   연

     1) 15  본 GSJ 질  주 원 , 미량   하여 상 차     

        20% 수  질 보   보함 

    2)  지 에     고  시료  수집, 하여 산지    

        한 통계  수행함(공주 학  탁연 )

 

  4-6. 산   개  한 NAA 검  시험

    1) 과학연 원  공  미 말시료  INAA   하여 As,     

        Na, Co, Fe, Th과 같  5  원 에 한 균질도  ANOVA  평가

    2) 도  하여  도 여 (  값)    

 

  4-7. NAA  용한 산업재료(고순도 Si, 미래원 재료 등)  극미량 순         

      (검 한계  30% 상 개 ) 

      1) 산업용 고순도 폴리실리콘 시료  극미량(< ppb) 술  립하여 9N   

       산업체 시료  질 리에 실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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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 재료  연과 SiC 에 용하여 검  민감도   100% 개 함  

  4-8. 술  (IAEA, FNCA)과 공동연

    1) 책  , 훈   워크샵 참   

    2) 경, 식 시료에 한 가간 결과 비   연  창   

 5-1. INAA/PGAA 술 DB

    1) 생   지질 질에 용하여 원 별 검 한계에 한 DB  함  

    2) 우주식 , 한약 재, , , 과 같  실  시료에 용하여 원 별   

        민감도  30% 상 개 함  

 5-2. 용량시료 k0-PGAA  

    1) 용량 시료에 한 체 각 보  프 그램  개 함   

    2) 실  경에  실험 결과값과 비 /평가하여   함  

 5-3. INAA/PGAA용 통합 산코드 개

    1) 지 / 감마  사  용 통합 량 용 프 그램  개 함  

    2) 프 그램   하고 지식재산  등 함  

  6-1. 열/냉  PGAA 검 한계 비 연

     1) 하나   열/냉  PGAA  검 한계  주  목 원 에 하여 평가함 

    2) 하나  냉  PGAA  경우 본  JAEA  시 과 사한 능  평가할  

        수 었   

 

 6-2. CN-NDP/PGI 용  한  링 연  

    1) TRIM과 EGS  용한 산 사  통해   연  수행함  

    2) 계  개  가능  함

  

 6-3. 냉  사    개 에 한 타당                               

     1)  NDP  용  평가   

    2) 감마  미징  통한 3차원 원 포 평가 가능   

                 

Ⅴ. 연 개 결과  용계

  

 1. 가  연  시   운

  1) ‘하나 ’ 용시  용 극  간 과 달  

  2) 원  평  용에 한 민 보 과  수용도 진

  3)  용 술  산업 여  통해 가 산업  과 민 삶  질 향상

 2. 비  미량  용도 고

  1) Bulk 시료  비  하는  술  학 들(ICP-OES, 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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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MS)등과 상  보   용

  2) XRF, PIXE  같  다  비  과  비 연

   

 3.   용연  한 합 사  술  용 안

  1) 경, 산업재료  생  공학  시료  해원 , 미량   

  2) CRM    개  한 해원   특   

  3) 지 과학  시료  U   니 링

  4) 연과학  재  에 용

  5) 다양한 산업용 시료  질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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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Integrated Nondestructive Activation Analysi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This project was carried out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for the analysis of 

various industrial samples such as environment, life science and industrial material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advanced neutron applied technologies by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nondestructive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 order to do 

that, the final goals of this project were to conduct the study of highly-precise 

measurement system for delayed/prompt gamma and delayed neutrons created by 

reactor thermal neutrons and to develop accurate quantification techniques for the 

trace elements in industrial samples by integrated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 

terms of INAA/PGAA/DNAA      

1. Technical aspects

 o Reactor neutron activation analysis have an advantage to analyze trace elements     

in a sample, nondestructively and simultaneously.

 o NAA has been applied for the fields like environment, human health, industrial 

materials and certification of reference material by merits of wide-range 

applicability and excellent selectivity.

 o Development of nondestructive alternative analytical techniques that is possible to 

supplement chemical analysis method by the establishment of highly sensitive 

measurement system and of integrated analytical system, INAA/PGAA/DNAA.   

2. Economical and industrial aspects

 o As inter-national trade is increased due to globalization, the importance of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 is becoming more stressed.

 o Techniques developed by NAA laboratory which has acquired international accreditation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confidence as well as 

test of a variety of industrial samples.  

3.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 Achievement of basically important investment effect as well as enhancement of     

advertisement impact to public with respect to peaceful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through the maximization of HANARO facilities' applications. 

 o Contribution to the increment of public welfare and life quality by the application to the 

fields of life science, environment and social science with radiation and radioisot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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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Improvement of NAA instruments with high pr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1-1. Improvement of measurement environment with high count rate for           

         the effective detection of short-lived nuclides

    1-2. Validation of Compton suppression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detection limit

    1-3.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INAA/PGAA/DNAA,       

         for quantitative analysis with high precision

  2. Production of nuclear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k0-PGAA and development     

   of multi-element simultaneous analytical technique for trace elements 

    2-1. Development of k0-PGAA code and nuclear data library for capture cross     

       section and prompt k0-factor of light elements(A<45) with thermal neutrons 

    2-2. Development of nuclear data library for capture cross section and prompt     

        k0-factor of heavy elements(A>45) including Non-1/v nuclides with thermal  

        neutrons 

    2-3. Development of identification technique for hazardous trace elements and     

        verification test

  3. Establishment of equipments for delayed neutron activation analysis and           

    development of application studies

    3-1. Performance test of an automatic sample transfer system and delayed        

        neutron counting system

    3-2. Establishment of an analytical method for U (
235U) by DNAA and application  

        studies on environmental samples

    3-3. Development of a monitoring technique for U contents in environmental       

        samples by DNAA 

    3-4. Establishment of the analytical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ultra-trace   

        amount of U (detection limit < 20 ng) in biological samples using DNAA 

  4.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activation analysis system for the quantification      

   of impurity elements with trace level in industrial samples

     4-1. Development of identification technique for hazardous trace elements and    

         verification test by INAA 

     4-2. Development of a precise analytical technique for the control of boron       

         contents in boron steel by PGAA 

     4-3. Development of an analytical quality control technique for functional         

         elements in supplementary foods by I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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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Development of a precise analytical technique for the major elements in     

         stainless steel by PGAA 

     4-5. Basic study of elemental analysis in ancient remains for archaeological       

         research by INAA/PGAA 

     4-6. Verification test of NAA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4-7. Analysis of trace impurity elements in industrial materials (high purity Si,   

         nuclear materials) using NAA for the improvement of detection sensitivity higher  

          than 30%

     4-8.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IAEA, FNCA) and collaboration study

  5. Establishment of converged INAA/PGAA system and application researches

    5-1. Build-up of data base for INAA/PGAA measurement technologies

    5-2. Method validation of k0-PGAA for large samples

    5-3.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program for INAA/PGAA

  6. Fundamental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technologies by using cold neutron beam

    6-1. Comparison study of elemental detection limits by thermal/cold PGAA  

    6-2. Optimization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CN-NDP/PGI 

    6-3. Analysis of appropriateness for the development of cold neutron activation   

           analysis system 

Ⅳ. Results of the Project

   

 1-1. Improvement of measurement environment with high count rate for effective     

     detection of short-lived nuclide

    1) Improvement of 20-50% in terms of precision in gamm-ray measurement

    2) Verification by the analysis of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applying relative    

     quantification method

 1-2. Validation of Compton suppression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detection     

     limit

    1) Design, manufacturing procurement and implementation of Compton suppression  

     system 

    2)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NIST SRM 2711, evaluation of accuracy(within   

     15%) and precision(30% improvement) by means of coincidence mode 

 1-3.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INAA/PGAA/DNAA, for       

     quantitative analysis with high 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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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mprovement of Compton suppression system and implementation of auto        

     sample changer 

    2) By the determination of the level of Th interference in U analysis, the         

     confidence of DNAA was proved 

    3)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easurement procedures for environmental samples 

 

 2-1. Development of k0-PGAA code and nuclear data library for capture cross        

     section and prompt k0-factor of light elements(A<45) with thermal neutrons 

    1) Determination of capture cross section and prompt ko-factor for the elements  

      like Na, Mg, Al, K, Ca 

    2) k0-PGAA was coded by Matlab and applied for the analysis of boron  

 2-2. Development of nuclear data library for capture cross section and prompt        

     k0-factor of heavy elements(A>45) including Non-1/v nuclides with thermal    

     neutrons 

    1) Production of experimental nuclear data for the elements like Ti, Fe, Ni, Co,    

     Ag, Hg and compare them with literature values(Relative deviation < 5%)  

    2) Completion of ko-PGAA program and registration as a software program 

    

 2-3. Development of identification technique for hazardous trace elements and        

     verification test

    1) Implementation of an automatic sample changer for the analysis of a number of  

     samples by PGAA  

    2) Establishment of PGAA method for the analysis of the hazardous elements like  

     Hg, Cd, Cr etc.

 3-1. Performance test of an automatic sample transfer system and delayed neutron   

     counting system

    1) Performance test of delayed neutron counting with 18 He-3 neutron detectors 

    2) Measurement of count rate of blank rabbit under the optimized condition        

     (irradiation for 60s, cooling for 20s, measurement for 60s) 

   

 3-2. Establishment of an analytical method for U (
235U) by DNAA and application    

     studies on environmental samples 

    1) Drawn-up of calibration curve by using NIST SRMs for the U analysis in      

     geological samples 

    2) U analysis in environmental samples like sediment, soil, sludge and incinerator  

     ash  

    

 3-3. Development of a monitoring technique for U contents in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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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s by DNAA 

    1) Uncertainty estimation (±5%) for the quality control of DNAA by using        

      environmental reference materials 

    2) U analysis in the were executed for 120 collected air particulate samples       

      and relationship with total mass and contamination source was identified   

  3-4. Establishment of the analytical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ultra-trace     

      amount of U (detection limit < 20 ng) in biological samples using DNAA 

     1) Establishment of the analytical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ultra-trace     

        amount of U which is lower than 20 ng) by the periodic monitoring of         

        background counts

    2) Affirmation of applicability for biological samples like ginseng, fish, shellfish    

        , mushroom and so on             

 4-1. Development of identification technique for hazardous trace elements and       

        verification test by INAA 

    1) Five kinds of samples including bottom ash were collected from coal power     

     plant in Boryung city and the optimum analytical condition for 11 elements      

     was gained

    2) Concentrations of toxic elements like and halogen elements like Br, Cl in 5     

     samples were evaluated and compared 

    

  4-2. Development of a precise analytical technique for the control of boron          

      contents in boron steel by PGAA 

    1) Development of new fitting method for 478 kev of boron peak which is         

     doppler-broadened 

    2) Establishment of correction technique applying modified ko-PGAA with Fe-59  

  4-3. Development of an analytical quality control technique for functional elements   

      in supplementary foods by INAA  

    1) Collection of 149 kinds of supplementary foods, preparation and analysis 

    2) Evaluation of intake level for trace elements like Ca, Mg Fe, Se, Zn and        

      conduction of nutritional evaluation(commission research of YongIn Univ.) 

     

  4-4. Development of a precise analytical technique for the major elements in        

       stainless steel by PGAA

    1) Collection of industrial steel samples and establishment of analytical technique   

     for the major elements through PGAA spectrum analysis 

    2) Quality control of the elements like Ni, Co, Cr, Mn by using steel referenc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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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Basic study of elemental analysis in ancient remains for archaeological research  

      by INAA/PGAA 

    1) By the analysis of major and trace elements in 15 kinds of Japanese GSJ       

     reference materials, the range of analytical quality control with respect to       

     relative deviation(within 20%) was proved

    2) Provenance study was performed by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ancient       

     potteries from Noeun-dong, Daejeon(commission research of KongJu Univ.) 

 

  4-6. Verification test of NAA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1) INAA was conducted for the contaminated soil samples provided from KRISS    

     and homogeneity test for 5 elements like As, Na, Co, Fe, Th was carried out   

     by ANOVA 

    2) The biggest uncertainty component was identified by the uncertainty estimation  

 

  4-7. Analysis of trace impurity elements in industrial materials (high purity Si,      

     nuclear energy materials) using NAA for the improvement of detection sensitivity     

     higher than 30%

    1) By the establishment of analytical procedures for the trace elements (< ppb) in  

     polysilicon samples, applied for the quality control of 9N level industrial samples 

   2) Improvement of detection sensitivity (～ 100%) by the application of the       

       analysis of nuclear energy materials like graphite and SiC  

 4-8.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IAEA, FNCA) and collaboration study

    1) Participation in coordinator's meeting, training course and workshop 

    2) Comparison of the analytical data for environmental and food samples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5-1. Build-up of data base for INAA/PGAA measurement technologies

   1) Build-up of data base for elemental detection limits by the analysis of         

       biological and geological reference materials

   2) Application of actual samples like Korean space foods, oriental medicine,        

       meats, pottery, sediment and so on 

 5-2. Method validation of ko-PGAA for large samples 

   1) Development of effective solid angle correction program for large samples 

   2) Program was validated by the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values performed   

       in the actual measure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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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program for INAA/PGAA 

   1)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program for INAA/PGAA  

   2) Registration and validation of program   

  6-1. Comparison study of elemental detection limits by thermal/cold PGAA 

    1) Evaluation for the detection limits of target elements by HANARO thermal/cold  

       PGAA 

   2) System performance is evaluated to be close to JAEA facility  

 

 6-2. Optimization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CN-NDP/PGI  

   1) Optimization study by the simulation using TRIM과 EGS  

   2) Confirmation of development possibility as world top-class facility 

  

 6-3. Analysis of appropriateness for the development of cold neutron activation      

        analysis system 

   1) Applicability evaluation of NDP as a surface analytical technique  

   2) Affirmation of acquisition possibility of three dimensional elemental distribution  

       by using PGI 

   

Ⅴ. Applications for the Results of the Project

  

 1. Effective operation of national huge research facility

  1) maximization of HANARO facilities' applications and achievement of basically      

   important investment effect 

  2) Enhancement of advertisement effect to public with respect to peaceful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nd public acceptance

  3) Industrial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life quality through the contribution    

   to national industry of neutron science 

 2. Enhancement of the applicability as a nondestructive trace analytical method 

  1) Application of a supplementary technique with chemical methods(ICP-OES,        

   ICP-MS, ID-MS) as a analytical tool for bulk samples 

  2) Inter-comparison study with other nondestructive methods like XRF, PIXE

   

 3. Applications of integrated neutron activation analysis for basic and applied studies 

  1) Analysis of hazardous and trace elements in environment, industry and life        

   science samples 

  2) Certification of reference materials 

  3) Monitoring of U in the samples of earth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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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pplication to classify cultural heritage with natural scientific method

  5)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 for a variety of industri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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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연구개발의 목

본 연구는 연구로(HANARO)를 이용한 비 괴 융합 방사화 분석기술의 확립으로

고도화된 성자 이용 기반기술을 축 하여 환경,생명공학,산업재료 등과 같은 다

양한 산업용 시료분석에 한 활용성을 제고하기 하여 연구로 열 성자 방사화

분석을 한 지발/즉발감마선 지발 성자 고정도 측정분석 계통연구와

INAA/PGAA/DNAA 융합 방사화 분석을 이용한 산업용 미세/미량 불순물 고 정

정량 기술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설정하 다.

가.고 정 방사화 분석 장치 개선 통합 측정분석 체계 구축

나.ko-PGAA법의 정립을 한 핵자료 생산 미량 다원소 동시분석기술 개발

다.지발 성자 계측 방사화분석 (DNAA)장치 확립과 이용 기술 개발

라.산업용 미세/미량시료 정량을 한 융합 방사화분석 시스템의 개발

마.지발/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 융합 측정 체계 구축 이용연구

바.냉 성자 빔을 이용한 방사화 분석기술 개발을 한 기 연구

2.연구개발의 필요성

가.기술 측면 :

(1) 원자로의 성자와 핵반응을 이용한 방사화분석 (RadiochemicalNAA,

InstrumentalNAA,EpithermalNAA,Promptgamma-ray AA,Delayed

NAA)기술은 1936년에 Y2O3 의 Dy측정 분석에 사용된 이후 다양한 과학

기술분야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 으며 재는 세계 250여 기 연구로

(IAEA Rep.‘01)의 1/3에서 부분 NAA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최근에는 고출

력의 원자로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 열 냉 성자를 이용한 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 기술(PGAA)을 개발,정립 하여 산업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2)NAA 기술은 범 한 용성과 선택성으로 지질 물탐사,인체보건/ 양연

구,환경오염 측,고순도 재료 품질 리 보증,표 물 제작 시험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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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되는 극미량 성분의 비 괴 정량 분석 기술로서 국제표 시험 차

(ISO/IEC-17025)를 용한 다양한 측정분석기법과 시험검사인증기술들이 개발

되고 있다.

(3)NIST(미국),MissouriUniversity(미국),TheuniversityofTexasatAustin

(미국),Dalhousie University(캐나다),IRI(네덜란드),JAEA(일본),Atomic

InstituteoftheAustrianUniversity(오스트리아)등 선진국의 방사화 분석을

수행하는 기 에서는 기기 성자 방사화 분석(INAA)을 하여 loss free

countingsystem과 콤 턴 억제 측정기술,CyclicNAA를 용하여 표 물질의

인증,환경오염,보건 분야 등의 폭넓은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있으며, 외 분석

서비스를 통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증진하기 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4)국제 으로 PGAA 기술은 원자로에 성자 빔 시설이 설치된 1960년 부터

이용되기 시작하 으며,주로 경원소(A<18)분석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며,붕소

성자 포획 암 치료를 한 붕소 분석 등의 의생물학 분야,반도체 표면 수소

오염 분석,붕소강 내 붕소 분석 콘크리트 내 염소,황 분석 등의 재료과학

분야,경원소 희토류 분석을 통한 고 유물의 산지,연 추정 연구 문

화사 연구를 한 고고학 분야에 집 으로 응용되고 있다.최근에는 국제

으로 가이드 빔을 이용한 냉 성자 PGAA 장치가 개발되어 고민감도 분석

장치로서 이용되고 있다.

(5)해외 선진연구기 인 NIST,ORNL(미국)과 FRM-II(독일)에서는 지발 성자

방사화 분석(DNAA)장치를 이용하여
235
U,

239
Pu,

232
Th과 같은 핵분열성 원소

를 측정,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지질시료 의 U의 분석 감도는 INAA와 비교

할 때 10배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지구과학 시료의 U분석에 효과

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용

미량 U 측정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며,지질자원 개발과 련하여 우라늄 탐

사에도 이용하고 있다.

(6)방사화 분석기술은 동 원소(RI)와 방사선기술(RT)을 이용하는 측정분석기술

로서 NuclearAnalyticalTechniques(NAA,XRF,IBA,AMS,PIXE,PIGE,

RBS)들 에서 연구로의 성자를 이용하는 기술로서 비피괴,다 원소 동시

분석이 가능하여 bulk시료의 분석능력 효율과 선택성이 좋은 최상의

분석법으로 평가되는 고유한 분석도구이다.이에 따라 환경,보건,재료산업 분

야 사회 과학 분야의 다양한 시료의 분석에 효과 으로 활용 가능하다.더

나아가 국가 핵심 연구 시설을 이용한 미량분석 과학기술 기반의 확충을 통한

기 과학기술의 육성에 이바지하기 하여 특히 액체시료의 분석에 고감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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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MS,ID-MS,ICP-AAS등과 같은 화학분석법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비

괴 체분석기술로 자리매김하여 지속 인 분석수요를 증 시켜야 한다.

(7)분석기술의 핵심사항은 정확도와 정 도를 고객의 기 수 에 맞추는 것이며

이를 해서는 분석 감도의 향상과 측정 불확도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특히 산업체 고객의 경우에는 분석소요시간에도 매우

민감하므로 최신의 고도화된 측정분석시스템의 도입과 유효화에 한 연구가

필수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용 시료의 미세/

미량성분을 정량하기 해 INAA/PGAA/DNAA 기술을 융합한 비 괴 방사화

분석 기술을 확립하고 용하는 것이 필수 이다.

나.경제 측면 :

(1) 재 국내,외 산업에서 모든 제품에 한 품질 리 보증(QA/QC)에 한

요구는 필수사항이 되었으며,세계 각국이 이를 해 산업 장에서 투입하는

산(수출입 산의 2～8%)도 막 하여 국가간 상호인증(MRA)을 통한 무역

상 기술장벽(WTO/TBT)의 해소를 통해 국제 경쟁력과 경제성을 도모하고 있

으며 상호인증 제도의 참여국도 증가추세이다.

(2)세계의 모든 NAA 시험실에서는 자체연구뿐 아니라 산업체, 학 다른 연

구소에 한 분석도 지원하고 있으며 IAEA의 QA/QC사업에 동참하여 많은

시험실이 공인 시험실로 거듭나 자국의 산업발 에 기여하고 있다.

(3)선도 인 공인 시험실은 네덜란드의 Delft 학의 NAA 시험실로서 1993년에

인증을 획득하여 연평균 2000개의 외부의뢰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 한 비

괴 분석법이라는 최 강 을 이용하여 미국(NIST,USGS),유럽(IRMM),캐

나다(NRCC),일본(NIES)등과 같은 세계 표 기 에서 인증 표 물질

(CRM)을 생산하기 한 요한 기 분석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4)하나로 NAA 시험실은 1999년에 산업 활용도를 높이기 한 분석품질시스템

의 구축을 하여 국가공인 시험검사제도(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의 인증 획득을 한 작업을 시작하 다.2001년부터 국제공인

시험제도 (KOLAS-ILAC,산자부 기술표 원)를 용하여 다품목의 산업용

측정분석,시험검사 지원 기술로 활용하고 있으며,이로써 고품질 인정서비스로

공인 시험 검사기 의 시험,검사,측정능력의 향상과 내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5) 재까지 일반 산업체의 미량분석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Si, 라스틱

소재와 같은 고 순도 재료의 성분 불순물 분석과 품질 리에 한 요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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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측정분석에서 최근의 국제 인 추세가 정량화된 측정 불확도의 제시를 요구하

고 있기 때문에 정확,정 도에 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NAA 기술의 측정

불확도 평가는 화학분석에 비해 비교 단순하여 용성이 우수하므로

INAA/PGAA/DNAA 융합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매질에 한 분석 차를 확립

하여 향후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다.사회·문화 측면 :

(1)국가 거 시설인 ‘하나로’이용시설에 한 활용 극 화와 기간투자효과의 달

성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효과 이해도와 수용성을

증진한다.

(2)방사선 RI의 생명과학,산업,보건,환경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이용은 국

민복지 삶의 질 향상에 직.간 으로 기여되어 그 효과가 크므로 국민

이해 공감 형성에 결정 역할을 한다.

(3)웰빙에 한 사회,문화 집 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환경,인체보건에

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방사화 분석기술은 기오염(황사),

폐기물(소각재,슬러지),토양등과 같은 환경시료 의 유해원소분석,다양한 식

품(건강보조식품, 국산)에 한 유해원소 필수 미네랄에 한 지속 인

NAA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와 보건을 증진시켜 웰빙 사회의 건

설에 기여한다.

(4)NAA기술은 비 괴분석의 강 과 함께 희토류 원소에 한 분석능력이 우수

하여 도자기,고 유물 등과 같은 문화재 시료의 분석에 응용되어 왔으며 향

후에는 고품질화 된 분석시스템을 고고학 분야에 용하여 자연과학 문화재

분류기법의 확립을 통한 사회문화 인 국민자 심을 고취한다.

(5)국내 원자력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여 국제 사회 인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 2 연구개발의 내용 범

1.고 정 방사화 분석 장치 개선 통합 측정분석 체계 구축

가.단 수명핵종 유효검출을 한 고계수율 계측환경 개선

(1)계통구조 특성 비교

(2)ZeroDT손실 보정법 검증 (감마선계측정 도 20-50% 향상)

(3)표 물질(비교법) 용



- 31 -

나.검출한계 개선을 한 백그라운드 감 INAA계측 시스템

(Comptonsuppressionsystem)의 유효화

(1)장치 설계 구매

(2)Anti-coincidence측정을 한 Timingsignal최 화

(3)Comptonsuppressionsystem을 이용한 정량법의 유효화(Validation)

다.고정 정량 분석을 한 INAA/PGAA/DNAA통합 측정분석 체계 구축

(1)개선된 INAA시스템에 의한 원소별 검출한계 불확도 평가

(2)고정 PGAA측정체계 구축

(2)DNAA측정체계 신인도 구축

(3)환경시료 통합측정 차 수립

2.ko-PGAA 법의 정립을 한 핵자료 생산 미량 다원소 동시분석기술 개발

가.주요 경원소(A<45)에 한 열 성자 포획단면 ,Prompt ko-factor핵자료

library k0-PGAA 산코드 개발

(1)Na,Mg,Al,K,Ca등의 원소에 한 실증 핵자료 생산

(2)k0-PGAA 로그램 개발

나.Non-1/v핵종을 포함한 원소(A>45)에 한 열 성자 포획단면 ,prompt

k0-factor핵자료 Library개발

(1)Ti,Fe,Ni,Co,Ag,Hg등 원소에 한 하나로 PGAA 스펙트럼 수집 분

석

(2)k0-PGAA용 핵자료 생산

(3)k0-PGAA용 Library구축 로그램 개발

다.인체 유해원소 미량성분 식별기술 개발 검증시험

(1)k0-PGAA이용 유해원소 (Hg,Cd등)최 검출환경 연구

(2)PGAA시료환경장치 개선

(3) 용량 시료의 유해원소 미량성분 분석법 확립

3.지발 성자 계측 방사화분석 (DNAA)장치 확립과 이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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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료 자동 이송장치 지발 성자 계측시스템(DNC)성능시험

(1)시료 자동 이송장치 시운

(2)DNC계측성능 평가

나.DNAA에 의한 U(
235
U)측정분석법 확립 지구환경시료 용시험

(1)
235
U정량을 한 바탕 계수율 측정 향정도 악

(2)표 물 이용한 검량선 작성 품질 리

(3)PTS#2와 DNC시스템이 연계된 제어 로그램의 개선

(4)
235
U정량법 확립

(5)실제 채집된 지구환경시료 U의 함량분석에 용

다.DNAA이용 지구환경시료 U함량분포 모니터링 기법 개발

(1)지구환경시료 수집 처리

(2)환경시료 U정량 품질 리기술 개발

(3) 단 시료의 모니터링 차 확립 데이터 해석방법 개발

라.지발 성자 계측 방사화 분석을 이용한 생물시료 의 극미량 (검출한계 20ng)

U측정분석법 확립

(1)생물 시료 수집 처리

(2)정확/정 도 품질 리

(3)분석결과의 평가

4.산업용 미세/미량시료 정량을 한 융합 방사화분석 시스템의 개발

가.INAA이용 인체 유해원소 미량성분 식별기술 개발 검증시험

(1)산업 폐기물 시료 수집

(2)As,Cr 할로겐원소에 한 분석법 확립

(3)품질 리 략수립

나.PGAA이용 보론강의 성분 제어를 한 TotalB정 분석 기술개발

(1)붕소함량 시료균질도 평가

(2)매질에 따른 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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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품질 리 차확립

다.INAA이용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원소 분석품질 리 기술 개발

(1)미네랄 건강보조식품의 수집 처리

(2)INAA/화학분석법을 이용한 미네랄원소(Mn,Se,Zn등)의 최 분석 차 확

립

(3) 양평가 품질 리기술(용인 학교, 탁연구)

라.PGAA이용 철강재의 주요성분 비 괴 정 분석 기술 개발

(1)철강재 시료 수집

(2)PGAA철강재 스펙트럼을 통한 재료별 특성 평가

(3)철강재 다 원소분석 조건 확립

(4)표 물질을 이용한 품질 리 분석 차확립

마.INAA/PGAA이용 고고화학 연구를 한 고 유물 성분원소 분석 기 연구

(1)INAA/PGAA이용 희토류 분석을 한 품질보증기술

(2)PGAA에 의한 고고학 시료 의 경원소 분석법 확립

(3)INAA/PGAA통합 분석체계 구축

(4)시료 수집 평가(공주 학교, 탁연구)

바.국산 인증 표 물 개발을 한 NAA검증 시험

(1)인증표 물 생산기 과 력연구(표 과학연구원)

(2)시료 균질도 평가 방법 확립

(3)측정 불확도 평가 개선

사.NAA를 이용한 산업재료(고순도 Si,미래원자력재료 등) 의 극미량 불순물

(검출한계 30% 이상 개선)분석

(1)고순도 폴리실리콘시료 의 40여종의 불순물 원소에 한 정량기법 확립

검출한계값 결정

(2)흑연,SiC시료분석을 통한 검출 민감도 개선 연구

아.국제기술 력 (IAEA,FNCA)과 공동연구

(1)IAEA/RCA( 기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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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NCA(연구로이용 보건/환경시료분석)

5.지발/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 융합 측정 체계 구축 이용연구

가.INAA/PGAA측정분석 DB구축

(1)표 물질을 분석을 통한 원소별 검출한계 DB구축

(2)실제시료에 한 검출 민감도 개선

나. 용량시료 k0-PGAA법의 유효화

(1) 용량 시료에 한 유효각 보정 로그램을 개발

(2)실제 측정환경에서의 실험 결과값과 비교/평가

다.INAA/PGAA용 통합 산코드 개발

(1)지발/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용 통합 정량분석용 로그램을 개발

(2) 로그램의 유효성을 입증 로그램 등록

6.냉 성자 빔을 이용한 방사화 분석기술 개발을 한 기 연구

가.열/냉 성자 PGAA검출한계 비교연구

(1)하나로 냉 성자빔 시험라인을 이용한 냉 성자 PGAA기 자료 수집

(2)국/내외 연구시설을 이용한 열/냉 성자빔 사용한 비교 실험

나.CN-NDP/PGI 용을 한 최 화 모델링 연구

(1)TRIM을 이용한 NDP계측계통 구성 최 화 산모사

(2)EGS를 용한 PGI에서의 감마계측계통 산모사

다.냉 성자 방사화 분석장치의 개발에 한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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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수

1.1962년 TRIGA Mk-II연구로가 처음 건설된 후 이용하기 시작하 으며,계측장

비의 성능이 낮아 주로 방사화학 인 방법을 병행한 분석기술의 개발 이용이

있었다.1972년의 TRIGA Mk-III연구로,1995년의 HANARO로 이어져 기반구

축이 이루어지고 기 응용연구에 활용하 다.

2.1970년 에는 즉발감마선 계측법에 의한 붕소 분석법 고찰,지발 성자 계측에 의한

U,Th분석법 고찰,생물시료의 분석법 개발 응용연구,연 추정 연구 등이 있

었으나 기 수 이었다.하나로에는 2006년 말에 PTS개선과 함께 DNC장치

가 설치되어 2007년부터 기 연구와 이용기술 개발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3.1980년 에는 우라늄 군 분리에 의한 희토류 원소 분석 기술 개발,Zircalloy

불순 성분원소의 분석법 개발(W 차폐체를 이용한 계측),모발분석에 의한 개인 식

별 연구,ThermalColumn을 이용한 고 순도 알루미늄 분석법 개발 등이 있었다.

4.1990년 에는 원자력병원과의 공동연구로서 체내 NAA연구와 INAA에 의한 인체

장기조직의 미량원소 분석연구를 수행하 고,열외 성자를 이용한 지질시료의 분

석법 개발 조사장치 설치,계측 자료 수집 해석의 산화,핵종분석 방사

능 계측기술 개발,고 순도 해동의 성자 방사화 분석 연구,환경 무기시료(Coal

flyash, 기분진,토양,Sediment)의 분석법 개발,환경 생물시료(PineNeedle,Rice,

HumanMilk,HumanHair,Algae)의 분석법 개발, 기분진시료를 이용한 기오

염 Monitoring연구(국제 력연구 포함),표 식물시료의 제작에서 방사화 분석에

의한 속 미량원소의 정량,‘하나로’내 방사화 분석 시설(PTS)설치 성능/

조사특성시험,환경표 시료의 DataIntercomparisonStudy등을 수행하 다.

5.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사업”이 1999년부터 시

작되어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사용한 응응 연구가 주로 학과 타 연구소에서 수행

되어 왔으며 보건,환경,고고학,표 물 등의 분야에 INAA방법을 용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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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0년 에는 무인 자동시료 측정 장치의 개발,PGAA 분석법 도입 시설개선,

k0-NAA 정량법의 구축,표 물 인증을 한 공동연구,DNAA 시스템 설치,PTS

시설의 개선 재설치, 라스틱 시료의 분석법 개발, 기 미세먼지 분석을 통

한 방출 오염원 규명연구,KOLAS인증 품질 리 체계 구축,인체장기 의 성분

원소분석,Duplicatediet를 이용한 식이습 무기 양 성분 분석,방사화 분석의

불확도 인자들에 한 표 불확도 합성 불확도 추정,PGAA이용 붕소분석법의

확립,CRM을 이용한 내부 품질 리 기술과 숙련도 시험 참가를 통한 외부 품질

리,고 순도 알 알루미나 소재의 불순물 분석법 개발 등에 한 연구,개발을 수

행하 다.

제 2 국외 기술개발 황 수

1.미국 NIST에서는 INAA,PGAA,DNAA 기술을 개발,정립하여 산업재료,환경시

료,식품 생체시료 등과 련된 다양한 표 물질의 인증과 개발을 통하여

intercomparability의 증진과 측정 소 성을 제공하기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TheuniversityofTexasatAustin에서는 콤 턴 억제 INAA,boron차폐체를

이용한 열외 성자 방사화 분석법을 용하여 심원소에 한 검출감도를 향상시

켜 주로 기먼지,폐기물,침 물 등과 같은 환경 시료의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3.캐나다의 Dalhousie University에서는 SLOWPOKE-2 소형 원자로를 이용한

INAA,RNAA,CyclicNAA 기술을 용하여 표 물질의 인증,인체보건 분야 등

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해원소의 speciation기술에 을 맞

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4.일본의 JAEA에서는 k0-NAA표 화 방법을 구축한 이용자 지원체계를 확립하 으

며 열 냉 성자를 이용한 PGAA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로 붕소 수소의 분석

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 원소 분석법을 확립하여 용범 를 확

해가고 있다.

5.네덜란드의 InterfacultyReactorInstitute에서는 NAA기술을 사용한 세계최 의

공인시험실로서 연구 개발된 분석법을 바탕으로 확립된 분석품질 리체계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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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외 분석 서비스를 통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6.미국 ORNL에서는 DNAA 방법을 사용하여 연간 수백 개의 smear시료를 분석하

고 있으며 독일의 FRM-II에서는 NAA와 DNAA와 결합된 장치를 제작,설치하

여 지질 시료 에
235
U,

239
Pu,

232
Th과 같은 핵분열성 원소와 함께 단 반감기

핵종을 일련에 분석하는 측정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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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
time
(%)

Live
time
(s)

Ratioofcountrate
(Digital/Analoguesystem)

122
keV

344
keV

778
keV

964
keV

1408
keV

제 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고 정 방사화 분석 장치 개선 통합 측정 분석 체계

구축

1.단 수명핵종 유효검출을 한 고계수율 계측환경 개선

가.계통구조 특성 비교

(1) 성자 방사화 분석을 한 감마선 측정시의 요한 고려 인자로는 시스템

의 안 성(온도,습도와 같은 측정환경 변화에 따른 peakshift),불감시간

(Livetimeextension mode로 불감시간 보정),측정 불확도(Measurement

uncertainty)등이 있다. 재 하나로 성자 방사화 분석을 한 감마선 측정

시스템은 Analogue신호 처리 장치(HighVoltageSupplier,Amplifier,MCB)

에 의해 운 하고 있으며 개별 장치별로 수동 setting을 하여야 하며,여름과

겨울철에 빈번한 peakshift로 어려움이 있다. 한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여

10% 이하의 불감시간에서만 분석시료를 측정하고 있어 성자 방사화 기술에

한 측정의 비효율과 제한 인 분석조건을 래하고 있다.

(2) 최근에는 OTREC사에서 digital gamma-ray spectroscopy system

(DSPEC
PLUSTM

)을 개발하여 감마선 측정 시스템의 장기 안정성을 확보(환경

조건 변화에 둔감)하고 단 반감기 핵종의 고 계수율 측정 조건에 한 제한요

인을 최소화하고 10% 이상의 불감시간에서의 측정 불확도를 유효화하 다.

(3)Digitalsystem의 시험운 을 통하여 계통구조와 특성을 악하 다.이를

하여 HpGedetector(20%효율)과 Eu-152 multi-nuclidestandardsource

이용하여 analoguesystem(672Amp.& 919MCB)과의 비교 측정을 수행하

으며 activationwire(Al-28,Ti-51)를 이용하여 두 시스템의 계수율을 비교

하 다.

(4)Eu-152와 multi-nuclidestandardsource이용 analoguesystem과의 비교

측정한 결과,deadtime커지면 digitalsystem의 계수율이 analoguesystem

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Table1과 2).

Table1.Comparisonbetweendigitalandanaloguesystem byEu-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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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
time
(%)

Live
time
(s)

Ratioofcountrate
(Digital/Analoguesystem)

88
keV

159
keV

661
keV

1173
keV

1332
keV

12 600 0.994 0.984 0.998 1.011 1.020

28 600 1.009 1.016 1.007 1.016 1.018

44 600 1.008 1.029 1.011 1.018 1.027

12 500 1.010 1.014 1.016 1.032 1.033

20 180 1.005 1.021 1.041 1.028 1.047

48 180 1.019 1.037 1.046 1.045 1.053

 

       

 Table2.Comparisonbetweendigitalandanaloguesystem bymulti-source

        

(5)Activationwire(Al-28,Ti-51)를 이용한 analoguesystem과의 계수율을 비

교한 결과,불감시간이 70%인 조건에서 Al-28은 약30%,Ti-51은 6%의 계수

율 차이를 보여(Figure1과 2)digitalsystem의 측정 정 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며 digitalsystem의 시험운 을 통하여 계통구조 특성을 악하

여 Table3에 비교결과를 제시하 다.

Figure1.Comparisonbetweendigitalandanaloguesystem by
28
Alnuclide

 

         

    Figure2.Comparisonbetweendigitalandanaloguesystem by51Tinuc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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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특성 비교내용 Analoguesystem Digitalsystem

Electronics
(Powersupply,Amplifier)

개별 분리형
(장치 별 수동 setting)

일체형
(소 트웨어 setting)

감마선 측정모드
(DeadTimeCorrection)

Analogue신호처리
(LiveTimeExtensionMode)

Digital신호처리
(LiveTimeExtensionMode,

ZeroDeadTime
ZDTwithUncertainty)

스펙트럼 format CHN orSPC IntegratedSPC

Al-28스펙트럼 총 계수율
(Deadtime70%)

25,966CPS
LTC:29,433CPS
ZDT:129,016CPS

장치 안정성 측면
주기 검 필요
( :PoleZero)

장기 안정성 확보
(AutoPoleZero)

Table3.Characteristiccomparisonbetweenanalogueanddigitalsystem

나.ZeroDeadTime손실 보정법 검증

(1)Digitalsystem에 의한 고 계수율 측정시험을 통한 ZDT손실 보정법 검증하

기 하여 LTC와 ZDT mode를 용한 비교시험을 수행하 다.첫 번째로는

다른 간섭 핵종이 없는 조건으로서 Al을 방사화시켜 Al-28핵종의 1779keV

를 이용하여 Deadtime 2.3~82%의 변화에 따른 계수율을 비교 측정하

다.측정결과는 두 가지 mode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이를 Figure3에 나타내

었다

Figure3.ComparisonbetweenLTCandZDTmodeby
28
Alnuclide

(2)Digitalsystem에 의한 ZDT손실 보정법 검증하기 한 두 번째 근방법으

로 간섭 핵종이 있는 실제 시료(NIST SRM 1575a-PineNeedle)의 측정을 통

하여 LTC와 ZDTmode를 비교 하 다.즉 측정된 스펙트럼으로부터 심 원

소의 함량을 결정하여 보증값과의 차이를 비교평가 하 다.이에 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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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Certi.±
Unc.
(2s)

LiveTime
Extension

ZeroDead
Time ZDT/LTE

Mean±SD Mean±SD

Al 580±30 446±13 536±19 1.202

Ca 2500±100 2004±87 2125±88 1.060

Cl 421±7 367±11 380±13 1.033

Mg 1060±170 800±101 840±113 1.051

Mn 488±12 407±13 412±14 1.012

Table4에 나타내었다.단 수명핵종인 Al의 경우에는 LTC와 ZDT mode에

의한 결과값이 20%의 차이를 보여 ZDT mode를 사용한 분석값이 LTC

mode의 분석값보다 신뢰할 수 있음을 증하 다

Table4.AnalyticalresultsofNISTSRM 1575a-PineNeedle.

다.표 물질(비교법) 용

(1) 성자 방사화 분석에 digitalsystem의 LTC와 ZDT mode를 사용한 측정

분석값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하여 비교표 물을 이용한 NIST SRM

2711-MotanaSoil시료의 분석을 수행하 다.비교표 물로는 NIST SRM

2586-Soil을 사용하 다.이에 한 결과를 Figure4에 나타내었다.두 가지

mode를 사용하여 비교법을 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상 오차 10% 이내를 보

여 두 mode를 이용할 경우,최종 분석값은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4.ComparisonbetweenLTCandZDTmodebyNISTSRM 2711

2.검출한계 개선을 한 백그라운드 감 INAA 계측시스템

(Comptonsuppressionsystem)의 유효화

가.장치 설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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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품 제품 제원 기타

1

GMXHPGeCoaxialDetector(Non-PopTop)

-Efficiency:40%

-ResolutionbyLN2:760eV@5.9keV

(FWHM)1.95keV@1.33MeV

-PeaktoComptonRatio:59:1

-EndcapDiameter:76mm

1-1)Extra-Low-Background,Streamline,SJtypeCryostatwith

GMX40-76

Table5.SpecificationofDetectorsandElectronicsforCSS

(1)주 검출기로 효율 40%의 GMX HPGe를 사용하고 보조검출기로는 Bismuth

Germanate섬 체 4개를 조합한 외경 125mm,내경 91mm의 섬 검출기를

사용하여 감마선 스펙트럼 백그라운드 감과 간섭 피크 분리 분석을 한

콤 턴 억제 분 계통을 구성하 다(Figure5와 6)이의 구성을 하여 구매

한 검출기 련 NIM 모듈의 종류와 제원은 Table5와 같다.

Figure5.ElectronicmodulesforComptonsuppressionsystem

Figure6.AphotoofComptonsuppress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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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FiberEndcap&30-literDewar(DWR-30B)forSJtype

Cryostat
CFG-XLB-GMX-C-SJ

2

DigitalGamma-RaySpectrometerwithMAESTRO-32Software.

2-1)EthernetPCICardwithtwoBNCTeeConnectors,two

50-ohm Terminators,andIEEE802.310BASE250-ohm

Thin-Coaxcable;8-ft.length

DSPEC-PLUS

ETHCBLPCI

3 QuadTimingFilterAmplifier 863

4
OctalConstant-FractionDiscriminator

5-1)DelayPlug-in

CF8000

CFD-DELAY-5NS

5 OctalGateandDelayGenerator(requires6V) GG8020

6 FastCoincidence 414A

7 Quad4-InputLogicUnit(requires6V) CO4020

8 Time-to-AmplitudeConverter/SCA 567

9

BGOComptonSuppressor
- SymmetricalAnti-Compton

A/C125YPE152/BGOaccordingtodrawing3-2-6676-D

-BGOannulusouterdiameter125mm,

innerdiameter91mm segmentedin4sectors

-8PMT1inchwiththeirvoltagedivider

-Aluminium housingwellthickness1mm

-CablesbetweenPMTand1preampsupplied

-Includingcustom designandperformancetestfees

10 High-VoltagePowerSupply(3kV) 556H

나.Anti-coincidence측정을 한 timingsignal최 화

(1)HPGe검출기 내에서 발생하는 컴 턴 사건 억제를 통한 백그라운드 감을

하여 분 계통을 구성하는 각 모듈의 시간 신호를 설정하 다.HPGe검출

기로부터 2개의 output신호가 나오는 데,1개는 에 지 신호로 사용하고 다

른 하나는 콤 턴 사건 억제를 한 게이트 신호 형성을 하여 사용하 다.

4개의 섹터로 나뉘어진 BGO의 신호는 병렬로 합쳐져 하나의 시간 신호로서

사용하 다

(2)BGO HPGe의 시간용 신호는 TimingFilterAmplifier(TFA 863)를 거쳐

Figure7 8과 같은 신호를 형성한다.이 신호의 시간 특성은 Constant

FractionDiscriminator(CFD,CF8000)를 거치면 형성되고 시간 정보를 담은

CFD신호는 TAC/SCA(567)의 start stop입력단에 입력되는데,시간 간격

을 원활히 조정하기 하여 그 사이에 GateandDelay Generator(GDG,

GG8020)을 둔다.TAC/SCA 모듈에서는 start신호로 입력한 HPGe의 시간

신호와 BGO의 시간 신호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시간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

다.이러한 TAC시간 스펙트럼으로부터 HPGe의 에 지 신호 콤 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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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SignalofTFA(BGO)

Figure9.Gatesignalgeneratedby

TAC/SCA

Figure8.SignalofTFA(HPGe)

건에 의한 사건을 구별해 내기 한 게이트 신호를 만들게 되는데 설정값은

TAC/SCA 설정값은 LLD가 1.5μsec,window가 3.2μsec이다.이 게이트 신

호는 HPGe검출기의 에 지 신호와의 Timing을 하여 마지막으로 GDG모

듈을 거쳐 Figure9과 같이 콤 턴 억제를 한 최 의 게이트 신호를 형성

하게 된다.컴 턴 억제를 해서는 에 지 신호의 피크 치에서 최소 0.5

㎲를 유지해야 하는데 실험 으로 확인한 결과 피크 치 2㎲ 이 에 시작

하여 2㎲ 이후까지 유지할 경우에 가장 억제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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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0.Timingofanenergysignalfrom

HPGedetectorwithagatesignalfrom

TAC/SCA.

Figure11.Spectra measured atthreemodes.

Anti-coincidence mode,coincidence mode and

offmode.Livetime=3600s.

(3)Cs-137 표 선원에 하여 anti-coincidencemode,coincidence mode

gate-offmode의 세가지 모드에서 스펙트럼을 3600 동안 측정하여 비교하

다(Figure11).주 피크인 662keV 피크 면 은 gate-offmode에 비해

anti-coincidence mode에서 약 0.4%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이는

coincidencemode에서 662keV피크가 그 정도의 면 만큼 기록되는 것을 통

하여 재차 확인하 고 662keV 피크 주변 백그라운드는 약 60% 정도 감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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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2.Comparisonofspectrafrom normaland

suppressionmodeforNISTSRM 2711sample.

다.Comptonsuppressionsystem을 이용한 정량법의 유효화(Validation)

(1) 성자 조사를 통해 방사화 된 NIST SRM 2711(Montana Soil)과

1567a(WheatFlour)시료를 측정하여 장반감기 핵종을 검출하여 일반모드와

콤 턴 억제 모드의 비교를 통한 바탕선 감율을 평가하 으며 이에 한

결과를 Table6과 Figure12에 나타내었다.NIST SRM 2711에서의 바탕선의

감율은 50% 내외로 평가되었다.

Nuclide Energy
Bgcountsof
normalmode

Bgcountsof
suppression mode

Bgreduction(%)

Se-75 136 4307 3496 18.8

Se-75 264 1768 1170 33.8

Hg-203 279 4056 1668 58.9

Cr-51 320 3783 1802 52.4

Hf-181 482 2909 1206 58.5

Cs-134 795 2178 693 68.2

Sc-46 889 4412 1872 57.6

Fe-59 1099 766 400 47.8

Co-60 1332 110 44 60.0

Table 6. Comparison of background counts between normal and

suppression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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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콤 턴 억제 시스템을 용한 정량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하여 다

감마선 방출표 선원을 사용하여 에 지 검출효율 교정을 수행한 후 핵

데이터와 시료의 조사 조건(열 성자속,조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함량값을

결정하 다.Table7에 정리한 바와 같이 인증표 물질의 보증값과의 상 오

차가 10% 내외에서 일치하여 방법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ElementThiswork
Certified
value

Unc.
(2s)

Relative
error(%)

SRM Name

Co 9.473 10 5.3 SRM 2711-Soil

Cr 42.5 47 9.6 SRM 2711-Soil

Cs 5.951 6.1 2.4 SRM 2711-Soil

Fe 30440 28900 600 5.3 SRM 2711-Soil

Hf 6.896 7.3 5.5 SRM 2711-Soil

Hg 5.456 6.25 0.19 12.7 SRM 2711-Soil

Sc 8.648 9 3.9 SRM 2711-Soil

Se 1.00 1.1 0.2 9.2 SRM1567a-WheatFlour

Table7.AnalyticalresultsofsomeelementsinNISTSRMsusingCompton

suppressionsystem

3.고 정 정량 분석을 한 INAA/PGAA/DNAA 통합 측정분석 체계 구축

가.개선된 INAA시스템에 의한 원소별 검출한계 불확도 평가

(1)기 설치된 콤 턴 억제 감마선 측정시스템의 상단부에 NaI(Tl)보조 검출기

를 추가로 설치하여 콤 턴효과에 의한 바탕선을 최 한 감하여 검출한계

를 개선하고 감마선 측정 불확도를 최소화하기 한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한 무인 자동시료 교환장치를 설계,구축하여 량의 실제시료분석을 한

분석효율을 최 화 하 다.Figure13에는 자동 시료 교환장치와 함께 구축된

개선된 콤 턴 억제 감마선 측정 시스템을 나타내었다.

Figure13.ImprovedComptonsystem withautosample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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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검출한계
(Normal)

검출한계
(Compton) 불확도 개선(%)

Al 1294 819 5.60

As 2.2 1.4 12.61

Ba 171 108 32.15

Ca 602.6 381.1 1.07

(2) 개선된 콤 턴 억제 감마선 측정 시스템의 구성을 최 화하기 하여

MCNPX코드를 이용하여 산모사를 수행하 다.콤 턴 백그라운드 억제능

은 주검출기로 사용하는 HPGe결정의 길이,부검출기로 사용하는 BGO결정

의 두께 검출기간의 상 치에 크게 의존한다.MCNPX 모사결과

Figure14의 결과와 같이 CSF(Comptonsuppressionfactor)값이 주검출기

의 면 표면과 부검출기의 면 표면간의 약 7cm의 상 치에서 CSF값

이 최고치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14.VariationofComptonsuppressionfactoraccordingtothe

distancebetweenmainandsubsidarydetector

(3)일반 인 INAA의 토양시료 분석조건에서 콤 턴 억제 시스템의 검출감도와

감마선 측정 불확도에 한 개선정도를 28종의 원소에 하여 Table8에 정

리하 다.검출한계는 평균 약 40% 정도를 불확도는 최 30%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Table8.CalculationofdetectionlimitanduncertaintyimprovementbyCompton

suppress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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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2.1 1.3 19.39

Co 0.25 0.16 4.01

Cr 4.2 2.7 25.36

Cs 0.95 0.60 27.58

Dy 0.81 0.51 30.43

Eu 0.10 0.06 9.55

Fe 291.5 184.4 4.49

Hf 0.41 0.26 20.45

In 0.25 0.16 30.98

K 2492.2 1576.2 22.70

La 0.40 0.25 3.05

Lu 0.16 0.10 31.59

Mg 2994.2 1893.7 25.33

Mn 4.1 2.6 3.04

Na 56.7 35.9 2.78

Rb 19.6 12.4 24.71

Sb 0.52 0.33 2.13

Sc 0.06 0.04 5.74

Sm 0.10 0.06 14.38

Ta 0.40 0.25 23.98

Th 0.42 0.27 16.45

Ti 1109.9 701.9 31.44

V 10.5 6.6 20.55

Yb 0.56 0.36 30.06

나.고정 PGAA측정체계 구축

(1)모든 핵계통 분 계통에서는 electronics에서의 펄스 처리과정에서 불감 시

간에 의한 계수 손실이 불가피하다.이러한 손실을 이고 보정하기 하여

livetimeclock,loss-freecounting같은 다양한 기법이 분 시스템에 채택

되어 왔다.Livetimeextension기법은 계측 기간 동안 방사능이 거의 일정

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정확한 보정치를 제공하며 Lossfreecounting기법은

계측 동안 계수율이 크게 변하는 경우에 livetimeextension기법보다 좋은

결과를 제공한다.그러나 lossfreecounting은 보정된 데이터가 더 이상

Poisson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계수와 연 된 불확도를 평가하기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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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측정값

Thermalneutronflux 3.2x10
13
n/cm2.sec

CdratioofAu-198 102

Thermaltoepithermalneutronfluxratio 1280

Fastneutronflux 3.7x1010n/cm2.sec

않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용이 제한된다.

(2) Ortec의 Digitalspectrometer들은 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Zero dead

time(ZDT)correction기법을 제공하는데,DSPEC-plus ASPEC모듈들은

lossfreecounting기법의 제한 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수의 정확도를 정확

히 평가할 수 있는 ZDT기법을 채택하고 있다.PGAA에서는 그동안 빠른 데

이터 변화 속도를 가지고 있는 ETHERNIM 919E 모델의 MCB를 사용하고

있었으나,계측 계통 개선의 일환으로 MCB를 ASPEC-927DualMCB 모듈

로 변경하 다.ETHERNIM 919E의 데이터 변환 속도는 약 8 μs이고.

ASPEC-927DualMCB모델은 이보다 빨라 변환 속도가 약 1.25μs이고 이

벤트당 불감시간은 메모리 송 시간을 포함하여 2μs이다. 한 기존 아날로

그 모듈들과 달리 불감시간 보정을 하여 Gedcke-Halemethod 는 ZDT

live-timecorrection방법을 MAESTRO-32MCA emulationsoftware에서 선

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PC와의 연결을 하여 USB-2.0을 사용하므로 매우

편리하다. 한 기존 아날로그 모듈은 doublewidth의 부피가 큰 모듈을 보통

/반동시 모드를 해 2개의 모듈을 사용하여야 하 으나 ASPEC-927모듈은

singlewidth의 모듈에 두 개의 독립 인 채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검출 계

통을 보다 단순화 하 다

다.DNAA측정체계 신인도 구축

(1) 부분의 환경시료(지질,토양)들은 우라늄 뿐 아니라 토륨(Th-232)을 일정

량 함유하고 있다.Th-232는 고속 성자와의 핵반응을 일으키는 핵분열성

핵종으로서 지발 성자를 방출하여 환경시료 의 U 정량에 간섭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DNAA의 신인도를 확보하기 해서는 DNAA를 해 사용하는 조

사공에 한 열,열외 고속 성자에 한 정확한 성자속을 결정하여 그

향력을 악하여야 한다

(2)이를 하여 Al-0.1%Au 속선,고순도 Zr 카드뮴 cover를 이용하여 열

성자속,카드뮴비,열 성자에 한 열외 성자의 비 고속 성자속을

결정하 다.이를 Table9에 정리하 다.

Table9.NeutronfluxdistributionatNAA#2irradiationholeforD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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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비와 열 성자에 한 열외 성자의 비는 NAA#2조사공에서의 열

성자속이 열외 성자보다 월등히 우세함을 나타내어 다른 부반응에 의한

간섭이 미미함의 반증하고 있으며 고속 성자속은 열 성자속의 1/1000정도

로서 일반 인 환경시료에서 우라늄을 분석할 때 토륨의 간섭이 1% 이하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하나로 DNAA의 시스템의 신인도를 구축하 다

라.환경시료 통합측정 차 수립

(1)고정 INAA/PGAA/DNAA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고 미지환경 시료들에

한 효과 인 분석을 하여 통합측정 차를 아래와 같이 확립하 다.

(가)PGAA에 한 즉발감마선 스펙트럼 측정

① 붕소,경 원소,다량 속 원소 분석

② INAA의 조사 안 성 확보를 한 붕소 농도 측

(나)DNAA에 의한 우라늄 분석

① 량 시료의 우라늄 신속 정량

② INAA분석시의 fissioninterference정도 평가

(다)INAA에 의한 시료분석

① k0-PGAA법의 용을 한 기 원소 분석값 제공

② 우라늄 함량을 고려한 분석결과 정리

(라)k0-PGAA법에 의한 정량분석 수행

① INAA/PGAA분석결과 취합 최종 정리

② CRM분석에 의한 품질 리

제 2 k0-PGAA 법의 정립을 한 핵자료 생산 미량 다원소

동시 분석 기술 개발

1.주요 경원소(A<45)에 한 열 성자 포획단면 ,Prompt k0-factor핵자료

library k0-PGAA 산코드 개발

가.주요 경원소(A<45)에 한 핵자료 생산

(1)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법 (PromptGamma-ray Activation Analysis ;

PGAA)은 시료의 성자 조사와 동시에 스펙트럼을 축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원소에서 방출되는 매우 복잡하고 방 한 양의 즉발감마선 자료를 획

득할 수 있다.이는 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법을 다 원소 분석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하지만,그 자료의 방 함으로 인하여 자료 처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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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g [keV] sg(Eg) [b] k0,H

23 91.41 ± 0.03 2.43E-01 ± 8.77E-03 3.20E-02 ± 1.16E-03

23 472.39(d) ± 0.04 5.01E-01 ± 5.40E-03 6.61E-02 ± 7.25E-04

23 499.4 ± 0.03 1.48E-02 ± 1.79E-03 1.96E-03 ± 2.36E-04

23 781.66 ± 0.12 1.75E-02 ± 6.46E-04 2.31E-03 ± 8.53E-05

23 869.48 ± 0.28 1.11E-01 ± 7.62E-02 1.46E-02 ± 1.01E-02

23 874.59 ± 0.48 7.65E-02 ± 4.58E-02 1.01E-02 ± 6.04E-03

23 1344.62 ± 0.4 2.19E-02 ± 2.53E-03 2.88E-03 ± 3.34E-04

23 1368.91 ± 0.1 5.41E-01 ± 3.63E-01 7.13E-02 ± 4.78E-02

23 1636.56 ± 0.1 2.62E-02 ± 1.46E-02 3.46E-03 ± 1.92E-03

23 2025.49 ± 0.23 3.50E-02 ± 1.70E-03 4.62E-03 ± 2.24E-04

23 2030.67 ± 0.34 2.26E-02 ± 2.74E-03 2.98E-03 ± 3.62E-04

23 2208.58 ± 0.7 2.63E-02 ± 4.03E-03 3.46E-03 ± 5.32E-04

23 2414.81 ± 0.04 2.39E-02 ± 2.70E-03 3.14E-03 ± 3.56E-04

23 2505.69 ± 0.36 1.72E-02 ± 2.86E-03 2.27E-03 ± 3.77E-04

23 2518.07 ± 0.5 7.04E-02 ± 8.82E-03 9.28E-03 ± 1.16E-03

23 2752.55 ± 0.09 6.85E-02 ± 3.48E-03 9.03E-03 ± 4.59E-04

23 2754.39 ± 0.26 5.55E-01 ± 2.34E-01 7.32E-02 ± 3.08E-02

23 2808.56 ± 0.02 1.70E-02 ± 3.20E-03 2.24E-03 ± 4.22E-04

23 2860.73 ± 0.49 1.85E-02 ± 2.45E-03 2.44E-03 ± 3.23E-04

23 2865.58 ± 0.46 1.32E-02 ± 9.74E-03 1.74E-03 ± 1.28E-03

23 2982.26 ± 0.41 1.46E-02 ± 2.70E-03 1.93E-03 ± 3.56E-04

23 3026.25 ± 0.31 1.49E-02 ± 2.65E-03 1.97E-03 ± 3.50E-04

23 3097.26 ± 0.15 2.00E-02 ± 3.31E-03 2.63E-03 ± 4.36E-04

23 3100.26 ± 0.23 1.63E-02 ± 1.06E-02 2.15E-03 ± 1.39E-03

23 3370.43 ± 0.41 1.40E-02 ± 1.71E-03 1.84E-03 ± 2.26E-04

23 3587.49 ± 0.32 6.21E-02 ± 3.11E-03 8.19E-03 ± 4.10E-04

23 3878.52 ± 0.55 2.22E-02 ± 1.76E-03 2.92E-03 ± 2.32E-04

23 3981.55 ± 0.74 7.06E-02 ± 2.06E-03 9.31E-03 ± 2.72E-04

23 5617.61 ± 0.03 1.66E-02 ± 1.27E-02 2.19E-03 ± 1.68E-03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어 이를 자동화하기 한 로그

램 개발에 한 노력이 꾸 히 진행되고 있다.

(2)PGAA 다원소 분석법 정립을 한 핵자료인 즉발감마선 k0factor와 partial

gamma-rayproductioncrosssection자료를 생산하 다.이를 하여 Na,

Mg,Al,K,Ca원소에 한 즉발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 고 이로부터

Table10～14와 같이 각 원소의 30개 주요라인에 한 핵자료를 생산하 다

Table10.Promptk0,H factorsandpartialcapturecrosssectionsfo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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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g [keV] sg(Eg) [b] k0,H

24 390.15 ± 0.22 5.94E-03 ± 7.16E-04 7.40E-04 ± 8.93E-05

24 585.02 ± 0.36 3.28E-02 ± 4.53E-03 4.09E-03 ± 5.64E-04

26 844.12 ± 0.5 3.10E-03 ± 2.01E-04 3.86E-04 ± 2.51E-05

24 975.08 ± 0.53 6.94E-03 ± 7.24E-04 8.65E-04 ± 9.03E-05

25 1003.42 ± 0.3 1.65E-03 ± 2.48E-04 2.05E-04 ± 3.09E-05

25 1130.05 ± 0.18 9.10E-03 ± 6.70E-04 1.13E-03 ± 8.36E-05

25 1412.18 ± 0.77 1.35E-03 ± 7.29E-04 1.68E-04 ± 9.09E-05

24 1712.95 ± 0.18 1.19E-03 ± 3.35E-04 1.48E-04 ± 4.18E-05

25 1775.64 ± 0.5 1.32E-03 ± 2.82E-04 1.64E-04 ± 3.52E-05

25 1809.1 ± 0.48 1.84E-02 ± 2.98E-02 2.29E-03 ± 3.72E-03

24 1978.49 ± 0.27 1.16E-03 ± 1.76E-04 1.44E-04 ± 2.20E-05

24 2438.81 ± 0.13 4.94E-03 ± 8.37E-04 6.15E-04 ± 1.04E-04

25 2541.54 ± 0.44 1.50E-03 ± 2.22E-04 1.87E-04 ± 2.77E-05

24 2828.39 ± 0.35 2.45E-02 ± 4.57E-02 3.06E-03 ± 5.70E-03

26 2881.87 ± 0.22 2.79E-03 ± 3.35E-04 3.48E-04 ± 4.18E-05

24 3054.14 ± 0.46 8.56E-03 ± 1.12E-03 1.07E-03 ± 1.39E-04

24 3301.65 ± 0.27 6.50E-03 ± 1.41E-02 8.10E-04 ± 1.76E-03

25 3319.87 ± 0.3 1.04E-03 ± 6.29E-03 1.30E-04 ± 7.84E-04

25 3406.45 ± 0.63 1.42E-03 ± 1.90E-03 1.77E-04 ± 2.36E-04

24 3413.22 ± 0.73 4.03E-03 ± 9.01E-04 5.03E-04 ± 1.12E-04

25 3551.27 ± 0.27 1.14E-03 ± 1.38E-04 1.42E-04 ± 1.72E-05

26 3561.37 ± 0.5 2.57E-03 ± 3.71E-04 3.20E-04 ± 4.63E-05

25 3744.22 ± 0.4 1.41E-03 ± 1.57E-04 1.75E-04 ± 1.96E-05

25 3831.87 ± 0.5 4.26E-03 ± 4.84E-04 5.31E-04 ± 6.04E-05

24 3916.93 ± 0.38 3.29E-02 ± 1.88E-02 4.11E-03 ± 2.35E-03

25 4216.49 ± 0.11 1.49E-03 ± 2.88E-04 1.86E-04 ± 3.59E-05

25 4967.67 ± 0.19 1.66E-03 ± 1.16E-04 2.07E-04 ± 1.45E-05

25 5452.18 ± 0.16 2.11E-03 ± 3.90E-04 2.63E-04 ± 4.86E-05

24 6355.08 ± 0.12 1.08E-03 ± 2.47E-04 1.34E-04 ± 3.08E-05

25 8153.79 ± 0.1 2.87E-03 ± 1.21E-04 3.58E-04 ± 1.51E-05

Table11.Promptk0,H factorsandpartialcapturecrosssectionsfor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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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g [keV] sg(Eg) [b] k0,H

27 2271.7 ± 0.52 3.97E-03 ± 2.53E-04 4.46E-04 ± 2.84E-05

27 2578.19 ± 0.44 4.29E-03 ± 2.08E-04 4.82E-04 ± 2.34E-05

27 2138.96 ± 0.37 4.45E-03 ± 2.34E-04 5.00E-04 ± 2.63E-05

27 5411.43 ± 0.46 4.86E-03 ± 3.37E-04 5.46E-04 ± 3.79E-05

27 6316.4 ± 0.39 5.01E-03 ± 8.50E-02 5.63E-04 ± 9.55E-03

27 2108.26 ± 0.26 5.62E-03 ± 3.56E-04 6.31E-04 ± 4.00E-05

27 1013.86 ± 0.51 5.63E-03 ± 5.71E-04 6.32E-04 ± 6.42E-05

27 6101.82 ± 0.21 5.84E-03 ± 1.15E-02 6.56E-04 ± 1.30E-03

27 4660.19 ± 0.49 6.30E-03 ± 2.40E-04 7.07E-04 ± 2.70E-05

27 3875.79 ± 0.27 6.38E-03 ± 3.24E-04 7.16E-04 ± 3.64E-05

27 1408.41 ± 0.47 6.49E-03 ± 7.42E-03 7.28E-04 ± 8.33E-04

27 3849.34 ± 0.25 7.22E-03 ± 2.53E-04 8.11E-04 ± 2.85E-05

27 5134.4 ± 0.15 7.33E-03 ± 5.60E-04 8.24E-04 ± 6.29E-05

27 4903.2 ± 0.39 7.36E-03 ± 9.16E-04 8.27E-04 ± 1.03E-04

27 2821.45 ± 0.07 7.86E-03 ± 8.40E-04 8.83E-04 ± 9.44E-05

27 2590.6 ± 0.1 8.07E-03 ± 5.82E-04 9.07E-04 ± 6.54E-05

27 7693.79 ± 0.29 8.31E-03 ± 9.22E-04 9.33E-04 ± 1.04E-04

27 2283.09 ± 0.42 9.11E-03 ± 6.12E-03 1.02E-03 ± 6.88E-04

27 983.45 ± 0.14 9.30E-03 ± 8.07E-04 1.04E-03 ± 9.07E-05

27 1622.95 ± 0.33 1.00E-02 ± 5.35E-04 1.13E-03 ± 6.01E-05

27 3591.28 ± 0.15 1.05E-02 ± 9.47E-01 1.18E-03 ± 1.06E-01

27 4690.91 ± 0.12 1.11E-02 ± 1.38E-02 1.24E-03 ± 1.55E-03

27 4734.2 ± 0.3 1.32E-02 ± 4.71E-04 1.48E-03 ± 5.30E-05

27 3465.45 ± 0.24 1.53E-02 ± 1.45E-03 1.72E-03 ± 1.63E-04

27 4133.47 ± 0.38 1.56E-02 ± 1.09E-03 1.75E-03 ± 1.22E-04

27 4260 ± 0.08 1.60E-02 ± 1.48E-03 1.80E-03 ± 1.66E-04

27 3034.23 ± 0.1 1.84E-02 ± 1.33E-03 2.07E-03 ± 1.49E-04

27 7724.26 ± 0.23 5.15E-02 ± 8.90E-03 5.78E-03 ± 1.00E-03

27 31.01 ± 0.42 8.33E-02 ± 1.08E-02 9.35E-03 ± 1.21E-03

27 1779.36 ± 0.51 2.42E-01 ± 2.33E-02 2.71E-02 ± 2.61E-03

Table12.Promptk0,H factorsandpartialcapturecrosssectionsf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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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g [keV] sg(Eg) [b] k0,H

39 2756.95 ± 0.12 4.24E-02 ± 1.06E-02 3.29E-03 ± 8.25E-04

39 4991.37 ± 0.35 4.37E-02 ± 3.29E-03 3.39E-03 ± 2.55E-04

39 646.34 ± 0.15 4.55E-02 ± 1.38E-03 3.53E-03 ± 1.07E-04

39 5729.72 ± 0.06 4.56E-02 ± 3.17E-03 3.54E-03 ± 2.46E-04

39 6998.98 ± 0.41 4.61E-02 ± 2.07E-03 3.58E-03 ± 1.60E-04

39 3055.45 ± 0.3 4.71E-02 ± 2.91E-03 3.65E-03 ± 2.26E-04

39 5173.69 ± 0.41 4.93E-02 ± 1.59E-02 3.82E-03 ± 1.23E-03

39 2040.21 ± 0.21 5.24E-02 ± 3.45E-03 4.06E-03 ± 2.68E-04

39 2007.95 ± 0.36 5.35E-02 ± 3.58E-03 4.14E-03 ± 2.77E-04

39 2047.44 ± 0.12 5.43E-02 ± 3.00E-03 4.21E-03 ± 2.33E-04

39 2546.4 ± 0.27 5.58E-02 ± 5.34E-03 4.33E-03 ± 4.14E-04

39 1303.91 ± 0.36 5.59E-02 ± 4.62E-02 4.33E-03 ± 3.58E-03

39 2017.7 ± 0.07 5.59E-02 ± 2.88E-02 4.34E-03 ± 2.23E-03

39 4135.85 ± 0.28 5.90E-02 ± 1.00E-02 4.57E-03 ± 7.78E-04

39 2290.73 ± 0.66 6.02E-02 ± 6.99E-03 4.66E-03 ± 5.42E-04

39 5508.69 ± 0.6 6.82E-02 ± 2.17E-02 5.29E-03 ± 1.68E-03

39 3545.97 ± 0.39 7.81E-02 ± 8.71E-03 6.05E-03 ± 6.76E-04

39 4360.25 ± 0.5 7.88E-02 ± 4.73E-03 6.11E-03 ± 3.67E-04

39 1247.69 ± 0.31 8.04E-02 ± 5.68E-03 6.23E-03 ± 4.41E-04

39 5752.22 ± 0.02 1.10E-01 ± 8.88E-03 8.53E-03 ± 6.89E-04

39 5695.83 ± 0.25 1.18E-01 ± 1.75E-02 9.13E-03 ± 1.36E-03

39 7768.98 ± 0.13 1.19E-01 ± 2.08E-02 9.18E-03 ± 1.62E-03

39 1614.03 ± 0.06 1.24E-01 ± 6.97E-02 9.61E-03 ± 5.41E-03

39 1619.23 ± 0.29 1.34E-01 ± 9.56E-01 1.04E-02 ± 7.41E-02

39 2073.88 ± 0.52 1.43E-01 ± 8.97E-02 1.11E-02 ± 6.96E-03

39 5380.48 ± 0.03 1.49E-01 ± 1.88E-02 1.16E-02 ± 1.46E-03

39 1159.3 ± 0.39 1.66E-01 ± 5.45E-01 1.29E-02 ± 4.22E-02

39 770.42 ± 0.45 9.25E-01 ± 2.71E-02 7.17E-02 ± 2.10E-03

39 30.26 ± 0.43 1.39E+00 ± 5.56E-01 1.08E-01 ± 4.31E-02

40 1461.17 ± 0.44 3.32E+00 ± 1.37E-01 2.58E-01 ± 1.06E-02

Table13.Promptk0,H factorsandpartialcapturecrosssectionsf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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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g [keV] sg(Eg) [b] k0,H

43 1126.26 ± 0.31 4.76E-03 ± 8.40E-04 3.60E-04 ± 6.35E-05

40 4516.59 ± 0.62 4.95E-03 ± 7.03E-04 3.74E-04 ± 5.32E-05

40 660.5 ± 0.43 4.96E-03 ± 6.47E-04 3.75E-04 ± 4.89E-05

40 1481.87 ± 0.06 5.15E-03 ± 1.76E-03 3.89E-04 ± 1.33E-04

40 1150.96 ± 0.54 5.30E-03 ± 1.70E-03 4.01E-04 ± 1.29E-04

40 2605.59 ± 0.09 6.17E-03 ± 1.07E-03 4.67E-04 ± 8.09E-05

40 5693.02 ± 0.1 6.87E-03 ± 9.80E-04 5.20E-04 ± 7.41E-05

40 4963.06 ± 0.56 7.02E-03 ± 9.16E-04 5.31E-04 ± 6.93E-05

40 1670.63 ± 0.96 7.03E-03 ± 1.10E-03 5.32E-04 ± 8.31E-05

40 2768.4 ± 0.43 7.18E-03 ± 8.82E-02 5.43E-04 ± 6.67E-03

40 2660.4 ± 0.37 7.74E-03 ± 1.12E-03 5.85E-04 ± 8.47E-05

40 2290.9 ± 0.49 7.80E-03 ± 8.71E-04 5.90E-04 ± 6.59E-05

43 1157.06 ± 0.34 9.07E-03 ± 8.24E-04 6.86E-04 ± 6.23E-05

44 1725.74 ± 0.14 9.30E-03 ± 1.55E-02 7.03E-04 ± 1.17E-03

40 3585.18 ± 0.19 1.04E-02 ± 5.92E-02 7.89E-04 ± 4.48E-03

44 5514.68 ± 0.34 1.08E-02 ± 2.51E-03 8.19E-04 ± 1.90E-04

40 1390.03 ± 0.24 1.09E-02 ± 2.22E-03 8.20E-04 ± 1.68E-04

40 727.32 ± 0.55 1.18E-02 ± 2.36E-03 8.92E-04 ± 1.79E-04

40 3759.97 ± 0.19 1.22E-02 ± 1.78E-03 9.26E-04 ± 1.35E-04

40 4749.65 ± 0.15 1.39E-02 ± 8.07E-04 1.05E-03 ± 6.11E-05

44 174.48 ± 0.44 1.70E-02 ± 7.82E-04 1.29E-03 ± 5.92E-05

40 2810.55 ± 0.54 1.74E-02 ± 1.43E-03 1.31E-03 ± 1.08E-04

40 5900.41 ± 0.12 2.59E-02 ± 2.94E-03 1.96E-03 ± 2.23E-04

40 3609.8 ± 0.98 2.94E-02 ± 3.60E-03 2.22E-03 ± 2.73E-04

40 2009.88 ± 0.27 4.12E-02 ± 3.52E-03 3.12E-03 ± 2.66E-04

40 519.79 ± 0.51 5.12E-02 ± 1.77E-03 3.87E-03 ± 1.34E-04

40 2001.66 ± 0.29 6.62E-02 ± 4.68E-03 5.01E-03 ± 3.54E-04

40 4418.63 ± 0.21 7.41E-02 ± 2.24E-03 5.60E-03 ± 1.70E-04

40 6419.78 ± 0.48 1.82E-01 ± 1.50E-02 1.38E-02 ± 1.13E-03

40 1942.95 ± 0.48 3.65E-01 ± 1.73E-02 2.76E-02 ± 1.31E-03

Table14.Promptk0,H factorsandpartialcapturecrosssectionsforCa

나.붕소분석을 한 k0-PGAA 산코드 개발

(1)k0-PGAA 다원소 분석법을 확립하기 하여 산코드를 단계별로 제작하고

있다.특히,붕소는 PGAA에서 가장 분석민감도가 우수한 원소 가운데 하나로

서 매우 요한 원소임에도 그동안 그 피크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확

한 함량 분석이 어려웠다.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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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5.Doppler-broadenedpeakanalysis(DBPA)software.

개발하 다.

(2)붕소의 동 원소 에서 B-10의 자연 존재비는 약 19.8%이고,열 성자 포

획 단면 은 3840barns으로 상당히 크다.B-10은 성자 포획 후 매우 짧은

시간동안 복합핵은 B-11을 이루나 곧 93% 정도가 Li-7과 알 입자로 나

어지고,7% 정도는 B-11의 여기상태로 남았다가 매우 미약한 즉발감마선을

방출한 후 기 상태로 천이한다.Li-7이 검출기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감마선

을 방출할 경우,검출기는 도 러 효과(Dopplerbroadening)에 의해 원래 감

마선 에 지보다 더 높은 에 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응한다.검출기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날아가는 Li-7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에 해서는 반 로 감

응한다.

(3)이와 같은 과정 때문에 붕소의 477.6keV 감마선에 한 검출기의 반응함수

는 다른 즉발감마선 피크들과 달리 상당히 독특한 형태인 사다리꼴 모양으로

별도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Figure15와 같은 도

러 확장된 피크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크 분석에

활용하 다.

2.Non-1/v 핵종을 포함한 원소(A>45)에 한 열 성자 포획단면 ,

promptk0-factor핵자료 library개발

가.Ti,Fe,Ni,Co,Ag등 원소에 한 하나로 PGAA스펙트럼 수집 분석

(1)하나로 PGAA 장치를 이용한 시료측정을 통한 실험 핵자료를 산출하 다.

즉 PGAA 다원소 분석법 정립을 한 핵자료인 즉발 k0 factor와 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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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keV] sg(Eg) [b] k0,H

56 122.14 9.63E-02 ± 4.27E-03 5.23E-03 ± 2.32E-04

56 230.29 2.74E-02 ± 7.49E-04 1.49E-03 ± 4.06E-05

56 352.39 2.74E-01 ± 3.47E-03 1.48E-02 ± 1.89E-04

56 366.79 4.98E-02 ± 9.07E-04 2.71E-03 ± 4.92E-05

54 411.58 2.21E-02 ± 6.15E-03 1.20E-03 ± 3.33E-04

56 692.05 1.38E-01 ± 2.04E-03 7.48E-03 ± 1.11E-04

57 810.73 2.78E-02 ± 1.01E-03 1.51E-03 ± 5.46E-05

56 898.33 5.45E-02 ± 1.33E-03 2.96E-03 ± 7.24E-05

56 920.93 1.99E-02 ± 6.41E-04 1.08E-03 ± 3.48E-05

56 1019.01 5.09E-02 ± 1.59E-03 2.76E-03 ± 8.63E-05

56 1260.52 6.88E-02 ± 1.29E-03 3.73E-03 ± 7.00E-05

56 1358.56 2.11E-02 ± 6.57E-04 1.15E-03 ± 3.57E-05

56 1612.83 1.54E-01 ± 2.74E-03 8.35E-03 ± 1.48E-04

56 1725.37 1.82E-01 ± 3.69E-03 9.86E-03 ± 2.00E-04

56 2129.52 2.07E-02 ± 1.02E-03 1.13E-03 ± 5.51E-05

56 2721.21 3.86E-02 ± 1.33E-03 2.09E-03 ± 7.22E-05

56 3267.32 3.71E-02 ± 1.94E-03 2.01E-03 ± 1.05E-04

56 3413.19 4.52E-02 ± 1.54E-03 2.46E-03 ± 8.36E-05

56 3436.72 4.65E-02 ± 4.75E-03 2.52E-03 ± 2.58E-04

56 3854.51 3.36E-02 ± 1.65E-03 1.82E-03 ± 8.96E-05

56 3921.58 3.78E-02 ± 5.69E-03 2.05E-03 ± 3.09E-04

56 4218.31 9.99E-02 ± 4.10E-03 5.42E-03 ± 2.23E-04

56 4406.09 4.59E-02 ± 1.67E-03 2.49E-03 ± 9.06E-05

56 4810.05 4.18E-02 ± 1.66E-03 2.27E-03 ± 8.98E-05

54 5507.38 2.50E-02 ± 1.99E-03 1.35E-03 ± 1.08E-04

56 5920.49 2.27E-01 ± 6.75E-03 1.23E-02 ± 3.66E-04

56 6018.57 2.28E-01 ± 6.64E-03 1.24E-02 ± 3.60E-04

56 7278.92 1.38E-01 ± 4.85E-03 7.47E-03 ± 2.63E-04

56 7631.2 6.57E-01 ± 1.77E-02 3.56E-02 ± 9.58E-04

56 7645.6 5.53E-01 ± 1.37E-02 3.00E-02 ± 7.43E-04

54 9297.7 7.56E-02 ± 3.73E-03 4.10E-03 ± 2.03E-04

Table15.Promptk0,H factorsandpartialcapturecrosssectionsforFe.

gamma-rayproductioncrosssection자료를 생산하 다.이를 하여 Ti,

Fe,Ni,Co,Ag 원소에 한 즉발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 고 이로부터

Table15～19와 같이 각 원소의 30여개의 주요라인에 한 핵자료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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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keV] sg(Eg) [b] k0,H

56 122.14 9.63E-02 ± 4.27E-03 5.23E-03 ± 2.32E-04

59 229.96 7.21E+00 ± 9.94E-02 3.70E-01 ± 5.11E-03

59 277.17 6.80E+00 ± 9.46E-02 3.49E-01 ± 4.86E-03

59 555.99 5.78E+00 ± 8.47E-02 2.97E-01 ± 4.36E-03

59 447.78 3.43E+00 ± 5.92E-02 1.76E-01 ± 3.05E-03

59 6706.02 3.03E+00 ± 7.65E-02 1.56E-01 ± 3.94E-03

59 6877.19 3.04E+00 ± 6.15E-02 1.56E-01 ± 3.17E-03

59 5976.04 3.04E+00 ± 5.92E-01 1.56E-01 ± 3.05E-02

59 785.7 2.44E+00 ± 8.51E-02 1.25E-01 ± 4.38E-03

59 6486.05 2.34E+00 ± 5.21E-02 1.20E-01 ± 2.68E-03

59 497.36 2.18E+00 ± 5.20E-02 1.12E-01 ± 2.68E-03

59 5660.96 1.92E+00 ± 7.54E-02 9.85E-02 ± 3.88E-03

59 1515.79 1.75E+00 ± 3.70E-02 8.98E-02 ± 1.91E-03

59 1830.81 1.71E+00 ± 2.64E-02 8.77E-02 ± 1.35E-03

59 7214.51 1.39E+00 ± 4.02E-02 7.13E-02 ± 2.06E-03

59 254.38 1.29E+00 ± 2.00E-02 6.64E-02 ± 1.03E-03

59 158.56 1.20E+00 ± 1.96E-02 6.19E-02 ± 1.01E-03

59 7491.55 1.17E+00 ± 4.13E-02 6.03E-02 ± 2.12E-03

59 391.3 1.09E+00 ± 1.87E-02 5.58E-02 ± 9.61E-04

59 6985.43 1.07E+00 ± 1.71E-01 5.49E-02 ± 8.77E-03

59 945.37 9.81E-01 ± 4.18E-02 5.05E-02 ± 2.15E-03

59 5181.8 9.17E-01 ± 2.85E-02 4.71E-02 ± 1.46E-03

59 717.4 8.49E-01 ± 1.63E-02 4.37E-02 ± 8.38E-04

59 484.3 8.07E-01 ± 1.19E-02 4.15E-02 ± 6.12E-04

59 435.76 7.94E-01 ± 1.30E-02 4.08E-02 ± 6.67E-04

59 5742.53 7.75E-01 ± 3.00E-02 3.99E-02 ± 1.54E-03

59 7055.99 6.67E-01 ± 2.30E-02 3.42E-02 ± 1.18E-03

59 5925.93 6.44E-01 ± 2.55E-02 3.32E-02 ± 1.31E-03

59 461.14 5.21E-01 ± 1.33E-02 2.68E-02 ± 6.84E-04

59 1215.97 5.24E-01 ± 1.25E-02 2.69E-02 ± 6.41E-04

59 1507.37 4.66E-01 ± 1.33E-02 2.39E-02 ± 6.83E-04

59 1852.76 4.57E-01 ± 1.18E-02 2.35E-02 ± 6.05E-04

59 726.66 4.50E-01 ± 1.20E-02 2.31E-02 ± 6.19E-04

Table16.Promptk0,H factorsandpartialcapturecrosssectionsfo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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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keV] sg(Eg) [b] k0,H

56 122.14 9.63E-02 ± 4.27E-03 5.23E-03 ± 2.32E-04

62 155.54 6.69E-02 ± 1.63E-03 3.46E-03 ± 8.43E-05

60 282.96 2.12E-01 ± 4.08E-03 1.09E-02 ± 2.11E-04

58 339.47 1.67E-01 ± 2.80E-03 8.62E-03 ± 1.44E-04

62 362.46 3.44E-02 ± 5.52E-04 1.78E-03 ± 2.85E-05

58 465.01 8.46E-01 ± 1.09E-02 4.37E-02 ± 5.61E-04

58 878.01 2.37E-01 ± 3.43E-03 1.22E-02 ± 1.77E-04

58 1188.84 5.61E-02 ± 1.10E-03 2.90E-03 ± 5.69E-05

58 1301.46 5.33E-02 ± 4.14E-03 2.75E-03 ± 2.14E-04

58 1340.25 2.00E-02 ± 6.42E-04 1.03E-03 ± 3.31E-05

58 1536.93 1.95E-02 ± 5.29E-04 1.01E-03 ± 2.73E-05

58 1950.01 4.79E-02 ± 1.01E-03 2.47E-03 ± 5.20E-05

60 2123.97 3.79E-02 ± 1.38E-03 1.96E-03 ± 7.11E-05

58 2554.21 4.34E-02 ± 1.00E-03 2.25E-03 ± 5.18E-05

58 2842.19 4.67E-02 ± 1.49E-03 2.41E-03 ± 7.68E-05

58 3675.29 2.81E-02 ± 9.98E-04 1.45E-03 ± 5.15E-05

58 4858.61 4.46E-02 ± 1.26E-03 2.30E-03 ± 6.51E-05

58 5312.68 5.39E-02 ± 1.54E-03 2.78E-03 ± 7.94E-05

58 5435.85 1.89E-02 ± 8.47E-04 9.77E-04 ± 4.38E-05

60 5695.84 4.17E-02 ± 1.78E-03 2.16E-03 ± 9.20E-05

58 5817.29 1.10E-01 ± 3.28E-03 5.67E-03 ± 1.70E-04

62 5836.46 3.49E-02 ± 1.47E-03 1.80E-03 ± 7.59E-05

58 5973.12 2.59E-02 ± 9.50E-04 1.34E-03 ± 4.90E-05

58 6105.3 7.13E-02 ± 1.84E-03 3.69E-03 ± 9.51E-05

62 6319.76 2.38E-02 ± 9.33E-04 1.23E-03 ± 4.82E-05

58 6583.88 8.39E-02 ± 2.45E-03 4.34E-03 ± 1.26E-04

62 6837.55 4.60E-01 ± 1.02E-02 2.37E-02 ± 5.25E-04

60 7536.67 1.90E-01 ± 4.89E-03 9.82E-03 ± 2.53E-04

58 7697.25 3.76E-02 ± 1.58E-03 1.94E-03 ± 8.14E-05

60 7819.61 3.37E-01 ± 7.21E-03 1.74E-02 ± 3.72E-04

58 8120.64 1.33E-01 ± 3.39E-03 6.89E-03 ± 1.75E-04

58 8533.57 7.23E-01 ± 1.68E-02 3.73E-02 ± 8.68E-04

58 8998.46 1.50E+00 ± 3.11E-02 7.74E-02 ± 1.61E-03

Table17.Promptk0,H factorsandpartialcapturecrosssectionsfor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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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keV] sg(Eg) [b] k0,H

48 137.6 5.43E-02 ± 1.27E-03 3.43E-03 ± 8.01E-05

48 341.71 1.84E+00 ± 3.15E-02 1.16E-01 ± 1.99E-03

47 983.58 1.15E-01 ± 2.14E-03 7.25E-03 ± 1.35E-04

49 1121.18 6.31E-02 ± 1.54E-03 3.99E-03 ± 9.72E-05

48 1122.71 4.79E-02 ± 1.59E-03 3.04E-03 ± 1.01E-04

48 1381.75 5.22E+00 ± 1.77E-01 3.30E-01 ± 1.12E-02

48 1498.76 2.97E-01 ± 7.05E-03 1.88E-02 ± 4.47E-04

49 1553.86 9.70E-02 ± 3.22E-03 6.14E-03 ± 2.03E-04

48 1585.96 6.26E-01 ± 9.16E-03 3.96E-02 ± 5.79E-04

48 1589.37 5.25E-02 ± 1.70E-03 3.33E-03 ± 1.07E-04

48 1762.04 3.11E-01 ± 4.19E-03 1.97E-02 ± 2.65E-04

48 1793.56 1.53E-01 ± 3.30E-03 9.71E-03 ± 2.09E-04

48 1842.25 4.37E-02 ± 1.85E-03 2.76E-03 ± 1.17E-04

48 1883.03 4.08E-02 ± 1.59E-03 2.58E-03 ± 1.01E-04

48 2836.13 5.88E-02 ± 1.79E-02 3.72E-03 ± 1.13E-03

48 2836.95 6.07E-02 ± 1.70E-02 3.84E-03 ± 1.07E-03

48 2839.95 4.40E-02 ± 1.77E-03 2.79E-03 ± 1.12E-04

48 2943.11 6.16E-02 ± 2.49E-03 3.91E-03 ± 1.58E-04

48 3026.77 1.45E-01 ± 3.90E-03 9.20E-03 ± 2.47E-04

48 3027.06 1.40E-01 ± 3.28E-02 8.86E-03 ± 2.07E-03

48 3475.67 1.02E-01 ± 2.89E-03 6.46E-03 ± 1.83E-04

48 3554.02 4.66E-02 ± 2.45E-03 2.95E-03 ± 1.56E-04

48 3733.33 4.51E-02 ± 1.31E-02 2.85E-03 ± 8.30E-04

48 3733.69 8.74E-02 ± 2.59E-03 5.54E-03 ± 1.64E-04

48 3920.41 8.42E-02 ± 2.89E-03 5.33E-03 ± 1.84E-04

48 3923.46 1.33E-01 ± 3.81E-02 8.39E-03 ± 2.41E-03

48 4713.9 6.68E-02 ± 2.71E-03 4.23E-03 ± 1.72E-04

48 4881.4 3.09E-01 ± 9.86E-03 1.96E-02 ± 6.24E-04

48 4966.86 1.97E-01 ± 5.61E-03 1.25E-02 ± 3.56E-04

48 6418.43 1.97E+00 ± 8.80E-02 1.24E-01 ± 5.57E-03

48 6555.98 3.38E-01 ± 1.11E-02 2.13E-02 ± 7.00E-04

48 6760.11 3.01E+00 ± 9.46E-02 1.91E-01 ± 5.99E-03

Table18.Promptk0,H factorsandpartialcapturecrosssectionsfo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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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keV] sg(Eg) [b] k0,H

109 72.7 1.33E+00 ± 1.62E+00 3.73E-02 ± 4.55E-02

107 78.96 3.93E+00 ± 1.60E-01 1.11E-01 ± 4.48E-03

109 79.91 1.71E+00 ± 2.29E+00 4.81E-02 ± 6.45E-02

109 106.01 8.92E-01 ± 1.73E-01 2.50E-02 ± 4.85E-03

109 117.52 3.88E+00 ± 7.67E-02 1.09E-01 ± 2.16E-03

107 191.42 1.82E+00 ± 6.18E-02 5.12E-02 ± 1.73E-03

107 192.95 2.21E+00 ± 8.15E-02 6.20E-02 ± 2.29E-03

109 198.81 7.78E+00 ± 1.95E-01 2.19E-01 ± 5.46E-03

107 206.47 3.60E+00 ± 1.04E-01 1.02E-01 ± 2.92E-03

107 215.18 1.56E+00 ± 3.94E-02 4.39E-02 ± 1.11E-03

109 235.66 4.64E+00 ± 7.63E-02 1.31E-01 ± 2.15E-03

107 236.9 1.96E+00 ± 4.41E-02 5.52E-02 ± 1.24E-03

109 236.9 1.31E+00 ± 1.02E+00 3.68E-02 ± 2.86E-02

107 259.24 1.56E+00 ± 2.95E-02 4.39E-02 ± 8.28E-04

109 267.08 2.76E+00 ± 6.08E-02 7.74E-02 ± 1.71E-03

109 269.14 6.37E-01 ± 5.96E-01 1.79E-02 ± 1.67E-02

107 294.42 2.11E+00 ± 1.28E-01 5.92E-02 ± 3.60E-03

107 299.96 1.15E+00 ± 7.13E-02 3.23E-02 ± 2.00E-03

107 329.07 7.96E-01 ± 1.70E-02 2.23E-02 ± 4.77E-04

109 338.77 5.96E-01 ± 1.45E-02 1.67E-02 ± 4.07E-04

107 350 7.12E-01 ± 4.35E-02 2.00E-02 ± 1.22E-03

109 360.43 1.56E+00 ± 3.96E-02 4.39E-02 ± 1.11E-03

109 378.13 7.50E-01 ± 2.67E-02 2.11E-02 ± 7.50E-04

107 380.91 1.59E+00 ± 3.80E-02 4.48E-02 ± 1.07E-03

109 380.97 8.98E-01 ± 6.28E-01 2.52E-02 ± 1.76E-02

109 495.76 1.08E+00 ± 2.13E-02 3.04E-02 ± 5.99E-04

109 524.56 8.07E-01 ± 1.64E-02 2.27E-02 ± 4.60E-04

109 536.15 1.09E+00 ± 2.19E-02 3.06E-02 ± 6.15E-04

109 549.58 1.55E+00 ± 3.20E-02 4.35E-02 ± 8.98E-04

107 1013.13 6.99E-01 ± 1.40E-02 1.96E-02 ± 3.94E-04

109 5701.57 7.19E-01 ± 2.20E-02 2.02E-02 ± 6.18E-04

109 6057.29 6.67E-01 ± 1.95E-02 1.87E-02 ± 5.48E-04

Table19.Promptk0,H factorsandpartialcapturecrosssectionsfo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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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원소 동시분석을 한 k0-PGAA 산코드 개발

(1)즉발감마선방사화분석을 포함한 방사화 분석에서의 감마선 분석에는 다양한

분석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상업용 소 트웨어로서는 EG&G Ortec사의

GammaVision,Canberra사의 Genie2000등이 표 이다.이들은 백그라운드

의 차감,기 피크 보정,효율 검정 보정,핵종 확인 방사능 정량,간섭

피크 보정,truecoincidence random coincidence보정,붕괴율 보정 등 다

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사용

자 기반 로그래 도구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어 다양한 조

건에서의 최 분석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주요 연구 기

에서는 자체 인 분석 도구를 개발하고 개별 실험에 특화시켜 활용하는 경

향이 있다. 표 인 것이 헝가리 IKI에서 개발한 HYPERMET-PC로서 주로

다 첩 피크가 빈번히 발생하고,피크들이 조 하고 복잡한 스펙트럼 분석

에 매우 유용하다.본 연구에서는 HYPERMET루틴을 기반으로 범용의 즉발

감마선 분석에 활용하고자 Figure16과 같이 즉발감마선 다원소 분석용 산

코드를 개발하 다.(KAERI-PGAA분석 로그램 ,등록번호 :2008-01-129-009631)

Figure16.KAERI-PGAAanalysisprogram

(등록번호:2008-01-129-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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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20은 즉발감마선스펙트럼의 분석 이다. 로그램은 GammaVision

로그램이나 하이퍼맷의 리포트 일을 입력값으로 받아들인다.각 리포트

일에는 검출기 타입,검출기 시스템 내 시료 장착 치,조사 이력 계측

이력이 정의되어 있다.이를 불러와 화면에 출력함과 동시에 핵종을 인식하고

정량 분석하여 최종 농도 값등의 결과값을 도출하도록 설계되었다. 한 스펙

트럼 일을 불어들일 경우에는 바로 하이퍼맷으로 분석하여 리포트 일을

생산함과 동시에 앞서 언 한 정략 분석을 수행한다.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분석법(absolutemethod),상 분석법(relativemethod) k0표 화법

선택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검출하한은 Curie limit,1-sigma 법,

2-sigma법 선택할 수 있다.

Date:08-Jan-2009

Reportfileusedforanalysis:D:\분석자료\PGAA2008\1주기\0325\SUS303_D1-52000-2.hyp

Analyst:G.M.SUN

Detector#6,PGAA HPGeDetectorwithBGO/NaI(Tl),EG&G Ortec,Rel.eff.=45%,PGAA sampleposition

Absolutemethod;Polynomial;CurieLimit

Elementsofinterest:ElementsforPGAA

Neutronflux[n/cm 2̂s]:4.300e+007

Endofirradiation[day-mon-yr hh:mm:ss]:26-Mar-200809:21:16

Startofcounting[day-mon-yr hh:mm:ss]:26-Mar-200809:21:16

Irradiationtime[ss]:57797

Coolingtime[ss]:0

Countingtime[ss]:RT =57797 seconds LT =52000 seconds DT =10.03 %

Sampleweight[mg]:1000

Elem.NUC. HalfLife ENERGY WEIGHT CONC. UNC. DET.LIMIT S/N

NET

[keV] [mg] [ug/g] [ug/g] [ug/g] [counts]

================================================================================

Mn 56-Mn PROMPT 212.0 1.87e+001 1.57e+004 6.18e+002 6.14e+001 8.52e-001 6.12e+005

Co 60-Co PROMPT 277.2 7.58e-001 7.58e+002 4.69e+001 2.12e+001 1.31e-001 7.80e+004

Fe 57-Fe PROMPT 352.4 4.05e+002 4.05e+005 1.39e+004 5.94e+002 2.38e+000 1.57e+006

Ni 59-Ni PROMPT 465.0 5.88e+001 5.88e+004 2.16e+003 2.02e+002 1.19e+000 5.75e+005

Cr 51-Cr PROMPT 749.1 1.14e+002 1.14e+005 3.91e+003 2.76e+002 2.10e+000 6.58e+005

Cr 54-Cr PROMPT 834.9 1.14e+002 1.14e+005 3.84e+003 1.41e+002 3.49e+000 1.50e+006

Mn 56-Mn 2.6H 846.8 1.93e+001 1.93e+004 6.60e+002 2.04e+001 4.07e+000 1.75e+006

V- 52-V 3.8M 1434.1 4.13e-001 4.13e+002 2.26e+001 3.50e+001 7.63e-002 1.46e+004

V- 52-V PROMPT 6517.3 4.18e-001 8.18e+002 1.52e+002 5.03e+002 1.67e-002 1.27e+003

Co 60-Co PROMPT 6706.0 8.70e-001 8.70e+002 6.31e+001 1.61e+002 5.42e-002 4.35e+003

Mn 56-Mn PROMPT 7243.5 2.06e+001 2.26e+004 7.78e+002 3.98e+002 5.29e-001 4.91e+004

Fe 57-Fe PROMPT 7631.1 4.10e+002 5.20e+005 1.79e+005 1.10e+003 3.65e+000 4.93e+005

Ni 59-Ni PROMPT 8533.5 5.84e+001 6.84e+004 2.29e+003 6.35e+002 1.64e+000 5.71e+004

Ni 59-Ni PROMPT 8998.4 5.79e+001 7.04e+004 2.25e+003 2.42e+002 6.17e+000 1.11e+005

Table20.AnexampleoftheanalyticalresultsbyKAERI-PGAA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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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7.ConceptualdrawingofautosamplechangerforPGAA 

3.인체 유해원소 미량성분 식별기술 개발 검증시험

가.k0-PGAA이용 유해원소 (Hg,Cd등)최 검출환경 연구

(1) 재 수출입상에서 논의가 완료된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inelectricalandelectronicequipment)에 포함된 인체유해원소인

Hg,Cd,Cl등은 PGAA를 사용하여 손쉽게 bulk시료내의 함량을 결정할 수

있는 원소들로서 농도에 따른 검출 조건 시료측정환경을 최 화하기 한

연구를 수행 하 다.이를 하여 다른 화학분석법으로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라스틱시료를 목 시료로 선택하여 IRMM의 폴리에틸 CRM

(ERM-EC680,ERM-EC681)을 즉발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평가한 결과 보

증값과 15% 이내의 상 오차를 보 다

나.PGAA시료환경장치 개선 효과

(1)하나로 원자로의 주변장치인 PGAA 내부에서 시료를 측정 장치 안에 자동

장착하여 성자 포획에 이은 즉발감마선을 측정하고,다시 시료를 로그램

된 자동 시 스 로 시료 의 원래 치로 되돌리는 장치임.PGAA 내부에서

시료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측정 장치 내부에 헬륨가스를 채우는 개념을 도입

하고 수동으로 조작하는 성자 빔 개폐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

인 개선과 새로운 운용 개념을 도입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료측정

연구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 음.Figure17은 자동시료교환장치 구성의

개념도이다.모두 5축의 stepmotor를 사용하고 있으며 Figure18은 설치된

PGAA자동 시료 교환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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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료 교환 제어를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나로 내부에 머

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음. 성자 조사 조건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다음과 같이 상 으로 긴 반감기를 가진 원소들에 한 보다 정

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통상 PGAA는 즉발감마선만을 측정하는 것으

로 되어 있으나
20
F(T1/2:11.07s,

24m
Na(T1/2:20.20ms),

28
Al(T1/2:2.2414min),

52
V(T1/2:3.743(5)min),

152m
Eu(T1/2:96(1)min),

179
Hf(T1/2:18.67(4)s)등과 같은 단

반감기 핵종에 한 측정이 보다 정확하여 질 것으로 기 된다.조사와 동시

에 측정이 시작되면 비방사능 Asp는

 


와 같이 결정된다.

여기서,Nγ는 피크 면 ,tm은 측정시간,m은 시료 질량,B는 in-beam

saturationfactor이고,

  
 

 

와 같이 정의된다.

다. 용량 시료의 미량성분 분석법 확립

(1)아래 Figure18과 같은 자동시료 교환 장치의 설치로 과거 통상 약 3시간에

한번 씩 시료를 교환하지 않고 1-2일 간격으로 다량의 시료를 장착하여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시료함을 He충진함으로 제작하여 그동안 즉발감마

선 스펙트럼 백그라운드의 주요 요인 의 하나 던 공기 질소에 의한 백

그라운드를 격히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함.시료의 수동 교환으로 시료

치의 재 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stepmotor제어에 의한 정확한 시료

치를 재연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불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Figure18.AnautosamplechangeratPGAA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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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지발 성자 계측 방사화 분석(DNAA)장치 확립과 이용

기술 개발

1.시료 자동 이송장치 지발 성자 계측시스템(DNC)성능시험

가.시료 자동 이송장치 시운

(1)지발 성자 계측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PTS#2는 조사이송계통 제어계

통 그리고 각 계통과 련된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있다.이와 련된 주요 부

속장치와 부품의 구성은 Table21과 같다.

Table21.Basicstructureofpneumatictransfersystem atHANARO

조사공의 특성 구분 조사이송 계통 부속장치
제어계통
부속장치

제어방식

- 성자속

-온도(열량)

-조사

-안정성 검사

PTS#1

1.조사이송장치
1)IrradiationTube(NAA#1)
2)TransferTube
3)Loader/Receiver#1
4)Receiver#2
5)AirCushionValveAssembly
6)3-W Diverter#1
7)PhotoSensor
8)WaterSensor
9)차동 압력 변환기
10)조사용 PE래빗
11)이송 차폐통
12)Hood 는 GloveBox
2.기체 공 장치(N2)
3.기체 배기 장치
4.비상인출 장치
5.차폐 장치
1)Loader/Receiver#1
2)Receiver#2

1.Manual
PTS#1
Controller

2.CCTV
System

3.Acoustic
Sensor
Assembly

1.PLC순차 제어
(수동/반자동식)

2.조사시간 Timer
( /분/시 변환용)

PTS#2

1.조사이송장치
1)IrradiationTube(IP7)
2)TransferTube
3)Auto-Loader
4)Receiver#3
5)Receiver#4(DNC)
6)CounterEnd(DNC)
7)AirCushionValveAssembly
8)3-W Diverter#2,#3
9)PhotoSensor
10)WaterSensor
11)차동 압력 변환기
12)조사용 PE래빗
13)이송 차폐통
14)Hood 는 GloveBox
2.기체 공 장치(N2)
3.기체 배기 장치
4.비상인출 장치
5.차폐 장치
1)Receiver#3,#4
2)CounterEnd

1.Automatic
PTS#3
Controller

2.Acoustic
Sensor
Assembly

3.CCTV
System

4.PC

1)PLC/PC제어
(DNAA용)
(자동/반자동식)

2.조사시간 Timer
( /분/시 변환용)

※ DNAA용
자동 검출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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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초6 5 ~ 8 0 도4 0 ~ 8 0 초N A A  # 3

<  3 시 간6 0 ~ 6 5 도1 ~ 4  시 간N A A  # 2

<  1 시 간6 0 ~ 7 0 도1 ~ 2  시 간N A A  # 1

조 사 기온 도 범 위조 사 시 간 범 위조 사 공

<  6 0 초6 5 ~ 8 0 도4 0 ~ 8 0 초N A A  # 3

<  3 시 간6 0 ~ 6 5 도1 ~ 4  시 간N A A  # 2

<  1 시 간6 0 ~ 7 0 도1 ~ 2  시 간N A A  # 1

조 사 기온 도 범 위조 사 시 간 범 위조 사 공

(2)Figure19에는 DNC가 포함된 PTS#2의 PC자동운 화면을 보 다.PTS

의 N2 기체의 이송압력은 1.3bar로 조정하 으며,정확한 시료 조사시간을

추정하기 하여 이송시간을 측정하 다.래빗을 조사공으로 보낼 때는 평

균 12.5±0.3 ,인출할 때는 평균 6.0±0.2 가 소요되었다.이송시간의 편

차는 각각 2.4%,3.3%를 보 으며, 성자 조사에 한 측정 표 불확도 기여

도는 60～10000 의 조사시간을 고려할 때 0.0003～0.05% 범 로서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이다

Figure19.ControllerdisplayofPTS#2atHANARO

(3)Figure20에는 방사화 분석용으로 사용되는 3개의 조사공에 한 온도를 30

MW 운 에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다.

Figure20.TemperaturemeasurementofNAAirradiationholesusingThermo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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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범 는 약 50～80 ℃범 로 측정 (Thermo-Label,범 :40～120

℃)되었으며,최 시료조사시간은 PTS#1은 1시간,PTS#2는 3시간으로

추정하 으나 PTS#3는 조사시간을 1분 이하로 제한하여 안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나.지발 성자 계측시스템(DNC)성능시험

(1)2006년 말에 PTS개발과 함께 DNC 련 장치의 설치가 시작되어 2007년부

터 기 연구와 이용기술개발 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특히 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KINAC)에서 DNAA기술을 IAEA 핵사찰에 사용하고자 시설 구축 사

업에 동참하여 18개의 He-3검출기를 사용한 자동/반자동의 DNC장치를 설

치하 다.Figure21은 PTS#2의 시료 장진기,운 조작반 DNC를 보

으며 Figure22에는 측정 계통도와 데이터 수집 로그램을 나타내었다

Figure21.DNCsystem coupledtoPTS#2.

Figure22.Dataacquisitionsystem ofDNC.

(2)PTS#2와 연계된 DNC시스템에 한 측정 치에서의 재 성을 수십번의 반

복측정을 통하여 검증하여 측정의 재 성이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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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Name
Sample

weight(mg)

Umass

(ng)
Group1Group2Group3

Real
counts

SRM1575,PineNeedle 1152.77 23.06 170 177 171 98

SRM1632C,Coal 58.14 29.83 183 141 193 97

SRM1570,Spinach
Leaves 311.17 46.68 243 191 207 221

SRM1632C,Coal 139.11 71.36 293 251 267 391

SRM2704,Sediment 26.88 84.13 296 265 311 452

SRM1570,Spinach
Leaves 584.41 87.66 304 282 307 473

SRM1632C,Coal 262.46 134.64 403 339 382 704

SRM1570,Spinach
Leaves 940.09 141.01 451 394 468 893

SRM2704,Sediment 66.55 208.30 533 498 523 1134

SRM1632C,Coal 577.09 296.05 659 613 650 1502

SRM2704,Sediment 178.85 559.80 1196 1085 1174 3035

주어진 지발 성자 측정조건(조사시간 1분,냉각시간 20 ,측정시간 1분)에서

한 잡음과 래빗의 불순물에 기인하는 계수율을 측정하 다.이에 한 결과

를 Table22에 정리하 다.

Table22.Delayedneutroncountsforblankrabbitsandvials

(3)5종의 NISTSRM을 이용하여 조사시간 1분,냉각시간 20 ,측정시간 1분의

조건에서 지발 성자를 측정하 으며 우라늄 함량에 한 성자 계수율을

결정하 다.이에 한 결과를 Table23과 Figure23에 시하 다

Table23.DelayedneutroncountsaccordingtoUmassofvariousNISTS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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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3.CorrelationsbetweendelayedneutroncountsandUmass.

2.DNAA에 의한 U(235U)측정분석법 확립 지구환경시료 용시험

가.U-235정량을 한 바탕 계수율 측정 향정도 악

(1)DNC측정 시스템에서의 기 인 잡음에 의한 바탕 계수값을 측정하기 하여 하나

로 연구로가 미가동 시에 빈 래빗을 이송시켜 실제시료의 측정조건(60 조

사,20 냉각,60 측정)과 동일하게 계수값을 측정하 다.동일한 날짜에

총 10회의 반복시험을 수행한 결과 55±8의 계수값을 얻었다

(2)시료 의 U-235정량을 하여 빈 래빗에 의한 바탕 계수값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운 주기에 따라서 실험이 수행된 날자별로 빈 래빗에 의한 바탕 계

수값을 측정하 다.측정일별로 바탕 계수값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으며

총 8회의 실험결과(Table24)로부터 364±28의 바탕 계수값과 그에 한 변

동값을 결정하 다.즉 빈 래빗에 의한 바탕 계수율은 6.07cps수 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24.BackgroundcountsbyblankrabbitsforDNCintheHANAROoperation

Experimentaldate No.ofrabbit Meancounts SDincounts
27/03/2008 10 382 24

28/03/2008 5 380 22

30/03/2008 3 397 6

11/04/2008 4 361 32

03/12/2008 4 346 15
04/12/2008 3 334 4

05/12/2008 3 323 23

02/01/2009 3 392 29

Mean±SD 3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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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바탕값의 변동이 U의 정량에 미치는 향 정도를 측정 불확도로 평가하

다.일반 인 지구과학 지질시료 의 우라늄 농도는 0.5∼ 10ppm의 범

안에 포함되고 분석시료의 양을 200mg으로 기 하여 계산하 다.Figure24

에 불확도 수 을 나타내었으며 ppm 수 의 U분석에서는 3% 이하의 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24.Uncertaintyestimationforanimpactbythevariationofbackgroundcounts

나.표 물 이용한 검량선 작성 품질 리결과

(1)NIST의 인증표 물질을 사용하여 U함량과 지발 성자의 계수값에 한 검

량선을 작성하고 상 식을 알아보았다.사용된 인증표 물질은 NIST SRM

1632C-Coal(U의 보증값 0.513ppm)과 2704-Sediment(U의 보증값 3.13ppm)

를 사용하 다.시험시의 바탕값은 동일한 일자에 측정한 값을 사용하 으며

바탕값 측정결과를 Table25에 나타내었다.바탕값을 고려한 표 물질에 한

측정결과는 Table26에 정리하 으며 Figure25에는 U 함량값과 지발 성자

계수값 간의 상 식을 나타내었다.

Table25.BackgroundcountsforDNAAbyusingblankrabbits

Blankrabbit G1 G2 G3 Total

#1 117 132 132 381
#2 136 107 123 366

#3 104 129 121 354

#4 141 113 135 389

#5 156 125 129 410

Mean 380
SD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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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Ms
Sample

wt.[mg]
G1 G2 G3

Total
counts

Net
counts

U mass 

(ng)

SRM1632C-1 100.4 201 222 237 660 280 51.5 

SRM1632C-2 200.1 354 292 290 936 556 102.7 

SRM1632C-3 300.0 422 422 386 1230 850 153.9 

SRM2704-1 50.20 413 407 384 1204 824 157.1 

SRM2704-2 100.3 696 641 663 2000 1620 313.9 

SRM2704-3 200.2 1286 1147 1160 3593 3213 626.5 

Sample 

weight(mg)

Total 

Counts
Net counts

Analyzed 

U mass 

(ng)

Analyzed U 

concentration 

(mg/kg)

Unc      

(1s,mg/kg)

4.55 598 202 37.5 8.60 0.41 

12.37 930 534 99.2 8.36 0.15 

Table26.ResultsofDNAAforNISTenvironmentalSRMs

Figure25.CorrelationbetweenDNCandUmassbyusingNISTenvironmentalSRMs.

(2)표 물질을 사용한 상 식을 사용하여 다른 인증표 물질인 NIST SRM

2782-Soil(U보증값 8.3ppm)의 U에 한 정량분석을 수행하 다.특히,시료

양에 따른 변동 문제 을 알아보기 하여 약 4mg에서 140mg까지의 분

석용 시료가 사용되었다.분석결과를 Table27에 정리하 으며 불확도는 사용

된 시료가 을수록 커지는 결과를 래했으며 농도값은 8.44±0.16ppm으로

서 보증값과 1.7%의 상 오차를 나타내 실제시료의 분석품질 리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 다.

Table27.AnalyticalresultofUinNISTSRM 2782-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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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1993 1597 296.6 8.48 0.05 

136.10 6249 5853 1087.2 8.33 0.01 

     Mean ± Unc : 8.44 ± 0.16 

다.PTS#2와 DNC시스템이 연계된 제어 로그램의 개선

(1)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과 력하여 기존 PTS#2와 DNAA 시스템 간 2 의

컴퓨터에서 독립 으로 운 되던 시스템을 통합 운 이 가능하도록 DNAA

시스템을 개선하 다.이를 해 독립 으로 운 되어 상호 데이터 교환을

한 시리얼통신 기능을 내부 데이터 교환방식으로 변경하 으며 측정을 한

데이터 입력 방식이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새롭게 엑셀 일로부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추가되었다.Figure26에 통합운 로그램을 나타내었

다.

Figure26.Improvedoperationalprogram forDNAA

(2)통합된 로그램은 자동 반자동으로 시료를 측정할 수 있는 운 로그

램이며 자동으로 10개까지의 시료를 자동조사,측정, 장할 수 있게 기능이

향상되어 향후 량시료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개선된 통합

로그램을 용한 지질시료 의 U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기 한 차

에 요한 것으로는 ①하나로 운 조건의 변화에 따른 바탕값의 측정 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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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사용한 계수값 측정 상 함수 결정이며 이는 매 실험 시에 수행

하여야 한다

라.실제 채집된 지구환경 시료 의 U함량분석

(1)개요 :우라늄은 자연 으로 는 인 으로 발생되어 토양,수질, 기 등

모든 환경매질에서 범 하게 극미량으로 존재한다.우라늄과 같은 자연 핵

종으로부터의 방사선 노출에 따른 환경 인체 향은 크지 않지만 매우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자연방사선을 방출하는 핵종들에

한 환경 농도 분포 오염원 평가 등에 한 연구,조사는 보건환경 인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우라늄은 방사성 물질이면서 한 독성을 지니고 있

는 원소 하나이다.미세입자 우라늄의 장기간 호흡을 통해 폐암 등의

질환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용해도가 매우 높은 우라늄화합물 염의 특성

에 따라 독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 자연 으로 존재하는 우라

늄은 자연 붕괴하며 라돈을 생성하여 인체 해성을 증가시킨다.실제로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IndustrialHygienists),

NIOSH (NationalInstituteforOccupationalSafetyandHealth)에서는 우라

늄과 화합물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리하고 있고 WHO에서는 먹는물

우라늄의 농도를 15μg/L,미국은 30μg/L로 규제하고 있다.

환경 자연 발생 우라늄은 토양으로부터 발생된다. 기 우라늄은 토

양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우라늄 화합물이 자연 으로 비산되는 미세먼지

에 포함되어 기 으로 확산되는 기작을 갖으며 력침강 는 rain-wash

상에 의해 제거된다.수환경에서는 큰 용해성을 지닌 우라늄과 화합물이 토

양,암석,지반 등에서 쉽게 용해되면서 자연 으로 배출되며 는 기 환경

에서 침 된다.한편,우라늄의 인 발생원은 그 양이 매우 지만 원자

력발 용 우라늄 연료 가공시설 화력발 소,핵무기 실험 등이 포함된다.

우라늄의 분석에는 TIMS,ICP-MS,ID-MS 등의 화학분석법과 INAA,

alpha-spectrometry등의 비 괴분석법이 이용되고 있지만 화학분석법은 용

해 희석 등에 따른 처리에 시간과 노동력이 크게 필요하고 분석불확도

가 큰 단 이 있다.한편, 처리 과정을 수반하지 않는 비 괴분석법

INAA는 우라늄 분석에 뛰어난 정확도와 용성을 갖지만 분석시간이 매우

긴 단 을 갖고 있다.

DNAA (DelayedNeutronActivationAnalysis)는 연구로 성자를 이용하

여 시료를 방사화하고 U-235를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한 분석법으로서 낮은 검

출한계를 갖으면서 약 5분 이내로 시료분석을 완료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시료의 분석에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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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침 물 시료(riversediment):2006년 청주시 근교의 미호천에서 채취된 침

물시료를 DNAA를 용하여 U을 분석하 다.채취지 은 Figure27에 나

타냈으며 분석결과를 아래 Table28에 정리하 다.

Figure27.SamplinglocationsofriversedimentsforDNAAin2006

Table28.AnalyticalresultofUinriversediments.

No. wt[mg]
Total
counts

Umass(ng)
U

concentration
(mg/kg)

1A-1 189.076 6808 1244.9 6.58
1A-2 201.903 7041 1290.0 6.39

1A-3 194.257 6829 1249.0 6.43

1B-1 196.041 11222 2099.7 10.71

1B-2 203.191 12193 2287.8 11.26
1B-3 205.057 11457 2145.3 10.46

1C-1 207.730 7800 1437.0 6.92

1C-2 196.507 7497 1378.3 7.01

1C-3 198.782 7308 1341.7 6.75

1D-1 207.198 6181 1123.5 5.42
1D-2 195.710 5834 1056.3 5.40

1D-3 193.085 5530 997.4 5.17

1E-1 195.998 7306 1341.3 6.84

1E-2 198.031 7115 1304.3 6.59
1E-3 190.246 7240 1328.6 6.98

1F-1 190.882 7577 1393.8 7.30

1F-2 192.588 7849 1446.5 7.51

1F-3 193.134 7858 1448.2 7.50

1G-1 205.489 6129 1113.4 5.42
1G-2 195.110 5881 1065.4 5.46

1G-3 194.990 5994 1087.2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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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하수 슬러지 시료(sewagesludge):2008년 논산시에서 채집하여 건조시킨 하

수 슬러지 시료를 분석하 다.이에 한 결과는 아래 Table29에 나타내었다

Table29.AnalyticalresultofUinsewagesludgefrom Nonsancity.

No. wt[mg]
Total
counts

U
mass(ng)

Uconcentration
(mg/kg)

1 201.756 8937 1657.2 8.214

2 201.392 9113 1691.3 8.398

3 202.736 9004 1670.2 8.238

(4)도시 소각재 시료(incineratorash):2003년에 시 소각장에서 채집하여

보 하고 있던 시료를 분석하 다.아래 Table30에 결과를 나타냈으며 U의

함량이 2ppm이하로서 일반 토양 시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30.AnalyticalresultofUinincineratorashfrom Daejeoncity.

No. wt [mg]
Total

counts
 U mass(ng)

U concentration

(mg/kg)

1 203.715 1933 300.8 1.476 

2 201.971 1899 294.2 1.457 

3 201.772 1718 259.1 1.284 

(5)토양 시료(soil):2008년에 보령화력 발 소 주변의 토양을 채집하여 U의

함량수 을 알아보았다.결과를 아래 Table31에 나타냈다

Table31.AnalyticalresultofUinsoilfrom Daecheoncity.

No. wt [mg] Total  U mass(ng)
U concentration

(mg/kg)

1 199.977 2911 490.2 2.451 

2 199.763 4640 825.0 4.130 

3 206.526 2612 432.3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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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NAA 이용 지구환경시료 U 함량 분포 모니터링 기법 개발

가.지구환경시료 수집 처리

(1)지질학 시료의 수집 :DNAA에 의한 U분석기술을 지질학 연구에 해

용하기 하여 충북 학교 수집한 지질시료를 제공 받았다.시료는 삼척시

에서 채취한 변성퇴 암류 화강편마암으로서 분석 상 시료를 조클러셔

(jaw crusher) 아게이트 (agatemill)을 이용하여 200mesh이상의 분말로

제작하여 DNAA분석 비하 다.

(2)PM10 기분진 시료의 수집 :충남 학교에서 2002년에 high-volumeair

sampler(GraserbyAndersenSAUV-10HModel)를 약 0.85㎥/min으로 운

하여 시료당 공기량이 약 1,220㎥가 유지되도록 하여 채취된 120개의 시료를

제공 받았다.여지는 기계 강도가 강하고 압력강하가 작은 cellulose-fiber

여지(Whatman41,8"×10")를 사용하 으며 조사용 시료는 cellulose-fiber여

지를 1/8의 크기로 잘라 시료 조사용 폴리에틸 바이알에 넣고 DNAA분석

비 하 다.

나.환경시료 U정량 품질 리기술 개발

(1)DNAA를 용한 환경시료 의 U 분석을 한 품질 리를 하여 3종의

NIST의 인증표 물질을 사용하여 U함량과 지발 성자의 계수값에 표 편차

를 결정하 다.사용된 인증표 물질은 NIST SRM 1632C-Coal(U의 보증값

0.513 ppm)과 2704-Sediment(U의 보증값 3.13 ppm), NIST SRM

278-ObsidianRock(U의 보증값 4.58ppm)을 사용하 다.

(2)U 함량에 한 지발 성자의 계수값에 평균값과 표 편차는 4.894±0.122

cnts/ng이었으며 95% 신뢰도를 기 으로 분석값의 상 불확도는 5%내외로

추정 할 수 있어 DNAA를 용한 일반 인 환경시료의 분석품질 리는 5%

내외임을 알 수 있었다.

다. 단 시료의 모니터링 차 확립 데이터 해석방법 개발

(1)지질학 시료의 U분석결과 요약 :총 20개의 시료를 분석하 으며 U의 농

도범 는 1.6에서 16.9mg/kg으로,평균함량은 6.03mg/kg,표 편차는 4.2

mg/kg으로서 암석의 종류에 따라 U 농도가 크게 의존하다고 측할 수 있

어 향후 지질학 응용연구에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2) 기분진 시료 의 U 분석결과 요약 :Table32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U

과 PM10농도를 나타내었는데, 기 U는 0.237±0.376ng/m3의 농도분포

를 나타내었으며 최소 0.052ng/m
3
,최 3.069ng/m

3
의 범 에서 분포하 다.

Figure28에 시료채취일별 U의 농도를 나타내었다.그림에서 보면 2002년의

황사 발생기간에 고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때의 U 농도는 0.7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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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Devent ADevent Wholeperiod

PM10 U PM10 U PM10 U

Mean 119 0.151 370 0.721 144 0.237

SD 54 0.096 424 0.812 158 0.376

Min 15 0.052 106 0.221 15 0.052

Max 337 0.549 1585 3.1 1585 3.069

N 108 68 12 12 120 80

*PM10 concentration was expressed in µg/m
3
, while U in ng/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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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 비황사기간의 0.151±0.096ng/m

3
보다 약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32.SummaryofthePM10andUconcentrations

Figure28.TimevariationofUconcentrationinPM10.

(Redboxrepresenttheasiandusteventseason).

(3)토양입자가 고농도로 향을 미치는 황사기간 U의 기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U의 발생원이 부분 토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Figure29에는 PM10농도와 U 농도와의 상 성을 황사기간에 하여 나

타내었다.두 변수간의 결정계수가 0.799이었으나 두 개의 이상치(outlier)를

제외하면 0.9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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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of Asian dust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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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9.ThecorrelationanalysisbetweenUandPM10concentrations.

(4) 속성분의 분포특성을 비교한 과거의 연구들을 보면,주로 부화계수

(enrichmentfactor:EF)를 사용하여 속 성분이 인 , 는 자연발생원으

로부터 기인되었는지를 단한다.EF는 Al과 같이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성

분이라는 제하에 Taylor와 McLennan이 발표한 지표토양권역을 표하는

개별 속성분의 포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상 인 농도비

(EF={X/Al}sample/{X/Al}crust)를 비교하는 기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X

는 비교의 심이 되는 심 상 원소성분의 농도를 의미한다.Figure30에

본 연구에서 분석된 Al과 U의 농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EF값의 변동을 나타

내었다. 부분 EF값이 8이하로 나타났다.따라서 연구지역의 기 U은

PM10농도와의 상 성,황사기간 의 높은 농도 등을 고려할 때 토양

기원인 것으로 단된다

Figure30.CrustalenrichmentfactorbasedoncorrespondentAl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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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tedyear Sort Label

5
7geographicaloriginof

ginseng

5A,5B,5C,5D,5E,5F,

5G

3
2geographicaloriginof

ginseng
3A,3B

1
2geographicaloriginof

ginseng
1A,1B

(a) 5A (b) 5B (c) 5C (d) 5D

4.지발 성자 계측 방사화 분석을 이용한 생물시료 의 극미량 (검출한계

20ng)U 측정분석법 확립

가.생물 시료 수집 처리

(1)인삼 시료의 수집 처리 :국내 주요 인삼재배지 4곳을 선정하고 재배지

토양과 재배지의 인삼을 각각 채취하 다.시료채취지역은 국내 표 인삼

재배지인 홍천,포천, 산,고창의 4곳으로 선정하고 각 지역의 농가에서 각

각 10개의 지 에 해 인삼 토양 시료를 채취하 다(인삼,토양 각각 총

40개 시료).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삼을 산지별,연령별로 수집하 다.국

내 시장에서 수집된 인삼 시료는 지역별 5년근 7개 시료군,3년근 2개 시료

군,1년근 2개 시료군으로 구분되어 수집되었으며 Table33과 Figure31에는

수집된 인삼시료의 정보를 요약하 다.수집된 인삼시료는 각각 원산지 연

령별로 구분되었고 순수로 여러번 세척하 다. 한 인삼 표피에 침작된 토

양 물질을 제거하기 해 음 세척기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추가 으로

세척하 다.세척된 인삼시료는 머리(head),몸통(body),표피(epidermal),뿌리

(root)로 구분하여 단하 다.최종 으로 각각의 구분된 시료는 105℃ oven

에서 24시간동안 건조한 후 균일하게 세단(grinding)하고,rabbit에 가득 담아

칭량하여 최종 DNAA분석 시료로 사용하 다

Table33.Categorizedginsengsamplescollectedindomestic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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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5E (f) 5F (g) 5G

(h) 3A (i) 3B (j) 1A (k) 1B

Figure31.Categorizedginsengsamplescollectedindomesticmarkets

(2)상황버섯 어패류의 수집 처리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원산

지가 서로 다른 국내산 상황버섯 시료 18종을 수집하 다.수집된 상황버섯의

원산지는 북한 2지 ,경기도 5지 ,충청도, 라도,경상도 각각 3지 ,강원

도 2지 이며 각각의 행정구역과 생산/ 매처와 수집용량을 Table34에 나타

내었다.수집된 시료는 분석방법에 맞게 선별,건조,분쇄 등의 과정을 거쳤

다. 한 어패류 시료는 국내에서 다 소비되고 있는 국산 어패류 에서 15종

(가자미,갈치,조기,아귀, 복,오징어,멸치,꽁치,참돔,민물장어,삼치,키

조개,고동,맛조개,꼬막)을 선정하여 시 형마트에서 구입하 다.수집된

상황버섯 시료는 분석방법에 맞게 선별,건조,분쇄 등의 과정을 거쳤다.즉

수집된 상황버섯시료는 각각 원산지로 구분되었고 원산지별 상황버섯 시료의

일부를 고르게 분취하여 105℃로 열한 오 에 넣어 2시간 동안 건조하 다.

분취한 시료를 한 크기로 잘게 분쇄하고, 순수로 수회 세척 후 clean

hood에서 자연건조한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균일한 입도로 세단(grinding)하고

labeling한 PEbottle에 담아 항온항습 상태의 desiccator에 보 하 다. 한

어패류 시료는 와 비늘,지느러미를 제거한 후 균질화를 해 티타늄날이

있는 mixer에 넣어 분쇄하고 폴리에틸 튜 에 넣어 24～96시간동안 동결

건조하 다.이 게 비된 시료들은 DNAA 조사용 vial과 rabbit에 담아 정

확히 칭량하여 DNAA분석 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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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구분 생산/ 매처 용량

1 북한 A 청당 한약국 1kg

2 북한 B 청당 한약국 1kg

3 경기도 고양 경기상회 1kg

4 경기도 양평 동명인삼도매센터

5 경기도 인천부평 동명인삼도매센터

6 경기도 하남 청당 한약국 500g

7 경기도 양평 청당 한약국 500g

8 충청도 증평 다우리& 창물산 500g*2

9 충청도 부여 장수버섯농장 1kg

10 충청도 충주 버섯향기 깊은숲속 300g*3

11 라도 정읍 명품정읍농장 500g*2

12 라도 진안 건넘산상황버섯농장 100g*10

13 라도 순천 이삭상황버섯 1kg

14 경상도 부산 양심상황버섯농장 1kg

15 경상도 안동 하회마을상황버섯농장 1kg

16 경상도 청도 가지산상황버섯농장 1kg

17 강원도 춘천 삼성생약 500g*2

18 강원도 춘천 웰빙농원 1kg

Table34.Mushroom samplescollectedindomesticmarkets

나.정확/정 도 품질 리

(1)인삼 시료 :인삼 시료의 U 정량분석을 하여 인삼시료와 유사한 매질을

갖는 식물표 물질인 NIST SRM 1570a (Trace Elements in Spinach

Leaves)을 이용하여 표 검정곡선을 작성하 다.SRM 1570a는 U의 농도가

0.15mg/kg의 농도로 보증되었으며 다양한 식물시료 매질의 표 물질 에서

가장 높은 U함량을 나타내고 있다.다음의 Figure32에 SRM 1570a을 1.0g,

1.8g,2.8g,3.3g단계 으로 취하여 작성한 검정곡선을 나타내었다.검량곡

선의 직선성은 결정계수 0.999로 우라늄 농도에 한 DNAA 반응값이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U1ng당 5.4count의 반응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 토양 시료의 U 분석을 하여 NIST SRM 2704 (Buffalo River

Sediment)를 이용하여 표 검량곡선을 작성하 다.NIST SRM 2704는

3.13±0.13mg/kg의 우라늄 농도가 보증되었다.Figure33에 SRM 2704를 50

mg,150mg,30mg,650mg,1.0g씩 단계 으로 취하여 작성한 검정곡선을

나타내었다.검량곡선의 직선성은 결정계수 1.000으로 우라늄 농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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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A 반응 값이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U 1ng당 4.9count의 반

응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Figure32.CalibrationcurveforUdeterminationinginsengsamples

Figure33.CalibrationcurveforUdeterminationinsoilsamplesusingDNAA

(2)상황버섯 어패류 :DNAA를 이용한 우라늄의 정량분석을 해 확립된 분

석과정에 의한 정량방법에 한 분석 유효성을 보증하기 하여 3종의 생물

표 물질을 사용하 다. 분석에 사용된 인증표 물질은 NIST SRM

1566b-OysterTissue,1570a-SpinachLeaves,1575-PineNeedle이었다.각

표 물질은 0.255±0.014,0.155±0.023,0.02±0.004mg/kg의 U 보증값을 갖고

있다.알고 있는 시료의 양과 주어진 측정조건에서 각각의 시료에서 방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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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M Name 1566b-OysterTissue 1570a-SpinachLeaves 1575-PineNeedle

Run#1 4.98 4.90 4.94

Run#2 5.01 4.62 4.48

Run#3 5.34 4.78 4.92

Mean 5.11 4.77 4.78

SD 0.20 0.14 0.26

Division NoofRabbit Mean ± SD

Day#1 20 284 ± 22

Day#2 20 289 ± 23

Day#3 20 284 ± 25

Day#4 20 322 ± 28

Day#5 13 239 ± 16

Day#6 20 255 ± 19

Day#7 17 261 ± 21

OverallMean 276 ± 22

지발 성자를 측정하여 U1ng당 검출되는 계측수로 환산하여 실제 시료의 분

석에 용하 다.각기 다른 3번의 실험을 통한 결과를 Table35에 정리하

다.각 표 물질에 따른 평균 계측수는 편차가 있으나 표 편차를 고려하면

통계 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이는 바탕값의 변동이 포함

된 값으로서 95% 신뢰구간에서 정 도는 분석값의 13%로 평가할 수 있다.

Table35.Delayedneutroncountsper1ngofUinSRMs

다.분석결과의 평가

(1)DNAA의 검출한계 :DNAA의 검출한계 추정은 주기 으로 측정한 분석 바

탕값의 표 편차와 신뢰수 을 기 으로 산정할 수 있다.Table36에 특정한

측정일에 한 바탕 계측수와 변동을 정리하 다.즉 DNAA의 분석바탕값의

표 편차는 22count정도이며 99% 신뢰수 에 따른 66count이상이면 정량

값의 의미를 갖는다고 단할 수 있다.이 계수값은 시료 14ng의 우라늄

총량에 상응되므로 이를 검출한계로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목표

인 20ng수 의 우라늄의 정량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36.VariationofbackgroundcountsforDNAA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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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삼 토양 시료의 우라늄 함량 :Figure34과 35은 각각 수집된 인삼과

토양의 산지별 우라늄 농도 분포를 나타내며 Table37과 38에는 인삼과 토양

의 우라늄 농도에 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내었다.

Figure34.DistributionofUconcentrationinginsengsamples(µg/kg)

Figure35.DistributionofUconcentrationinsoilsamples(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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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cheon Pocheon Geumsan Gochang

Mean 4.5 3.6 4.1 3.8

SD 0.4 0.3 0.3 0.2

RSD 7.9 7.7 7.9 5.1

Min 3.97 3.19 3.57 3.52

Max 5.21 3.94 4.56 4.10

N 10 10 10 10

Table37.SummaryofUconcentrationinginsengsamples(unit:ng/g)

Hongcheon Pocheon Geumsan Gochang

Mean 16.1 11.1 25.8 16.9

SD 9.3 4.1 10.3 7.0

RSD 57.7 37.4 39.9 41.3

Min ND ND 13.59 5.77

Max 28.89 17.50 42.48 24.96

N 9 9 10 10

Table38.SummaryofUconcentrationinsoilsamples(unit:mg/kg)

본 연구에서 수집된 산지별 인삼의 경우 평균 11~26µg/kg의 우라늄 농도 분

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산 25.8±10.3µg/kg,고창 16.9±7.0µg/kg,홍천

16.1±9.3µg/kg,포천 11.1±4.1µg/kg의 순으로 나타났다.Garciaetal.(2006)

은 라질에서 재배되는 농축산물(콩, ,우유,육류,커피,토마토 등)의 우

라늄 함량을 조사하 는데,콩의 경우 가장 높은 11µg/kg이며 부분 식품군

에서 5µg/kg이하의 우라늄 농도가 검출된 것으로 보고하 다.인삼의 경우

지 에서 오랜 기간 생육하기 때문에 상 으로 우라늄을 흡수하기 쉬운 것

으로 단되며 이에 따라 인삼의 우라늄 농도가 다른 식품군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수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단된다.토양의 우라늄 농도는 홍천

4.5±0.4 mg/kg, 산 4.1±0.3 mg/kg,고창 3.8±0.2 mg/kg,포천 3.6±0.3

mg/kg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토양 우라늄의 농도는 2.8mg/k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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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

Sample1 63.7 24.8 36.5 57.6 32.8 35.1 49.7

Sample2 47.5 33.5 30.9 56.9 42.4 26.6 40.9

Sample3 59.2 26.7 41.6 55.5 39.2 25.3 49.7

Mean 56.8 28.3 36.3 56.7 38.1 29.0 46.7

SD 8.3 4.5 5.4 1.1 4.9 5.4 5.1

Min 47.5 24.8 30.9 55.5 32.8 25.3 40.9

Max 63.7 33.5 41.6 57.6 42.4 35.1 49.7

지구 평균 농도보다 약 1.5배 정도 높은 수 이다.Figure36에는 산지별 우

라늄 농도와 토양 내 우라눔 농도와의 상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었는

데 두 시료에서의 우라늄 농도는 큰 상 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Table39에는 국내 형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산지별 인삼을 수집하여

우라늄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냈다.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5년

근 인삼의 우라늄 농도는 평균 41.7±12.2µg/kg의 수 이었으며 산지별로는

28~57µg/kg범 에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지별 농도수 의 차이

가 유의한 수 으로 분석되었다.Table40은 5년근 인삼을 머리(head),몸통

(body),표피(epidermal),뿌리(root)부분으로 분류하여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를,Table41은 3년근과 1년근 인삼의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우라늄의 농도는 토양에 직 하는 머리,표피,뿌리 부분에서 높

은 농도를 보이지만 몸통의 경우 정량한계인 8µg/kg미만의 낮은 농도 수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36.RelationshipofUconcentrationsbetweensoilandginsengsamples

Table39.VariationofUconcentrationin5-yearsginsengwith

geographicalorigin(unit:µ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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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Body Epidermal Root

A 261.2±81.5

ND

54.2±17.0 113.3±18.9

B 75.6±9.2 19.1±6.2 48.0±7.4

C 110.6±57.7 21.0±5.4 58.2±7.6

D 120.4±40.9 39.8±6.0 119.0±8.5

E 95.4±7.9 27.8±3.5 86.3±24.7

F 89.0±50.8 19.4±11.1 54.5±34.9

G 310.4±188.2 35.5±4.4 84.7±23.3

Overall

Mean
151.8 ND 31.0 80.6

Table40.Uconcentrationin5-yearsginsengdividedinto4parts(unit:µg/kg)

Table41.VariationofUconcentrationin1-yearand3-yearsginseng(unit:µg/kg)

　
3year-ginseng 1year-ginseng

A B A B

Sample01 31.8 13.2 23.3 14.4

Sample02 31.1 12.3 18.4 13.1

Sample03 25.4 11.5 21.3 13.4

Sample04 27.6 12.4 30.5 9.7

Sample05 30.7 10.9 31.0 13.0

Sample06 22.8 14.8 19.7 16.9

Sample07 27.9 13.8 22.3 14.1

Sample08 33.0 8.9 24.8 14.3

Sample09 26.5 12.2 27.6 12.7

Sample10 24.6 13.9 31.9 12.1

Mean 28.1 12.4 25.1 13.4

SD 3.4 1.7 4.9 1.8

Min 22.8 8.9 18.4 9.7

Max 33.0 14.8 31.9 16.9

(3)상황버섯 어패류 의 U 분석결과 :Table42에 상황버섯의 분석결과를

정리하 다.양평과 증평산 상황버섯의 분석계수치는 바탕값보다 작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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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시료무게(mg) U함량(ng) U농도(ppb)

북한산-A 1835 209 114

북한산-B 2473 206 83

고양 1565 7.4 4.7

양평 1435 -1.7 -1.2

인천부평 1434 47.1 32.9

하남 1653 6.1 3.7

양평 1358 11.0 8.1

증평 1372 -6.1 -4.5

부여 1352 4.2 3.1

충주 1444 23.0 16.0

정읍 1300 75.3 57.9

진안 1459 15.6 10.7

순천 1073 6.3 5.9

부산 1314 37.6 28.6

안동 1395 125 89.9

청도 2005 134 66.8

춘천-1 1450 155 107

춘천-2 1833 60.7 33.1

음의 값으로서 바탕값의 변동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U의 농도는

북한산과 춘천산 상황버섯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산지별로 큰 편차를 보 다.

한 Table43에 어패류 분석결과를 정리하 다.참돔과 민물장어의 분석계수

치는 바탕값보다 작게 나타나 음의 값으로서 바탕값의 변동에 기인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U의 농도는 어류보다 패류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42.ResultsofUanalysisinmushroom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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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시료무게(mg) U함량(ng) U농도(ppb)

가자미 1456 5.2 3.6

갈치 2023 6.2 3.1

조기 1940 13.6 7.0

아귀 1396 4.8 3.4

복 2020 692 342

오징어 2398 16.8 7.0

멸치 2707 20.6 7.6

꽁치 2083 2.8 1.3

참돔 1906 0 0

민물장어 722 -3.2 -4.4

삼치 1930 2.8 1.4

키조개 1172 124 106

고동 2197 473 216

맛조개 1245 390 314

꼬막 1542 133 86

Table43.ResultsofUanalysisinfishandshellfishsamples

제 4 산업용 미세/미량시료 정량을 한 융합 방사화 분

석 시스템의 개발

1.INAA이용 인체 유해원소 미량 성분 식별기술 개발 검증시험

가.산업 폐기물 시료의 수집

(1)석탄 화력 발 소에서는 석탄을 미분기로 분쇄하여 뜨거운 공기와 함께 보

일러 내로 주입하면서 약 1,500±2000oC범 의 부유상태에서 연소가 이루어

진다.이 때 연소 후 남은 물질을 석탄재 (coalash 는 CoalCombustion

Residues,CCR) 또는 석탄회라고 부른다.석탄재는 발생되는 장소에 따라서

비산재(flyash, 는 비산회,비회)와 보일러 하부 층에 남아 있는 바닥재

(bottom ash, 는 바닥회, 회)로 구분한다.비산재는 탄기나 공기 열기

아래 호퍼(hopper)에 모이거나 기오염 집진기 하부 호퍼에 모이는 석탄재를

말하며,바닥재는 노벽,과열기,재열기 등에 부착되어 있다가 자 에 의해 보

일러 하부로 떨어진다.이를 분쇄기로 분쇄 후 주로 해수를 이용하여 이송

로를 통해 회사장(ashdisposalpond)으로 이동된다.2010년 기 으로 약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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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Irradiation 

facility

Irradiation 

time
Decay time

Counting 

time
Element

Short-1st 

detection
PTS #1 2 sec

15 min 300 sec Al, Ti

Short-2nd 

detection
50 min 1000 sec Ba, Cl, Mn, Na

Long-1st 

detection
PTS #1 1 hr

8~10 days 5000 sec As, Br

Longt-2nd 

detection
15~16 days 10000 sec Cr, Fe, Zn

만 톤의 석탄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상되었다.미국의 경우는 2005년 기 으

로 약 6,300만 톤의 석탄 비산재와 1,500만 톤의 석탄 바닥재가 발생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

(2)석탄바닥재는 부발 (주)의 석탄 화력 발 소의 매립장에서 기계 선별과

세척의 유무에 따라 다른 공간(ashpond)에 매립되어 있는 비산재와 바닥재

를 각각 채취하고,직 보일러의 하부 바닥재를 채취하 다.이에 한 사진

을 Figure37에 나타내었다.

Figure37.Photosrelatedtoashsampling

나.As,Cr 할로겐 원소에 한 분석법 확립

(1)채취된 시료는 건조,분쇄하여 각각 3개의 복제시료를 만들어 성자방사화

분석법을 이용하여 성분원소 분석을 실시하 다.석탄재 시료에 하여 Al,

As,Ba,Br,Cl,Cr,Fe,Mn,Na,Ti,Zn의 총 11종 원소를 비실험을 통하

여 설정된 Table44의 분석조건에 따라 정량분석 하 다

Table44.Optimizedanalyticalconditionforash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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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석탄재 성분원소 분석 결과를 Table45에 해사의 성분원소 농도와 함께 나

타내었다. 성자방사화분석법으로 분석한 원소 비산재와 바닥재 모두에서

Al이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Fe,Na,Ti의 농도가 높은

수 에서 분포하고 있었다

Table45.AnalyticalresultsforashsamplesbyINAA(unit:mg/kg)

Beachsand
Bottom ashin
theboiler

Bottom ashin
theashpond

Bottom ash
aftercleaning

Flyash

Al 60500±15700 106300±3700 147800±9300 111200±1900 127500±1200

As 2.09±0.56 2.46±0.02 3.47±1.03 3.65±0.71 10.1±1.43

Ba 836±130 999±196 984±299 792±309 1104±217

Br 4.65±0.21 38.38±5.15 1.55±0.72 0.43±0.12 43.37±2.64

Cl 87.7±16.7 9912±1416 260±144 88.5±9.26 13357±2122

Cr 21.4±6.09 105±16.8 86.3±9.56 64.28±10.1 63.9±2.1

Fe 18400±4800 45500±9700 42300±2200 80100±5700 21900±300

Mn 314±147 422±166 352±117 1820±428 246±35

Na 19300±1400 8200±1400 3400±16 4700±200 10200±700

Ti 1433±14 5880±147 8365±498 3911±103 6858±561

Zn 33.8±6.2 27.4±5.5 54.8±9.6 27.2±1.4 161±38.4

(3)독성원소인 As은 비산재에서 가장 높은 10.0±1.43mg/kg을 보 으며 해사보

다 약 5배,바닥재보다는 약 3배 이상의 농도를 보 다. 한 Cr은 보일러 내

바닥재에서 105±16.8mg/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사보다 약 5배 정도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38참조)

Figure38.ComparisonbetweenbeachsandanddifferentashsforAsand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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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value This work 
R.E(%) RSD(%)

Mean ± Unc.(2s)a Mean ± SD(1s)

Al 150500 ± 2700 146300 ± 1131 -2.8 0.8 

As 136.2 ± 2.6 142 ± 2.8 3.9 1.9 

Ba 709 ± 27 622 ± 9 -12.3 1.5 

Br
b
,
c

18.7 ± 0.4 18.3 ± 0.74 -2.1 4.0 

Cl
c

1139 ± 41 1125 ± 7 -1.0 0.6 

Cr 198.2 ± 4.7 207 ± 18.4 4.5 8.9 

Fe 77800 ± 2300 89916 ± 4265 15.6 4.7 

Mn 131.8 ± 1.7 123 ± 8.3 -6.9 6.8 

Na 2010 ± 30 1929 ± 52 -4.1 2.7 

Ti 7910 ± 140 8048 ± 173 1.7 2.1 

Zn
b

210 　　 220 ± 14.7 4.6 6.7 

다.석탄재 시료에 한 품질 리

(1)Al,As,Ba,Br,Cl,Cr,Fe,Mn,Na,Ti,Zn의 총 11종 원소의 분석 품질

리를 하여 미국표 연구소의 인증표 물질인 NIST SRM 1633b(Coalfly

ash)와 1632c(Traceelementsincoals)을 시료와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하

다.

(2)인증표 물질 분석 결과를 요약한 Table46를 보면,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12종의 성분원소 상 오차가 Mn(-6.9%),Ba(-12.3%),

Fe(15.6%)을 제외하면 모두 5% 미만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상 표 편차는 Cr(8.9%),Mn(6.8%)로 5%를 과하

고 있지만 나머지 모든 원소에서 5% 이하의 분석값을 보이고 있어 성자

방사화분석법으로 분석된 성분원소의 측정값들은 매우 정확하고 정 한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46.AnalyticalresultsforNISTSRMsbyINAA(unit:mg/kg)

          a Expanded uncertainty with coverage factor 2 (approximately 95% confidence)

          b Reference value, c Used NIST SRM 1632c(Trace elements in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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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GAA이용 보론강의 성분 제어를 한 붕소 정 분석 기술개발

가.붕소강 내 붕소 함량 분석

(1)스틸 속에 작은 양으로 첨가되거나 불순물로 존재하는 붕소는 매우 작은 양

으로도 스틸의 강도,내구성 등에 많은 향을 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스

틸에 고의로 붕소의 양을 조 하여 첨가하여 으로서 그 물리 특성을 향

상시키기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표 인 경우가 최근 그 활용 역

이 확장되고 있는 붕소강이다.commercialalloysteel은 원자력발 소의 fuel

cladding이나 구조재 (structuralcomponents)에 사용되고 있으므로,붕소가

첨가된 스틸이 장시간 열 성자 조사를 받을 경우 B-10(n,g)Li-7반응에 의해

조사 후 고온을 발생시켜 재질을 무르게 하여 연성을 악화시키거나 rupture

life에 부정 으로 작용한다.따라서 스틸 내 붕소의 양에 한 정확한 측과

평가는 원자로의 nuclearfuel,fuelcladding 구조재 등의 제조 에서도 매

우 민감한 문제이다.

(2)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은 붕소를 정량하는 가장 민감한 방법 하나이다.

부분의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 장치는 노심에서 수직 는 수평으로 인출

된 노외 장치이므로 빔 형태로 입사하는 성자 빔을 시료에 조사한다.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시료 내에서 열 성자 는 냉 성자의 감쇠에 의해 시료의

질량 는 원소 조성에 따라 검출민감도에 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측정에 매우 불리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internal

standard method 는 k0-standard method를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는

steel의 매질을 이루는 steel을 internalstandard로 삼아 붕소 정량을 시도 하

다.

나.품질 리 차확립

(1)붕소강 내의 붕소 분석을 하여 다양한 질량과 붕소 함량을 가진 철강을

분석하 다.통상 인 붕소의 분석에는 붕소의 질량별 측정된 붕소 피크의 면

간의 계 곡선으로부터 결정되는 붕소 477.595keV의 specificcountrate

즉,분석민감도를 사용하여 붕소의 함량을 결정한다.그러나,붕소강 내의 붕

소 분석의 경우는 이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정확한 붕소 함량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Figure 39과 40에서 붕소강 시료 질량에 따른

DPA/Mass/LT 는 A7632/Mass/LT(여기서, DPA와 A7632는 각각 붕소

477.595keV 피크 면 과 철의 7632keV 피크 면 을,Mass는 시료 질량을,

LT는 livetime을 나타낸다)을 나타내었다.결과 으로 시료의 질량이 증가함

에 따라 성자의 매질 내에서의 자체차폐(self-shielding)등의 향으로 인

하여 선형성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Figure4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비슷한 붕소 함량의 시료 그룹 내에 큰 편차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그러

므로 본 연구 결과,검정곡선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k0표 화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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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소 함량 결정의 품질 리 차를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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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9.Non-linearityinDPA/Mass/Livetimeaccordingtosample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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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0.Non-linearityinA7632/Mass/LTaccordingtosample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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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DPA/Mass/Livetimeaccordingtosampl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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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2.HYPERGAM promptgamma-rayanalysissoftware.

Sample
Live
time
[sec]

DPA[counts] Fe7632[counts] concentration
[ppm]

value unc. value unc value unc

2-930 3000 18765.3 2813.2 22619.2 224.7 23.4 3.7

2-980 3000 15159.2 1375.3 18692 196.2 22.9 2.4

다.k0표 화법을 이용한 붕소함량 분석

(1)k0표 화법에서는 검출기 효율의 정확한 검정이 매우 요하다.즉발감마선

은 수십 keV에서 11MeV에 이르는 범 이므로 검출기의 검정이 상 으

로 복잡하다. 에 지 역에서는 기존 감마선 분 에서와 같이 교정용 표

방사선원에서 방출되는 지발감마선(decaygamma-rays)을 사용한다.반면 지

발감마선의 에 지 역을 벗어나는 고에 지 역에서의 효율 교정은 질소

(N),염소(Cl)와 같은 원소의 즉발감마선을 사용한다.본 연구에서는 Cl의

1951keV 라인에 하여 정리된 LBNLPGAA database를 채택하고 원소 정

량에 사용하 다.

(2)다양한 붕소강 시료의 분석은 붕소 내 Li-7의 degradation과 즉발감마선의

도 러 확장 효과를 반 하여 작성된 DPBA code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한 Fe로부터 방출되는 즉발감마선 피크 분석에는 Figure42의 HYPEGAM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3)포스코사로부터 제공받은 다양한 함량의 붕소강 시료(2-930,2-980,2-1030,

3-930,3-980,3-1030,4-930,4-980,4-1030)에 한 분석 결과를 Table47에 나타

내었다.

Table47.ResultoftheboronsteelanalysisbyPG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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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 3600 20235.7 2686.0 29608.9 240.5 19.3 2.7

3-930 3000 40108.5 4475.6 22855.3 240.2 49.5 6.1

3-980 3000 40476.0 4714.0 25501.2 244.5 44.8 5.7

3-1030 6000 106349.1 10092.9 65220.4 491.9 46.0 4.9

4-930 3000 87524.0 477.7 29949.5 242.8 82.5 4.2

4-980 3000 77641.3 9334.3 28149.9 255.2 77.8 10.2

4-1030 3000 80264.4 9157.6 29869.3 283.8 75.8 9.5

2-980S 3000 4146.0 1561.0 242.7 24.3 482.0 189.3

시료명

(제품명)

품목

유형

제

형

사

용

량

균질

화
동결건조

유 무 유 무
온

도

시

간

압

력

1 훼로 러스철분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2 아세로라 C비타민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3 아이언 폴릭 러스 비타민무기질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4 칼디 비타민무기질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5 칼맥 비타민무기질 양보충용제품 정제 10 ▲

6 셀 늄 이 비타민무기질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7 이스트 비효모추출물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8 스트라이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9 액티 셀 &크롬 양보충용제품 분말 ▲

10 액티 루콘산아연 양보충용제품 정제 50 ▲

11 액티 마그네슘250 양보충용제품 정제 50 ▲

12 아이 러스 비타민 양보충용제품 정제 40 ▲

13 에센셜멀티비타민앤미네랄 포시니어 양보충용제품 정제 40 ▲

14 에센셜멀티비타민앤미네랄 포틴즈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3.INAA 이용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원소 분석품질 리 기술개발

가.미네랄 건강보조식품의 수집 처리

(1)식약청의 2006년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유형 자료와 본 과제에서 실시한

건강기능 식품섭취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국산 국외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

는 다소비 건기식 제품을 선정하 다.선정된 제품들은 홍삼,인삼, 양보충

용 비타민․ 무기질제품,클로 라, 루코사민,알로에,유산균,효모류,로얄

젤리류 등이었다.

(2)선정된 건강기능식품은 문 매 ,백화 ,약국, 형마트,internet 는

홈쇼핑과,방문 매원을 통해 총 148개의 16개 품목의 제품을 구매하 다.선

정,구매한 식품들을 Table48에 정리하 다

Table48.Dietarysupplementsandtheirpreparationfor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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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에센셜멀티비타민앤미네랄 포우먼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16 에센셜멀티비타민앤미네랄 포우먼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17 에센셜멀티비타민앤미네랄포멘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18 에센셜멀티비타민앤미네랄포마터니티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19 애 터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20 헴철 러스 양보충용제품 캡슐 60 ▲

21 milkcalcium 어블, 드 비타민D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22 코알라비트 멀티비타민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23 키즈볼 칼슘앤종합비타민철아연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24 하이비타-씨 (딸기)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25 하이비타-씨 ( 몬)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26 애니멀퍼 이드칼슘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27 애니멀퍼 이드아연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28 애니멀퍼 이드종합비타민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29 소스오 라이 칼슘,마그네슘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30 소스오 라이 종합비타민,무기질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31 ZINC50mg아연50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32 SELENIUM 40mg셀 40 양보충용제품 정제 40 ▲

33 IRON 40mg 아이언40철분보충용 양보충용제품 정제 40 ▲

34 EasyIron28mg 양보충용제품 캡슐 60 ▲

35 natural selenium 100mcg 양보충용제품 정제 50 ▲

36 zinc Gluconate25mg 양보충용제품 정제 50 ▲

37 우먼스울트라메가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38 우먼스메노골드포뮬라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39 맨스 메가맨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40 코랄칼슘,마그네슘&비타민D 양보충용제품 캡슐 40 ▲

41 아연30 /Zinc30 양보충용제품 정제 60 ▲

42 셀 50/ Selenium 50 양보충용제품 정제 60 ▲

43 에스터비타민C500Ester-C500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44 루코사민750골드Glucosamine750Gold 루코사민함유 정제 15 ▲

45 Glucosamin1500mgplusmsm1500mg 루코사민함유 정제 20 ▲

46 MoveFree Advanced 루코사민 정제 20 ▲

47 워라이 비타민 양보충용제품 정제 10 ▲

48 아보민 러스 알로에제품 정제 50 ▲

49 알로에버 알로에제품 분말 ▲

50 칼슘비타민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51 해조연 해조류 환 9포 ▲

52 효모정 효모제품 정제 60 ▲

53 정 장 홍삼정차 홍삼제품 분말 6포 ▲

54 삐콤씨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55 유한 로맥스 효모 효모제품 정제 40 ▲

56 아로나민씨 러스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57 Centrum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58 앙팡 키즈칼슘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59 알로엑스골드 액티 알로에겔 알로에제품 액체 ▲ ▲ -48 48 2×10⁻⁴torr

60 알로쥬스 알로에겔 알로에제품 겔 ▲ ▲ -48 48 2×10⁻⁴torr

61 홍삼녹용 용삼원골드 홍삼제품 액체 ▲ ▲ -48 48 2×10⁻⁴torr

62 정 장 홍삼톤 마일드 홍삼제품 액체 ▲ ▲ -48 48 2×10⁻⁴torr

63 홍삼톤골드 홍삼제품 액체 ▲ ▲ -48 48 2×10⁻⁴torr

64 홍삼 칸 홍삼제품 액체 ▲ ▲ -48 48 2×10⁻⁴torr

65 정 장 칼슘밸런스V365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66 라피더스 혼합유산균 유산균함유제품 분말 4포 ▲

67 메디락 디에스 유산균함유제품 캡슐 15 ▲

68 비타민C셀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69 해조칼슘,마그네슘 양보충용제품 정제 40 ▲

70 로바이오틱 유산균이용제품 유산균함유제품 캡슐 30 ▲

71 조인트알 루코사민 루코사민제품 캡슐 30 ▲

72 웨이더 아미노산 6000 양보충용제품 캡슐 30 ▲

73 웨이더 철분 양보충용제품 정제 40 ▲

74 성인용종합비타민&무기질보충용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75 엽산큐 양보충용제품 정제 60 ▲

76 칼슘비타민 양보충용제품 캡슐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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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혼합유산균 유산균함유제품 정제 30 ▲

78 루코사민M 루코사민제품 캡슐 30 ▲

79 칼슘/마그네슘/비타민D 양보충용제품 캡슐 30 ▲

80 루코사민 루코사민제품 캡슐 30 ▲

81 골든벨효모 　효모제품 정제 40 ▲

82 세모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캡슐 28 ▲

83 우리 장뉴비피더스 유산균함유제품 분말 8포 ▲

84 스피루리나 안타 러스에이 스피루리나제품 분말 8포 ▲

85 홍이장군올튼 홍삼제품 액체 ▲ ▲ -43 48 2×10⁻⁴torr

86 워롱 홍삼제품 액체 ▲ ▲ -43 48 2×10⁻⁴torr

87 알로에 베라겔 골드 알로에 제품 액체 ▲ ▲ -43 48 2×10⁻⁴torr

88 큐 러스 비타민칼슘 양보충용제품 젤리 ▲ ▲ -43 48 2×10⁻⁴torr

89 정 장 홍삼농축액 리미티드 홍삼제품 액체 ▲ ▲ -43 48 2×10⁻⁴torr

90 정 장 홍삼정 골드 홍삼제품 액체 ▲ ▲ -43 48 2×10⁻⁴torr

91 한삼인 홍삼정 골드 홍삼제품 액체 ▲ ▲ -43 48 2×10⁻⁴torr

92 한삼인 홍삼6년근 순액 골드 홍삼제품 액체 ▲ ▲ -43 48 2×10⁻⁴torr

93 정 장 편홍삼 홍삼제품 액체 ▲ ▲ -43 48 2×10⁻⁴torr

94 정 장 활기단 홍삼제품 액체 ▲ ▲ -43 48 2×10⁻⁴torr

95 정 장 20지 양삼 홍삼제품 뿌리 ▲

96 Antioxidant Formula 양보충용제품 캡슐 ▲

97 VitaminE400 I.U 양보충용제품 캡슐 ▲

98 비타민 A,C,E&셀 양보충용제품 캡슐 12 ▲

99 세모스쿠알 스쿠알 제품 캡슐 6 ▲

100 리와인드 감마리놀 산 캡슐 16 ▲

101 정 장 홍삼정 캡슐 골드 홍삼제품 캡슐 12 ▲

102 한삼인 홍삼성분캅셀골드 홍삼제품 캡슐 12 ▲

103 RoyalJelly 로얄젤리제품 캡슐 14 ▲

104 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캡슐 10 ▲

105 조이 루코사민 루코사민제품 캡슐 10 ▲

106 칼앤칼슘 양보충용제품 캡슐 14 ▲

107 알 알로에겔 분말 알로에제품 캡슐 14 ▲

108 남양931알로에겔분말제품 알로에제품 캡슐 14 ▲

109 알로맥 로 알로에제품 캡슐 14 ▲

110 클로 라100 스피루리나제품 정제 50 ▲

111 루코사민 러스 루코사민제품 정제 30 ▲

112 비타민C,E,셀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113 셀틱해조칼슘 양보충용제품 정제 26 ▲

114 멀티비타민 무기질W 양보충용제품 정제 30 ▲

115 비타민 즈 멀티비타민무기질 양보충용제품 정제 15 ▲

116 비타민 즈 비타민C 양보충용제품 정제 15 ▲

117 상 웰라이 클로 라 스피루리나제품 정제 40 ▲

118 녹색 양 클로 라 스피루리나제품 정제 50 ▲

119 락토 러스 혼합유산균 유산균함유제품 캡슐 20 ▲

120 한삼인 홍삼성분환 골드 홍삼제품 환 90 ▲

121 한삼인 홍삼분말 리미엄 홍삼제품 분말 ▲

122 한삼인 홍삼차 골드 홍삼제품 분말 4포 ▲

123 매실추출물홍 리청매실농축액 매실추출물제품 농축액 ▲ ▲ -46 72 2×10⁻⁴torr

124 도라지청 건강보조식) 농축액 ▲ ▲ -46 72 2×10⁻⁴torr

125 도라지엑기스 건강보조식 농축액 ▲ ▲ -46 72 2×10⁻⁴torr

126 홍삼 편 홍삼제품 농축액 ▲ ▲ -46 72 2×10⁻⁴torr

127 홍삼액골드 홍삼제품 농축액 ▲ ▲ -46 72 2×10⁻⁴torr

128 고려은단 비타민C 유사의약품 정제 20 ▲

129 씨올 C-ALL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130 헬스칼슘골드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131 유한비타민씨 양보충용제품 정제 20 ▲

132 베리웰복분자100 건강보조식 환 250 ▲

133 간편한 인진쑥환 건강보조식 환 150 ▲

134 웅 우루사 유사의약품 캡슐 20 ▲

135 웅 코큐텐 유사의약품 캡슐 20 ▲

136 퍼스 단백질 우더 단백질제품 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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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루이스이그나로나이트웍스비타민C,E,엽산 양보충용제품 분말 ▲

138 허벌 알로에 겔 알로에제품 액체 ▲ ▲ -74 72 2×10⁻⁴torr

139 멀티비타민 무기질 콤 스 양보충용제품 캡슐 20 ▲

140 풍기인삼 홍삼액 리미엄 홍삼제품 액체 ▲ ▲ -74 72 2×10⁻⁴torr

141 풍기홍제원 수삼 홍삼제품 뿌리 ▲ ▲ -74 72 2×10⁻⁴torr

142 홍삼차 골드 홍삼제품 분말 2포 ▲

143 유한m하이벨 골드효모 효모제품 정제 20 ▲

144 CLA 러스크롬 개별인정형 캅셀 10 ▲

145 EPA&DHA피쉬바디오일 1000 EPA&DHA함유 캅셀 10 ▲

146 동화오메가4 러스 EPA DHA EPA&DHA함유 캅셀 10 ▲

147 퍼시픽살몬오메가-3 EPADHA1000 EPA&DHA함유 캅셀 10 ▲

148 뉴트라이트 새몬오메가-3EPA EPA&DHA함유 캅셀 10 ▲

149 뉴트라이트씨엘에이 CLA 개별인정형 캅셀 10 ▲

(3)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공 에 제시된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에 한 기 이

2008년 8월에 확 되었지만,아직 까지 새로운 제형기 을 용한 건강기능식

품은 매우 미비하므로,본 연구에서는 이 기 규격에 의거하여 6가지 제형,

즉 정제,분말,캡슐,환,젤리,액상의 형태와 당질이나 사포닌 형태 등 구성

성분에 따라 처리를 실시하 다

(가)정제 :20～40알을 무게를 잰후,질산처리와 3차 증류수 사용에 의해 무

기질 오염 가능성을 제거한 titanium날을 장착한 mixer를 사용하여

homogenize하 다

(나)capsule:capsule20개의 무게를 먼 측정한 후 쇄하여 질산처리와

3차 증류수 사용에 의해 무기질 오염 가능성을 제거한 용기에 받는다.

capsule내 건기식의 형태가 기름이나 액체인 경우 쇄하는 동안 생기

는 손실을 측정하기 해 먼 건기식 내용물을 질산처리 된 falcone

tube에 담은 후,빈 캡술의 무게를 재어 1capsule당 건기식의 무게를

계산한 다음 동결건조에 사용하 다.capsule제형으로 된 유산균,

glucosamine, 양보충용 제품 등은 매우 미세하여 공 에 날릴 수 있

어 동결건조를 하지 않고 그 로 사용하 다.나아가 vitamin E나

Omega3제품과 같은 oil류나 로얄젤리가 함유된 캡슐은 동결건조에서

제외하 다

(다)젤리 겔 :-48℃에서 20～50시간 정도 동결건조한 후 흔들어서

homognize하 다.알로에겔은 -48℃ 는 -74℃ 에서 48시간 는 72

시간 동안 동결 건조하 다

(라)액상 :10～20ml정도를 들어 무게를 잰 후 48시간 정도 동결 건조하

다.인삼 홍삼 추출액처럼 saponin성분 등에 의해 끓어 오를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은 양 (5ml정도)를 용기에 담아 무게를 잰 후

-74℃에서 72시간동안 동결 건조하 다

(마)환 :40알을 동결건조한 후 뚜껑을 닫은 후 흔들어 homogenize하 다

(바)분말 :공 에 날릴 정도의 가벼운 분말 상태여서 그 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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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Certi.
Value

Unc.
(2s)

Mean
SD
(1s)

R.E(%) SRM Name

Al
197.2 6 182 17 7.56 SRM1566b-OysterTissue

598 12 573 24 4.21 SRM1573a-TomatoLeaves

Br 6 5.96 0.06 0.71 SRM1567a-WheatFlour

Ca

838 20 783 136 6.57 SRM1566b-OysterTissue

50500 900 47067 1194 6.80 SRM1573a-TomatoLeaves

265800 2400 248233 6337 6.61 SRM1486-BoneMeal

13000 500 11753 453 9.59 SRM1549-NonfatMilkPowder

Cl

5140 100 5293 474 2.98 SRM1566b-OysterTissue

6600 7115 105 7.80 SRM1573a-TomatoLeaves

10900 200 11613 711 6.54 SRM1549-NonfatMilkPowder

Cu 71.6 1.6 66.0 4.8 7.85 SRM1566b-OysterTissue

Fe 41.5 4 39.57 3.50 4.66 SRM 8436-Durum WheatFlour

K

6520 90 6525 799 0.08 SRM1566b-OysterTissue

27000 500 27527 1024 1.95 SRM1573a-TomatoLeaves

16900 300 15943 1709 5.66 SRM1549-NonfatMilkPowder

1330 30 1283 48 3.56 SRM1567a-WheatFlour

Mg

1085 23 1014 102 6.51 SRM1566b-OysterTissue

12000 11693 784 2.56 SRM1573a-TomatoLeaves

4660 170 4710 179 1.07 SRM1486-BoneMeal

1200 30 1375 57 14.58 SRM1549-NonfatMilkPowder

Mn

18.5 0.2 17.0 1.3 8.18 SRM1566b-OysterTissue

246 8 242 8 1.68 SRM1573a-TomatoLeaves

1 1.126 0.049 12.63 SRM1486-BoneMeal

Na 3297 53 3300 321 0.09 SRM1566b-OysterTissue

나.INAA 화학분석법을 이용한 미네랄 원소의 최 분석 차 확립

(1) 비된 149개의 시료는 단 반감기와 장 반감기용 시료로 따로 비하여 분석

이 용이하지 않은 시료를 제외한 112개의 시료를 INAA로 분석하 음.분석

의 최 화를 한 비시험의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 단반감기 핵종을 이용한

경우에는 5 조사,5분 냉각,1000 를 측정하여 Al,Ca,Cl,Mg,Mn,등과

같은 원소를 분석하 고,장반감기 핵종을 이용한 경우는 2시간 조사,3일 냉

각 후 2000 측정,10일 이상 냉각 후 8000 를 측정하여 Cr,Na,K,Se,Fe,

Zn과 같은 원소를 분석하 다.분석의 품질 리를 해 6종의 NISTSRMs를

사용하 으며 부분의 원소들에 한 상 오차가 10% 이내에서 보증값과 일

치하여 분석값의 신뢰성을 입증하 다.이에 한 결과를 Table49에 정리하

다.

Table49.AnalyticalqualitycontrolforINAAbyusingNISTS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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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4 146 13 7.11 SRM1573a-TomatoLeaves

5000 5625 186 12.51 SRM1486-BoneMeal

4970 100 4987 305 0.35 SRM1549-NonfatMilkPowder

Se
1.1 0.2 1.25 0.10 13.55 SRM1567a-WheatFlour

1.23 0.09 1.24 0.07 0.69 SRM 8436-Durum WheatFlour

Sr 264 7 284 8 7.39 SRM1486-BoneMeal

V
0.577 0.023 0.67 0.03 15.54 SRM1566b-OysterTissue

0.835 0.01 0.814 0.256 2.49 SRM1573a-TomatoLeaves

Zn
11.6 1.6 11.3 0.17 2.46 SRM1567a-WheatFlour

22.2 1.7 21.17 0.77 4.66 SRM 8436-Durum WheatFlour

Element
Certi.
Value

Unc.(2s)Thiswork R.E(%) SRM Name

Ca
31500 1000 28957 8.1 SRM1572-CitrusLeaves

278 26 262 5.7 SRM8436-Durum WheatFlour

Fe
90 10 87 3.3 SRM1572-CitrusLeaves

42 4 39 5.0 SRM8436-Durum WheatFlour

K
18200 600 16051 11.8 SRM1572-CitrusLeaves

3180 140 2946 7.3 SRM8436-Durum WheatFlour

Mg
5800 300 5000 13.8 SRM1572-CitrusLeaves

1070 80 966 9.7 SRM8436-Durum WheatFlour

(2) 한 122개의 시료는 ICP-AES를 사용하여 Ca,Cr,Fe,K,Mg,Mn,Na,Fe,

Se,Zn등을 분석하 으며 분석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2종의 인증 표 물

질의 분석값 에서 Table50에 표 으로 Ca,Fe,K,Mg을 보증값과 비교

하 다.상 오차가 10% 내외에서 일치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확보하 다

Table50.AnalyticalresultsofNISTSRMsbyICP.

(3)INAA와 화학분석법을 사용한 미네랄 원소의 최 분석 차를 확립하기

하여 두 가지의 방법에 의하여 분석된 원소들에 한 통계 인 편차를 계산

하 다.10개의 원소에 한 ICP/INAA의 분석값 비교결과를 Table51에 정

리하 으며 INAA는 Co,Cr,Se에 ICP는 Ca,Mg의 분석에 더 민감하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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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No.of
compared
results

Mean SD Favorabletechnique(reason)

Ca 87 1.12 0.23 ICP(lowerdetectionlimit)

Co 10 1.00 0.22 INAA(morereliable)

Cr 28 6.91 11.82 INAA(morereliable)

Fe 64 1.14 0.67 Both

K 64 1.02 0.23 Both

Mg 87 0.93 0.17 ICP(lowerdetectionlimit)

Mn 69 1.02 0.40 Both

Na 94 1.11 0.42 Both

Se 15 0.79 0.30 INAA(morereliable)

Zn 68 1.08 0.31 Both

Functionalfoods
forhealth

N 1servingsize
Recommendeddaily

intake

양 보충제 64 191.2±474.5 368.9±1208.5

홍삼,인삼 제품 4 1.86±1.22 7.40±4.13

glucosamine류 7 96.76±130.74 193.53±261.49

알로에 류 6 21.58±16.03 64.75± 48.10

효모류 3 8.68±4.99 22.09±17.98

유산균류 6 352.7±854.7 1054.5±2566.0

클로 라,
스피루리나 4 8.30±0.54 24.92±1.63

Sqalene․CLA․ 
DHA&EPA 1 3.87 7.75

Table51.ComparisonbetweentheresultsanalyzedbyINAAandICP

다. 양평가 품질 리

(1) 양학 평가를 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들을 10개의 건강기능 식품

군으로 분류하 고,이를 산업체에서 양표시를 통해 제시한 개별 건강기능

식품의 1회 권장섭취량과 하루 권장섭취량에 함유된 무기질 함량을 계산하

다.INAA에 의해 분석된 건강기능식품의 무기질 함량은 13개의 양소 별로

Table52에서 Table64에 정리하여 제시하 다

Table52.CaContentinfunctionalfoodsforHealth(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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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food
group

N 1servingsize dailyrecommended
intake

양 보충제 64 3.41± 6.73 5.62±14.18

홍삼,인삼 제품 4 1.59±1.14 5.76±2.88

glucosamine류 7 69.04±163.75 72.50±162.31

알로에 류 6 12.63±11.29 37.91±33.87

효모류 3 3.31±1.93 8.45±7.01

유산균류 6 6.61±5.19 11.28±9.03

클로 라․ 
스피루리나

4 11.62±22.20 34.85±66.61

Sqalene․CLA․ 
DHA&EPA 1 4.28 8.57

healthfood
extractfrom
Koreanfood

4 7.09±9.92 7.32±13.93

Medicalfood 2 0.44±0.49 0.88±0.98

Functionalfood
group

N 1servingsize dailyrecommended
intake

양 보충제 64 12.88± 66.55 30.83± 198.01

홍삼,인삼 제품 4 7.98± 6.26 30.83± 198.01

glucosamine류 7 754.18± 524.14 1262.1± 972.1

알로에 류 6 20.35± 22.44 61.07± 67.32

효모류 3 5.13± 0.89 12.08± 4.090

유산균류 6 2.87± 2.26 5.90± 5.56

클로 라,
스피루리나

4 11.93± 21.52 35.81± 64.58

sqalene,CLA,
DHA&EPA 1 21.96 43.92

healthfood 4 5.89± 8.31 13.93± 16.16

healthfood
extractfrom
Koreanfood

4 20.02±28.19 26.74±37.08

Medicalfood 2 2.77±0.60 5.54±1.20

Table53.ClContentinfunctionalfoodsforHealth(mg)

Table54.KContentinfunctionalfoodsforHealth(mg)



- 106 -

extractfrom
Koreanfoods

Medicalfood 2 4.09± 4.09 8.18± 8.62

Functionalfoods
group

N 1servingsize dailyrecommended
intake

양 보충제 64 21.41± 46.48 28.13± 76.34

홍삼,인삼 제품 4 1.14± 2.28 3.42± 6.85

glucosamine류 7 0 0

알로에 류 6 0 0

효모류 3 0 0

유산균류 6 0 0

클로 라,
스피루리나

4 0.23± 0.47 0.72± 1.44

sqalene,CLA,
DHA&EPA 1 0 0

healthfood
extractfrom
Koreanfood

4 294.9± 417.2 295.0± 590.0

Medicalfood11 2 0 0

Functionalfood
group

N 1servingsize dailyrecommended
intake

양 보충제 64 7.11± 15.48 10.95± 10.94

홍삼,인삼 제품 4 27.06± 23.77 91.79± 61.98

glucosamine류 7 1.19± 3.16 2.38± 6.31

알로에 류 6 35.95± 26.83 107.87± 80.49

효모류 3 20.16± 2.07 46.29± 6.48

유산균류 6 11.78± 15.28 19.13± 21.15

클로 라,
스피루리나 4 36.33± 51.52 108.9± 154.5

sqalene,CLA,
DHA&EPA

1 95.88 191.7

healthfood
extractfrom 4 12.34± 17.45 77.11± 118.05

Table55.IContentinfunctionalfoodsforHealth(μg)

Table56.MgContentinfunctionalfoodsforHealth(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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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food

Medicalfood 2 0.35± 0.49 0.69± 0.98

Functionalfood
group N 1servingsize

dailyrecommended
intake

양 보충제 64 0.42±0.89
0.48± 0.94

홍삼,인삼 제품 4 0.039±0.037 0.104± 0.072

glucosamine류 7 0.66±1.72 1.32± 3.44

알로에 류 6 0.21±0.39 0.61± 1.19

효모류 3 0.021± 0.013 0.052± 0.048

유산균류 6 0.18± 0.36 0.21± 0.36

클로 라,
스피루리나 4 0.19± 0.12 0.28± 0.33

sqalene,CLA,
DHA&EPA

1 0.02 0.04

healthfood
extractfrom
Koreanfood

4 0.02± 0.03 0.34± 0.58

Medicalfood 2 0.02± 0.03 0.04± 0.05

Functionalfood
group N 1servingsize

dailyrecommended
intake

양보충제 64 7.94±16.22 10.83±25.19

홍삼,인삼 제품 4 0.07±0.13 0.19±0.39

glucosamine류 7 2.07±3.01 3.18±4.90

알로에 류 6 1.98±2.08 5.95±6.24

효모류 3 0.24±0.42 0.72±1.25

유산균류 6 0.23±0.57 0.23±0.57

클로 라,
스피루리나 4 10.53±20.45 31.59±61.35

sqalene,CLA,
DHA&EPA 1 0 0

healthfood
extractfrom
Koreanfood

4 2.37±3.19 4.26±3.71

Medicalfood 2 0 0

Table57.MnContentinfunctionalfoodsforHealth(μg)

Table58.CrContentinfunctionalfoodsforHealth(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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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food
group

N 1servingsize dailyrecommended
intake

양보충제 64 1.28±3.35 1.67±5.33

홍삼,인삼 제품 4 0.24±0.17 0.83±0.39

glucosamine류 7 0.52±0.93 1.04±1.87

알로에류 6 0.58±1.43 1.75±4.29

효모류 3 0.93±0.04 2.16±0.55

유산균류 6 0 0

클로 라,
스피루리나제품

4 1.89±3.34 5.68±10.02

sqalene,CLA,
DHA&EPA 1 0 0

healthfood
extractfrom
Koreanfood

4 0.51±0.73 1.21±1.31

Medicalfood 2 0.71±0.54 1.41±1.09

Functionalfood
group N 1servingsize

dailyrecommended
intake

양보충제 64 0.16±0.41 0.15±0.41

홍삼․ 인삼 제품 4 0

glucosamine류 7 0

알로에류 6 0

효모류 3 17.35±15.13 34.71±30.26

유산균류 6 0 0

클로 라,
스피루리나 4 1.19±2.39 3.59±7.19

sqalene,CLA,
DHA&EPA 1 0.13 0.27

healthfood
extractfrom
Koreanfood

4 0 2.24±4.48

Medicalfood 2 0 0

Table59.CoContentinfunctionalfoodsforHealth(μg)

Table60.CuContentinfunctionalfoodsforHealth(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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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food
group

N 1servingsize dailyrecommended
intake

양보충제 64 16.65±91.59 18.58±93.11

홍삼․인삼 제품 4 0.06±0.11 0.21±0.31

glucosamine류 7 0.29±0.49 0.51±0.99

알로에 류 6 0.06±0.11 0.17±0.32

효모류 3 0.14±0.05 0.34±0.21

유산균류 6 0.01±0.02 0.02±0.05

클로 라,
스피루리나 4 1.35±1.14 4.05±3.42

sqalene,CLA,
DHA&EPA 1 0.41 0.82

healthfood
extractfrom
Koreanfood

4 0.41±0.58 0.62±0.76

Medicalfood 2 4.71±6.42 9.42±2.84

Functionalfood
group N 1servingsize

dailyrecommended
intake

양보충제 64 4.23±9.21 4.34±9.19

홍삼․인삼 제품 4 0.06±0.11 0.07±0.02

glucosamine류 7 3.75±9.86 7.51±19.73

알로에류 6 0.05±0.08 0.14±0.25

효모류 3 0.12±0.02 0.27±0.03

유산균류 6 0.02±0.01 0.02±0.02

클로 라,
스피루리나 4 0.06±0.05 0.17±0.15

sqalene,CLA,
DHA&EPA 1 0.81 1.62

healthfood
extractfrom
Koreanfood

4 1.68±2.38 1.73±3.33

Medicalfood 2 8.35±11.81 16.69±23.61

Table61.FeContentinfunctionalfoodsforHealth(mg)

Table62.ZnContentinfunctionalfoodsforHealth(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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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food
group

N 1servingsize dailyrecommended
intake

양보충제 64 10.78± 22.65 11.71± 23.65

홍삼․인삼 제품 4 0 0

glucosamine류 7 3.75± 9.87 0

알로에류 6 0 0

효모류 3 0 0

유산균류 6 0 0

클로 라,
스피루리나

4 0 0

sqalene,CLA,
DHA&EPA

1 0 0

healthfood
extractfrom
Koreanfood

4 0 0

Medicalfood 2 36.43± 51.52 72.86± 03.04

Functionalfood
group N 1servingsize

dailyrecommended
intake

양 보충제 64 12.88± 66.55 30.83± 198.01

홍삼,인삼 제품 4 7.98± 6.26 30.83± 198.01

glucosamine류 7 754.18± 524.14 1262.1± 972.1

알로에 류 6 20.35± 22.44 61.07± 67.32

효모류 3 5.13± 0.89 12.08± 4.090

유산균류 6 2.87± 2.26 5.90± 5.56

클로 라,
스피루리나 4 11.93± 21.52 35.81± 64.58

Squalene,CLA,
DHA&EPA

1 21.96 43.92

healthfood
extractfrom
Koreanfoods

4 5.89± 8.31 13.93± 16.16

Medicalfood 2 4.09± 4.09 8.18± 8.62

Table63.SeContentinfunctionalfoodsforHealth(μg)

Table64.NaContentinfunctionalfoodsforHealth(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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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량 무기질

① Ca: Ca함량은 유산균류 제품의 1회 권장량을 섭취시 한국인 양섭취기

(KDRI)의 1/2를 섭취할 수 있으며, 양보충제와 glucosamine류를 통해서

도 각각 27.3%와 13.7%를 섭취할 수 있었다.건강기능식품 1일 권장 섭취량

을 통한 Ca섭취량은 유산균 제품의 경우 1.5배, 양보충제와 glucosamine을

통해서 각각 52.5%,27.6%를 섭취할 수 있었다.1일 권장 섭취 건강기능식품

에 함유된 Ca의 이러한 함량은 모두 최 함량기 에는 크게 미달하여 건강기

능식품에 한 해 리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② Na:Na은 세포외액에 존재하여 체액 조 과 신경 달에 여하여 신체

에 필수 무기질이지만,Na의 과다 섭취는 고 압과 같은 심 질환 험이

나 사증후군의 험을 높일 수 있어 가공된 식품에 의무 표시 양소이다.

한국인 양섭취기 에서는 권장섭취수 (RecommendedIntake)은 제시되지

않고,충분섭취량만 제시되어 섭취량을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따라서

인증을 해 식약청의 허가가 필수 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Na함량은 엄격

히 규제되고 있다.본 연구에서 INAA 방법으로 분석한 건강기능식품의 1일

권장량이나 1회 권장량을 섭취할 경우 Na함량이 glucosamine에 가장 높게

함유되었는데,이도 KDRI에 제시한 충분 섭취량의 4.6%에 불과하고 1일 권

장섭취량에 비해서는 4.8% 정도로 낮은 함량을 보여,건기식의 Na함량에

한 해 리가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 다.

③ Cl:Cl은 인체에서 세포외액의 주요 음이온으로 Na과 함께 체액 유지에

필요하다.식품에는 주로 Na과 함께 소 의 형태로 함유되어 있으나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 첨가제로 포함되어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를 집작할 수 있다.KDRI는 Cl에 해서는 오직 충분섭취량 기 만 제시

되고 있는데,30～60 성인의 경우 2.0～2.3g를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

glucosamine류에 가장 Cl함량이 높은데 glucosamine의 평균 1회 권장량의

Cl함량은 69mg으로 이는 KDRI충분섭취량의 3.45%를 섭취할 수 있으며,

glucosamine의 1일 권장섭취량을 통해 3.63%를 섭취할 수 있어 건기식을 통

한 Cl의 섭취수 은 해 험이 낮은 편이었다

④ K :K는 세포내액의 필수 무기질로써,신경 달 등에 여한다.KDRI에서

는 Cl에 해서는 오직 충분섭취량 기 만 제시되고 있는데,30～60 성인의

경우 4.7g를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 glucosamine류에 가장 K 함량이 높은

데 glucosamine의 평균 1회 권장 섭취량은 754mg으로 KDRI충분 섭취량의

16.0%를 섭취할 수 있으며,glucosamine의 1일 권장섭취량을 통해 26.9%를

섭취할 수 있다. K의 경우 KDRI에서 상한섭취기 을 제시하지 않는 을

고려하여 충분섭취량을 해기 으로 용하면 glucosamine과 같은 건강기능

식품 섭취를 통해 이미 해기 의 1/4이상을 섭취하고 있어 앞으로 건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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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 리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⑤ Mg:Mg은 인체의 300종 이상 효소계의 보조인자로 작용하여 지방,단백

질 합성,근육의 수축 등에 필수 이다.성인 남녀에 한 KDRI의 Mg권장

섭취량은 각각 350mg,280mg이며 상한섭취량은 350mg이다.건강기능 식품의

품목으로는 Sualene․ CLA․DHA&EPA류에 가장 높고,그 다음 클로 라․

스피루리나,알로에류,홍삼․인삼제품의 순서를 보 다.Sualene․ CLA․

DHA&EPA류의 1일 권장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54.6%,여성의 경우 68.2%를

함유하고 있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NAA 분석으로는 Squalene․CLA․

DHA&EPA와 같은 기름류는 분석이 어려워 오직 한 개의 시료 값만 제시되

어 하나의 제품품목군으로 일반화 하여 용하기는 어렵다.클로 라․스피루

리나,알로에류를 통한 1일 권장섭취량을 통해 KDRI의 하루 권장섭취량의 약

30% 내외를 섭취할 수 있으며,홍삼․인삼제품을 통해서도 권장 섭취량의

26%정도를 섭취할 수 있었다.Mg의 KDRI상한 섭취량은 남녀 모두 350mg

정도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데,클로 라․스피루리나,알로에류를 통해서 1

일 상한섭취량의 약 31% 정도를 공 할 수 있었다.

(나)미량 무기질

① Fe:철은 색소나 생체 조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부족시 빈 뿐 아니

라,항산화 방어능,면역능의 하가 일어난다.KDRI의 Fe권장섭취기 은 남

자 10mg,월경하는 15～49세 여성의 경우 14～16mg을 제시하고 있다.건기식

양보충제를 통해 여성의 경우 약 31%를 섭취할 수 있으며,건기식은 아

니지만 건기식처럼 통용이 되고 있는 삐꼼C등의 의약품의 1회 섭취량을 통해

KDRI의 권장섭취량의 51.6%를 함유하고 있으며,삐꼼C의 1일 권장섭취량을

통해 KDRI의 119%를 섭취할 수 있다.따라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건기식처럼 복용하고 유사의약품의 경우 1일 권장량을 통해 Fe

의 한국인권장섭취기 의 하루 권장섭취수 보다 높아 해 리가 필요할 것

으로 보 다.그러나 Fe의 상한섭취기 인 45mg보다는 낮아 양보충제 등의

건기식에 한 최 함량기 에 부합하 다

② Zn:Zn은 DNA 합성에 여하여 세포증식에 여하여 성장이나 면역능에

여한다.Zn의 KDRI의 권장섭취량은 성인 남녀의 경우 8～9mg이며,상한섭

취량은 35mg이다.건기식으로 양보충제,glucosamine류의 1일 권장섭취량

을 통해 약 48~83%를 섭취할 수 있다.이러한 섭취량은 상한 섭취량의 12.

4%～21.5%에 해당되어 건기식의 Zn 해 리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기식 유사 의약품의 산업체에서 제시한 1일 권장섭취량은 KDRI권

장섭취기 의 2배가 되며,상한섭취기 의 50%에 가까워 건기식 유사 의약품

에 한 Zn 해 리가 필요함을 보 다.

③ Cu:Cu의 경우 본 연구에서 NAA 법으로 분석된 자료수가 매우 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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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매우 낮아 건강 해 험을 낮다고 할 수 있다.

④ Mn:Mn의 경우 연구된 자료가 매우 미비하여 KDRI에서 권장섭취량 신

충분 섭취량을 제시하 다.성인 남녀에서 충분 섭취량은 3.0～3.5mg을,상한

섭취량은 11mg을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 조사된 건기식의 1일 권장섭취량

을 통해서는 glucosamine류을 제외한 건기식을 통해서는 모두 1mg이하를 섭

취할 수 있어 해 리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 으나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Mn 양의 공 율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glucosamine류의 경우 1일

권장섭취량을 통해 37.7～44%를 공 할 수 있었다.건기식을 통한 Mn섭취량

은 상한섭취기 에는 크게 미달되어 해 리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Figure2에는 건강기능성 식품 품목별 Mn의 함량이 제시되었다.

⑤ I:I은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으로써,열량 사에 여하여 체온조 ,

성장에 여하고 이의 부족은 갑상선 기능 하증을 래한다.I의 KDRI의 권

장섭취량은 150ug,상한 섭취량은 1000ug으로 본 연구에서 아직 식약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1일 섭취량을 통해

295ug을 섭취할 수 있어 상한섭취량보다는 낮지만 KDRI의 권장섭취수 보다

높아 리가 필요함을 보 다.특히 해조환등에 함유된 I의 함량은 해 리

가 필요함을 보 다.

⑥ Se:Se은 항산화효소 GSHpx의 구성분으로 체내 항산화방어계에 필수 인

성분이다.Se의 권장 섭취량은 50ug,상한 섭취량은 400ug으로 설정되어 있

다.건기식 양 보충제를 통해 평균 으로 23% 정도를 공 하고 있으며,

의약품이지만 건기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품목의 1일 권장섭취량을 통해 하루

KDRI의 권장섭취기 의 146배 정도를 공 받을 수 있어 건기식 유사 의약품

을 통한 Se섭취 리가 필요하다.

(2)일회 분량당 양 무기질 함량은 Ca,Na,Mg,Mn,Cr,Co와 항산화 무기질

인 Cu,Fe,Zn,Se의 함량은 제품 품목간에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l

의 경우 건기식 품목 에서 glucosamine에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squalene․CLA․DHA&EPA 등에서 높은 함량을 보 다.칼륨(K)의 경우

squalene․CLA․DHA&EPA에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클로 라․스피루

리나을 통해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었다.I의 경우 해조환등 통 한국식품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 고,다음으로 양보충제,홍

삼․인삼제품류,클로 라,스피루리나의 순서를 보 다. Cr과 Co의 일회 분

량당 양 무기질 함량은 품목간에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건강기능식

품군간의 무기질 함량값의 차이에 한 유의성의 검증은 ANOVA와 Duncan

의 다 비교법을 사용하 다

(3)1일 권장 섭취량에 함유된 인체에 다량 필수 무기질인 Ca,Na,Mg등은 유

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염소는 건기식 품목 에서 glucos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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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서 가장 높았고,다음에 알로에류,공액리놀 산제품․DHA&EPA제품

에 높은 함량을 보 다.K의 경우 공액리놀 산제품․DHA&EPA제품,클로

라․스피루리나,알로에류 순서로 높은 함량을 보 다.

4.PGAA 이용 철강재의 주요성분 비 괴 정 분석 기술개발

가.철강 시료의 분석 방법론

(1)산업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Stainlesssteel등과 같은 철강재를 수집하고

분석용 시료로 비한 후 하나로 PGAA장치를 이용하여 Fe,Mn,Co,Ti,Ni,

Cr,Zn,V원소 정량을 수행하 다.이를 하여 표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함

에 따라 분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표 화분석법(k0-PGAA법)을 이용하여

다원소 분석법을 수행하 다

(2)즉 분석법과 같은 성자속의 변동과 핵자료의 오류에 의한 분석 결과

의 오류,상 분석법에서와 같은 표 물과 시료간의 매트릭스 차이로 인한

유효 성자속의 차이,비교 분석법에서 다원소 분석에서의 번거로운 검정 곡

선 결정 과정을 해소하기 이하여 표 화 분석법이 제시된다.표 화 분석법은

시료 내에 함유된 분석 기 원소(Au,Cl,H,Ti등)에 하여 결정되는 표

화인자인 k0인자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 원소의 함량에 한 심 원

소의 상 함량을 결정한다. 심 원소의 함량은 상 으로 결정된

원소 함량을 비교 분석법에서 결정된 기 원소의 함량에 하여 규격

화하여 결정한다.본 연구에서는 기 원소를 압력 튜 의 주요 원소인 Fe

로 하여 비교 분석법으로 Fe의 함량을 결정한 후 여타 심 원소인 Ni,

Cr,V,Mo,Nb,Co등의 원소의 함량을 표 화 분석법을 사용하여 결정하

다.표 화분석법을 하여 기 라인인 Fe7631keV 라인에 하여 분석 민

감도(analyticalsensitivity)를 결정하 다.분석 민감도 는 비계수율은 시약

을 이용하여 작성된 질량 계수율의 검정 그래 로부터 얻어진 기울기로

결정된다.이 방법은 심 원소의 양과 피크 계수율의 계의 선형성이 유지

되는 구간을 알려 주는데 이를 통하여 해당 구간의 함량에 한 분석의 신뢰

성을 제시한다. 한 계측 계통의 효율이나 핵자료 는 성자속에 한 의

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직 피크 계수율만을 측정하여 정확히 심 원소의

함량을 결정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그러나 이 방법은 개별 심 원소에

한 별도의 검정 곡선을 결정해야 하므로 다수의 원소를 분석하고자 할 경

우에는 매우 번거로우므로 표 화분석법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나.철강 실시료의 조성 분석

(1)실시료로서 확보된 AISI348,AISI316 AISI321스테인 스의 성분을 분석

하 다.성분 분석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분석법을 이용하 다.Fe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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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El Atomic mass A E [keV] σ [b]

14 Si 28.09 28 3538.966(22) 0.1190(20)

28 4933.889(24) 0.1120(23)

28 2092.902(18) 0.0331(6)

15 P 30.97 31 636.663 (21) 0.0311(14)

31 3899.89(3) 0.0294(10)

31 6785.504(24) 0.0267(15)

16 S 32.07 32 840.993(13) 0.347(6)

32 5420.574(24) 0.308(7)

32 2379.661(14) 0.208(5)

22 Ti 47.87 48 131.745(5) 5.18(12)

48 6760.084(14) 2.97(9)

48 341.706(5) 1.840(21)

23 V 50.94 51 1431.10(3) 4.81(10)

51 125.082(3) 1.61(4)

51 6517.282(19) 0.78(4)

24 Cr 52.00 53 834.849(22) 1.38(3)

53 8884.36(5) 0.78(5)

50 749.09(3) 0.569(9)

25 Mn 54.94 55 86.754(20) 13.10(4)

55 212.039(21) 2.13(3)

26 Fe 55.85 56 7631.36(14) 0.653(13)

56 7645.5450(10) 0.549(11)

56 352.347(12) 0.273(3)

27 Co 58.93 59 229.879(17) 7.18(8)

59 277.161(17) 6.77(8)

59 6706.01(3) 3.02(6)

28 Ni 58.69 58 8998.414(15) 1.49(3)

58 464.978(12) 0.843(10)

Table65.Theelementsofinterestandpartialcapturecrosssectionforthe

gammalineofinterest

기 원소로 하여 Fe의 함량을 비교 분석법을 통하여 우선 결정하 다.

Fe질량에 따라 측정한 스펙트럼으로부터 7631keV 피크를 분석하여 질량

계수율을 결정하 다.

(2)Fe7631keV 라인의 분석민감도는 약 1.2±0.1cps/㎍으로 결정되었다.스

펙트럼의 분석은 HYPERGAM으로 행하 으며 피크 면 분석 결과와 Table

65의 심 원소에 한 부분포획단면 을 이용하여 심 원소들의 Fe에 한

상 농도를 결정하 다.상 농도를 비교분석법에서 결정한 Fe의 농도

에 규격화하여 결정한 심 원소들의 농도값을 Table66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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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8533.509(14) 0.721(15)

29 Cu 63.55 63 278.250(14) 0.893915)

63 7915.62(4) 0.869(20)

63 7637.40(4) 0.54(7)

41 Nb 92.91 93 99,4070(10) 0.0285(5)

93 255.9290(20) 0.196(9)

93 253.115(5) 0.176(3)

42 Mo 95.94 95 778.221(10) 2.02(6)

95 849.85(3) 0.43(3)

95 847.603(11) 0.324(9)

Element
AISI348 

[w%]
AISI316

[w%]
AISI321

[w%]

Mn 1.7 ± 0.06 1.64 ± 0.05 1.80 ± 0.05

P 0.024 ± 0.002 0.020 ± 0.002 0.019 ± 0.002

S 0.014 ± 0.001 0.016 ± 0.001 0.013 ± 0.001

Si 0.59 ± 0.003 0.509 ± 0.003 0.54 ± 0.003

Cu 0.103 ± 0.06 0.172 ± 0.07 0.121 ± 0.06

Ni 11.3 ± 0.6 12.3 ± 0.6 11.2 ± 0.6

Cr 17.4 ± 0.9 18.45 ± 0.13 17.40 ± 0.13

Mo 0.22 ± 0.03 2.38 ± 0.05 0.165 ± 0.05

Nb 0.65 ± 0.05

Co 0.12 ± 0.005 0.10 ± 0.005 0.11 ± 0.005

V 0.047 ± 0.005

Ti 0.342 ± 0.005

Table66.Resultsofanalysisforrealstainlesssteelsamples

다.표 물 분석을 통한 원소 정량 타당성 분석

(1)NIST의 다양한 철강 표 물을 구매하고 분석하여 분석값에 한 품질 리

를 수행 하 다.인증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다원소 원소 정량의 타당성 분석

을 수행하 다.사용한 인증표 물질은 NIST SRM 121d(StainlessSteelCr

17-Ni11-Ti0.3(AISI321)).,NIST SRM 123c(StainlessSteelCr17-Ni

11-Nb0.6(AISI348)),SRM 133b(Cr-MoSteel),SRM 343a(Cr16-Ni2)이

며,시료 조사 조건은 Table67에 정리하 으며 분석결과는 Table68에서

Table71에 나타내었다. 부분의 원소분석 결과는 인증값과의 상 오차 15%

이내에서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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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Nuclide Decay
Energy

[keV]
fib

Measuredconcentration[㎍/g]Cert.Value

[%]*Value Unc.

Co 60-Co Prompt 228.4 1 911 83 0.10

Co 60-Co Prompt 275.1 1 959 78 0.10

Ni 59-Ni Prompt 463.5 1 110000 5350 11.17

Ni 59-Ni Prompt 8534.1 1 116000 27800 11.17

Ni 59-Ni Prompt 8999.8 1 108000 5260 11.17

Ti 49-Ti Prompt 339.6 1 3860 220 0.342

Ti 49-Ti Prompt 1382.2 1 3710 170 0.342

Ti 49-Ti Prompt 6759.1 1 3890 240 0.342

Cr 51-Cr Prompt 748.6 1 155000 7470 17.4

Cr 54-Cr Prompt 834.5 1 158000 7650 17.4

Cr 54-Cr Prompt 8884.4 1 170000 8440 17.4

Mn 56-Mn 2.6H 846.4 0.337 17900 880 1.80

Mn 56-Mn Prompt 7242.9 1 18000 1000 1.80

Mo 96-Mo Prompt 777.6 1 1260 130 0.165

Table68.AnalyticalresultsofNISTSRM 121dbyPGAA.

Element Nuclide Decay
Energy

[keV]
fib

Measuredconcentration[㎍/g]Cert.Value

[%]*Value Unc.

Ni 59-Ni Prompt 463.5 1 111000 6000 11.3

Ni 59-Ni Prompt 8535.5 1 109000 7000 11.3

Ni 59-Ni Prompt 9001.4 1 105000 5000 11.3

Cr 51-Cr Prompt 748.7 1 159000 8000 17.4

Cr 54-Cr Prompt 834.6 1 153000 8000 17.4

Cr 54-Cr Prompt 8885.9 1 172000 9000 17.4

Mn 56-Mn 2.6H 846.5 0.72 16700 800 1.7

Mn 56-Mn Prompt 7243.9 1 18800 1000 1.7

Mo 96-Mo Prompt 777.8 1 1960 140 0.22

Table69.AnalyticalresultsofNISTSRM 123cbyPGAA.

NIST

SRM

질량
[mg]

td
[sec]

조사 시간(ti) 측정 시간(tc)
성자속
[n/cm2s]

fibfor

Mn-56ti=tc
[realtime,sec]

tc
[livetime,sec]

1 121d 1033.96 0 11857 10262 4.30×107 0.337

2 123c 1197.77 0 46297 39460 4.30×107 0.720

3 133b 1176.81 0 18781 16212 4.30×107 0.462

4 343a 1020.5 0 8666 7597 4.30×107 0.264

Table67.AnalyticalconditionofstainlesssteelreferencesamplesforPG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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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Nuclide Decay
Energy

[keV]
fib

Measuredconcentration
[㎍/g]

Cert.Value
[%]

Value Unc. Value Unc.*

Ni 59-Ni Prompt 463.5 1 2327 253 0.230 0.03

Ni 59-Ni Prompt 8534.2 1 2330 399 0.230 0.03

Ni 59-Ni Prompt 9000 1 2423 197 0.230 0.03

Cr 51-Cr Prompt 748.6 1 109600 3200 12.63 0.03

Cr 54-Cr Prompt 834.5 1 108600 3200 12.63 0.03

Cr 54-Cr Prompt 8884.8 1 129000 3800 12.63 0.03

Mn 56-Mn 2.6H 846.5 0.462 10900 300 1.07 0.02

Mn 56-Mn Prompt 7243.4 1 10700 1000 1.07 0.02

V 52-V 3.8M 1434.7 0.983 708 30 0.071 0.002

V 52-V Prompt 6519.3 1 693 236 0.071 0.002

Mo 96-Mo Prompt 777.5 1 417 79 0.052 0.003

Table70.AnalyticalresultsofNISTSRM 133bwithcertifiedvalues.

Element Nuclide Decay
Energy

[keV]
fib

Measured
concentration[㎍/g]

Cert.Value
[%]

Value Unc. Value Unc.*

Ni 59-Ni Prompt 463.5 1 22400 1200 2.16 0.03

Ni 59-Ni Prompt 8534 1 22800 1400 2.16 0.03

Ni 59-Ni Prompt 8999.8 1 21600 1100 2.16 0.03

Cr 51-Cr Prompt 748.6 1 149000 7000 15.64 0.06

Cr 54-Cr Prompt 834.4 1 152000 7000 15.64 0.06

Cr 54-Cr Prompt 8884.5 1 159000 8000 15.64 0.06

Mn 56-Mn 2.6H 846.4 0.264 4700 260 0.42 0.01

Mn 56-Mn Prompt 7243.5 1 4450 490 0.42 0.01

V- 52-V 3.8M 1434.6 0.963 513 74 0.056 0.004

V- 52-V Prompt 6519.3 1 594 236 0.056 0.004

Mo 96-Mo Prompt 777.5 1 1670 242 0.164 0.005

Table71.AnalyticalresultsofNISTSRM 343abyPGAA

5.INAA/PGAA 이용 고고화학 연구를 한 고 유물 성분원소 분석 기 연구

가.INAA/PGAA이용 희토류 분석을 한 품질보증기술

(1)15종의 GSJ(GoelogicalSurveyofJapan)표 시료를 탁과제를 수행 인



- 119 -

시료명

원소
jmn-1 jsy-1 jsi-1 jsi-2 jb-1a jb-1b jb-2 jh-1 jg-1a jf-1 jp-1 jcfa-1 jsd-1 ja-2 jgb-2

Al 23022 124109 93148 96165 76794 76106 77641 29426 75259 95212 3281 128343 77535 81081 123421 

Fe 99809 629 47309 46512 63648 63089 100298 72251 14338 560 58332 36370 35384 42945 47911 

Mn 253713 19 464 634 1162 1138 1549 1440 465 8 929 527 716 852 984 

Mg 17368 121 14551 14383 46736 49087 28102 103240 4161 36 269679 12784 10933 46313 37630 

Ca 20011 1715 10570 13472 65966 68610 70683 107346 15223 7504 4002 63679 21684 46312 101486 

Na 21069 79676 16202 9971 20327 19511 15060 5341 25297 26262 156 16618 20231 22849 6825 

K 7803 40096 23618 24971 12120 10958 3570 4317 33538 83430 25 10543 18122 14777 498 

Dy 5.11 4.71 3.85 2.23

La 29.3 32.7 38 2.4 23 2.6 3.6 18.1 16

Sm 6.02 5.95 5.2 2.3 4.5 0.38 3.48 3.1

Ce 60.6 69.6 67 6.5 47.1 4.3 13 34.4 29

Cs 1.3 0.5 1.2 1.21 0.9 0.5 11.4 2.2 <0.1 8.6 4.2 〈0.4

Eu 1.22 1.14 1.5 0.85 0.72 0.85 0.925 0.91

Hf 4.63 5.54 3.4 1.4 3.7 1.3 0.2 3.55 2.8

Rb 16 69 117 118 41 39.1 6.2 12 180 264 <1 54.1 67.4 68 〈3

Sc 16.7 16.8 29 54 6.6 0.22 7.7 10.9 19

Th 9.97 11.5 8.8 0.33 12.1 1.3 0.18 4.44 4.7

시료명 jmn-1 jsy-1 jsi-1 jsi-2 jb-1a jb-1b jb-2 jh-1 jg-1a jf-1 jp-1 jcfa-1 jsd-1 ja-2 jgb-2

Al 129363 101108 105906 84385 77139 81698 30725 79794 105264 3854 135782 84124 84897 132736 

Fe 86778 545 47634 47161 63790 65108 99926 69012 14205 436 55271 33439 33330 41240 46113 

Mn 18.3 502 695 1207 1149 1820 1428 9.40 930 541 770 846 1026 

Mg 13197 19018 52747 53094 30195 103653 4562 4271 288684 13355 11563 42976 40640

공주 학교로부터 미지의 시료로 제공받아 방사화 분석 기술의 고고학시료(토

기)에 한 분석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품질보증기술을 확립하기 하여 분석하

다.표 시료들은 Syenite(섬장암),Basalt( 무암),Granodiorite(화강섬록

암),Feldspar(장석),Peridotite(감람암),Andesite(안산암),Gabbro(반려암)등과

같은 다양한 매질을 갖는 지질암석시료로 이번 연구에서 비교 평가한 원소들

에 한 기 값을 Table72에 정리하 다

Table72.ReferencevaluesofreferencesamplesforGeologicalSurveyofJapan

(unit:mg/kg)

(2)방사화 분석으로 희토류 미량원소 뿐 아니라 주성분원소도 정량하여 분석

값을 Table73에 정리하 다.망간의 함량이 높은 jmn-1과 같은 표 시료는

Mn-56의 고 방사능의 간섭으로 인하여 주성분 분석에 합하지 않았으며

jp-1,jmn-1,jsy-1,jsi-1,jb-1b,jh-1,jcfa-1,jgb-2는 희토류 미량성분에

한 기 값이 많지 않아 품질 리 물질로 합하지 않았다.

Table73.AnalyticalvaluesofreferencesamplesforGeologicalSurveyofJapan

(unit: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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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9568 13934 76396 70482 79451 115430 16668 6422 5193 69464 22114 47487 113336 

Na 80590 16605 10080 21389 19657 15347 5023 26112 24863 16787 21016 23503 7049 

K 32879 20299 33526 16504 18930 34205 87728 19275 

Dy 5.12 5.01 4.35 3.72 4.45 2.59 4.76 10.29 4.27 3.88 

La 117.87 1.48 30.62 37.17 42.40 44.77 2.49 7.69 23.80 2.80 44.24 17.33 16.66 1.63 

Sm 26.73 0.27 5.94 6.74 5.35 5.35 2.36 2.84 4.80 0.36 8.47 3.46 3.14 0.58 

Ce 211.36 2.40 55.33 66.68 61.14 65.91 5.13 13.65 44.03 3.54 76.9 

Cs 0.63 8.09 8.56 0.82 0.45 10.72 1.96 7.62 1.92 4.57 

Eu 6.32 0.15 1.25 1.35 1.52 1.49 0.81 0.81 0.71 0.73 1.94 0.91 0.81 0.65 

Hf 4.91 1.23 4.82 5.09 3.03 3.04 1.47 1.28 3.73 0.97 6.61 3.10 2.72 

Rb 58.3 114 113 39.8 24.5 173 306.8 

Sc 10.39 0.0047 16.16 16.83 26.89 28.87 51.92 72.75 5.94 0.203 6.6 27.9 10.2 16.9 23.3 

Th 11.86 0.22 10.72 13.70 10.23 10.85 1.52 15.74 1.30 16.13 4.87 4.77 

Elements
No.ofsamples
compared Min. Max. Mean SD

Al 14 0.851 0.987 0.932 0.033

Fe 15 0.969 1.284 1.059 0.083

Mn 13 0.824 1.014 0.950 0.060

Mg 12 0.756 1.103 0.946 0.089

Ca 13 0.771 1.168 0.950 0.101

Na 13 0.950 1.063 0.989 0.034

K 7 0.734 1.220 0.937 0.200

Dy 3 0.866 0.997 0.935 0.066

La 8 0.880 1.045 0.950 0.051

Sm 8 0.882 1.064 0.980 0.054

Ce 6 1.044 1.266 1.131 0.089

Cs 6 0.799 1.455 1.081 0.224

(3)Table74에 GSJ시료들의 기 값에 한 방사화 분석 결과값에 한 비를

17개 원소에 한 평균 정확도,표 편차 정확도 범 를 정리하 다(시료

의 균질도 방사화분석시의 계측오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값

은 제외하 다).모든 원소의 평균 정확도는 10% 이내에 포함되고 있으며 최

소 최 편차를 갖는 범 는 부분 25% 이내로서 방사화 분석기술의 최

소한의 품질보증범 를 설정할 수 있었다

Table74.SummaryofanalyticalresultsforGSJ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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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8 0.847 1.164 1.023 0.098

Hf 8 0.954 1.334 1.078 0.126

Rb 7 0.861 1.596 1.113 0.233

Sc 9 0.998 1.166 1.079 0.051

Th 6 0.839 0.997 0.920 0.064

나.고고학 시료의 수집,분석 해석 평가

(1)본 연구의 시편은 노은 지족동 유 에서 발굴담당자와 논의하여 기와 31 ,

도기 5 ,요벽 6 등 총 42 을 선정하 으며 각 시편의 가시 특징은 다

음과 같다.기와는 출토 치에 상 없이 태토의 상태에 따라 연질과 경질로

구분된다.색상은 회색,갈색,흑갈색,흑색이며 한 편에서 회색과 갈색이 모

두 나타나기도 한다.연질기와는 부분 회색과 연갈색을 띠고 있다.반면에

경질기와는 흑색과 흑갈색이며 연질보다 다양한 크기의 물들이 더 많이 포

함되어있다.1호․2호가마에서 출토된 부분의 기와는 연질이지만,4 (ne-5,

17,31,32)은 경질로 분류된다.문양은 1호 가마 기와에서 복합집선문이 찰

되고 2호 가마 기와에서는 복합집선문 이외에 수지문,청해 문도 보인다.

모든 기와 내부에는 포목흔이 남아 있으며,소성실 바닥층과 연통부에서 출토

된 기와 표면에는 그을음과 같은 암갈색물질이 묻어있다.도기는 흑갈색과 회

색으로 비교 치 하고 세립질의 입자가 부분으로 기와와는 두께와 입자

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요벽은 1호․2호가마 벽체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

낸다.1호 가마 벽체에는 암회색의 조립질 입자가 섞인 소결된 토가 부착되

어 있고, 토와 벽체사이에 회색의 미세한 입자로 된 층이 있다.1․2호 가

마 벽체 모두 열에 의해 풍화되어 손으로도 쉽게 부스러질 정도로 약한 강도

를 갖고 있다.본 연구를 하여 노은 지족동 유 에서 발굴담당자와 논의하

여 기와 31 ,도기 5 ,요벽 6 등 총 42 을 선정하 으며 색도,비

흡수율 측정하여 물리 특성을 악하 다

(2)분석 시료는 유약을 제거하고 음 세척한 후 105℃에서 2시간 건조하여

마노사발로 200mesh이하로 분말화 하 다.분말시료는 단 반감기 핵종인

Ti,Al,Na,K 등 11개 성분은 50㎎을, ․장 반감기 핵종인 Rb,Sm,Sc등

17개 성분은 100-200㎎을 칭량하여 폴리에틸 바이알에 넣어 한 후

INAA로는 미량성분을 분석,정량하 다.

(3)통계 분석은 선정 시료들의 상호 유사성과 상 성을 확인하기 하여 분석

된 태토 유약 조성 결과를 가지고 SPSS(StatisticalPackageforSocial

Science) 로그램을 이용한 주성분분석법(PrincipalComponentAnalysis)으로

처리하 다. 주성분분석법은 다변량통계분석법(multivariable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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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Dy La Sm Ce Cs Eu Hf Rb Sc Th

기
ne-1 880 8.19 50.90 7.23 63.42 5.61 1.09 5.61 107 9.16 13.44

ne-2 662 7.24 52.73 8.60 67.81 5.71 1.14 5.93 117 9.32 13.73
ne-3 704 6.49 50.74 7.12 79.56 6.44 1.44 6.92 119 11.31 16.45

ne-4 1085 10.19 49.88 6.81 83.92 6.63 1.35 6.74 126 10.74 17.22
ne-5 735 7.55 54.21 7.41 90.72 7.44 1.49 6.65 139 12.08 18.05
ne-6 634 5.12 42.83 5.82 77.57 6.80 1.20 6.74 135 11.81 16.63

ne-7 387 7.11 50.50 6.89 85.61 6.84 1.41 7.12 133 12.31 17.25
ne-8 971 7.41 51.40 6.97 87.48 6.43 1.37 7.05 135 10.83 18.20

ne-9 898 5.49 45.17 6.21 79.89 6.93 1.19 6.57 130 10.83 16.08
ne-10 886 7.01 42.42 5.57 76.03 7.19 1.23 6.58 129 11.52 15.47

ne-11 690 7.13 49.02 6.62 88.09 7.62 1.29 6.84 141 11.57 17.66
ne-12 826 7.64 42.13 5.78 76.05 6.78 1.19 6.53 125 11.41 15.56
ne-13 1089 8.71 44.96 6.35 91.57 7.34 1.52 7.82 137 14.60 20.59

ne-14 911 6.45 45.93 6.74 78.68 6.58 1.18 7.15 136 11.55 18.23
ne-15 723 6.27 47.94 7.03 80.63 7.40 1.29 7.28 144 11.35 17.36

ne-16 789 6.48 52.66 7.38 84.06 6.65 1.35 7.22 134 10.82 17.06
ne-17 546 6.25 56.09 7.93 87.18 7.50 1.45 7.17 142 12.39 18.38

ne-18 886 7.43 55.05 7.94 89.97 6.22 1.37 7.25 130 10.75 18.23
ne-19 879 8.16 51.85 7.45 83.98 6.75 1.28 7.00 145 11.17 18.29
ne-20 728 5.83 50.89 7.31 82.88 7.60 1.38 6.91 141 12.21 17.53

ne-21 567 6.03 51.46 7.38 83.50 7.26 1.52 7.41 133 12.80 18.28
ne-22 926 9.63 48.54 7.38 81.02 7.02 1.34 7.11 152 12.52 18.15

ne-23 999 6.00 54.15 7.64 84.71 6.79 1.48 7.08 142 11.81 17.55
ne-24 757 7.87 47.64 7.06 77.75 6.61 1.30 6.91 120 11.20 16.31

ne-25 671 4.39 48.93 7.44 81.29 6.67 1.41 7.02 120.9 12.1 17.63
ne-26 582 6.63 43.55 6.68 53.0 3.97 0.87 4.48 78.5 7.5 11.51
ne-27 449 7.41 55.26 7.91 74.7 5.49 1.18 6.22 112.8 9.7 14.26

ne-28 900 7.55 54.60 7.82 73.5 5.53 1.18 6.31 105.4 9.8 14.17
ne-29 1035 6.04 50.75 7.30 71.0 4.74 1.07 5.88 117.7 8.8 14.62

ne-30 582 6.88 53.44 7.69 58.7 4.79 0.94 4.89 87.3 8.1 11.89
ne-31 882 6.36 51.28 6.94 76.7 7.45 1.44 7.39 142.2 12.6 17.55
ne-32 946 7.26 55.98 7.91 92.5 7.37 1.49 7.64 159.2 12.7 17.76

도기
ne-33 658 6.24 47.76 7.15 92.0 10.44 1.40 6.04 183.6 18.2 20.46

ne-34 658 7.61 65.57 9.06 124.4 10.80 1.81 5.63 150.9 16.9 23.09
ne-35 618 6.07 55.56 7.13 105.9 9.53 1.35 7.39 137.0 14.8 22.55

ne-36 750 5.72 54.23 7.94 91.57 9.13 1.52 6.14 162 12.68 20.69
ne-37 601 5.90 51.52 7.41 85.52 8.88 1.47 5.87 144 12.24 19.43

벽(1호 연 실 천 )
ne-38-1 774 5.45 36.23 6.09 59.85 6.49 0.92 4.72 141 8.07 12.27
ne-38-2 730 6.64 37.20 4.85 72.25 9.30 1.27 6.24 182 12.39 16.13

결벽체 ne-39 595 2.05 26.35 4.58 38.15 5.06 0.71 3.56 144 5.66 9.72

시편 호
함량 (ppm)

2호가마

연통

1호

미상

1호

미상

결점토

1호가마

연 실

측벽단

1호가마

연 실
닥층

1호가마

실
1차 닥

1호가마

연통
닥층

2호가마

연 실

닥층

2호가마

실
닥층

analysis)의 하나로 많은 변수 값들의 상호 련성을 고려하여 각 변수들을

선형 결합한 소수의 주성분으로 집약하는 방법으로,가장 많은 변수들이 묶이

는 것을 주성분 1(PC1,principalcomponent1),그 다음으로 큰 것을 주성분

2(PC2,principalcomponent2)의 순으로 나타낸다.주성분 분석법의 통계처리

는 분석시료 i(i=1,2,…,n)에 하여 변수(측정된 산화물 성분)j(j=1,2,…,

m)의 값 xij은 데이타 행렬 X(N xM)를 형성한다.각 산화물의 값에 해

같은 가 치를 갖도록 하기 해 표 화(autoscaling)과정을 거쳐 각 데이타를

평균 0,단 표 편차을 갖는 새로운 변수 zij로 변환시킨다

(4) 성자방사화 분석에 의한 미량성분 측정 결과(Table75),모든 분석 시편에

서 Ba,La,Ce,Rb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이외의 성분들은 유사하

게 측정되었다.일부 ne-26과 ne-30의 Ce,Rb함량은 각각 약 55ppm,85

ppm 정도로 70ppm(Ce)이상,120ppm(Rb)이상인 다른 시편과 차이를 보

이지만 미량성분은 원소의 상 인 분포 패턴을 살피는 것이 요하다.

Table75.AnalyticalresultsofancientpotterysamplesbyI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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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2

Ba 0.113 0.190 Eu 0.945 0.035

Dy 0.355 0.566 Hf 0.689 0.146

La 0.673 0.638 Rb 0.549 -0.704

Sm 0.503 0.677 Sc 0.908 -0.267

Ce 0.963 0.039 Th 0.958 -0.130

Cs 0.792 -0.519

미량원
주

미량원
주

(5)분석결과를 기 로 주성분분석(PCA)분류 결과(Table76,Figure43)에서 기

와,도기,요벽 간의 분류는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주성분 1,2의

기여율은 71.9%로 나타나며,주성분 1에는 Ce,Eu,Sc,Th,주성분 2에는

Rb성분이 크게 기여한다.따라서 노은지구 지족동 유 에서 사용된 재료는

기와와 도기가 차이를 보이나,시기 으로 앞선 1호 가마와 늦은 2호 가마 모

두 원료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단된다. 한 앞서 확인한 물리 차이는

원료와 계없이 번조 조건의 향을 받은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성자방

사화 분석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가마터에서 출토된 도편을 심으로 그 기

자료가 축 되면 이를 통하여 사용 원료에 한 상 계 특성 비교를

통하여 산지 추정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단된다.

Table76.TheresultsofPrincipalComponentAnalysisusinganalyticaldatabyINAA

전체 산(%) 누적(%)

1 5.812 52.8 52.8

2 2.100 19.1 71.9

3 1.418 12.9 84.8

4 0.563 5.1 89.9

5 0.496 4.5 94.4

6 0.260 2.4 96.8

Figure43.Resultsofprincipalcomponentanalysistoclassifytheoriginofancientpotteries

도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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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산 인증표 물개발을 한NAA검증시험

가.인증표 물 생산기 과 력연구(표 과학연구원)

(1)NIST,IRMM 등과 같은 국외 유수의 표 기 에서는 성자 방사화 분석기

술을 활용하여 표 물질 의 원소 함량값을 보증하여 인증표 물질을 생산,

매,보 하여 측정시의 분석품질 리를 해 사용하고 있다. 재 국내에서

는 한국표 과학연구원이 생산, 매하고 있으며 몇 년 부터는 표 과학연

구원에서도 하나로를 이용하여 표 물 인증을 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분말시료는 충남,청양,신 2리에서 체취된 것으

로서 SJK로 명명되었으며 시료채취지 에서 나무나 잡풀 등을 제거하고 표면

에서 약 10cm 정도를 제거한 다음 라스틱 삽과 비닐 지를 이용하여 약

200kg의 시료를 채취하고 한국표 과학연구원의 CRM 제조실로 운반하여

폴리 로필 필름 에 고르게 펴고 약 10일 정도 자연 건조하 다.시료 자

연건조 과정에서 굵은 입자와 덩어리는 골라내었으며,자연건조 후 질량은 채

취량에 비해 약 15%～18% 정도 감소되었다.

(3)1차 건조 시료는 2mm 체를 사용하여 체 거름하 다.체 거름 후

Tefloncoatedtray에 약 2cm 두께로 고르게 펴고 50oC건조 오 에서 22

시간 건조하 다.건조 후 시료 의 수분함량은 약 0.6% 정도로 조사되었다.

체 거름한 시료는 Airjetmill(HosogaAlpine,100AFG,German)를 이용하

여 입자 크기가 70μm 이하가 되도록 미분하 다.분쇄된 시료는 내용 100

L이고 내면이 Teflon피복된 V-mixer( 가분체 V-100L)에 약 60kg정도

씩 취하여 회 속도 15rpm에서 10시간 혼합하여 균질화 하 다.균질화가

완료된 시료는 125mLwidemouth갈색 유리병 (Fisher#02-911-440)에 50g

씩 병입하 다.모든 시료병은 미리 묽은 산 탈이온수로 세척 후 청정 건

조하 으며,병입에 사용된 모든 기구(깔때기,스 등)는 세척된 plastic제품

을 이용하 다. 각 시료병에는 병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가 기록된 라벨을

부착하 다.

나.시료 균질도 평가 방법 확립

(1)한국표 과학연구원에서 제공받은 10병의 SJK 미분말시료를 기기 성자

방사화 분석법으로 As,Na,Fe,Co,Th과 같은 높은 분석 감도를 갖는 원소

를 정량하 다.병당 3개의 시료를 비 하 으며 분석 시료양은 100mg내

외 이었다.As,Na원소 분석을 하여 1분 동안 성자 조사한 후 약 2일

냉각 후에 700 동안 측정하 으며 Co,Fe,Th원소 분석을 하여는 30분

조사 20일을 냉각 후에 10000 측정 하여 감마선 계측 불확도를 1% 내외로

유지하 다. 한 시료 조사시의 성자속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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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No.

As Na

분석값 ERR(%) Mean RSD(%) 분석값 ERR(%) Mean RSD(%)

6

3354 0.43 

3335 0.82 

1904 1.20 

1896 0.526 3347 0.44 1885 1.07 

3304 0.37 1899 0.91 

7

3423 0.41 

3361 1.68 

1951 0.96 

1899 2.601 3313 0.33 1853 0.78 

3346 0.25 1891 0.59 

8

3320 0.42 

3304 0.95 

1906 1.00 

1882 1.461 3324 0.43 1889 1.05 

3268 0.43 1852 1.07 

9

3558 0.42 

3405 3.95 

1996 1.06 

1924 3.260 3304 0.43 1881 1.07 

3354 0.42 1894 1.07 

10

3318 0.39 

3281 1.05 

1909 0.98 

1873 1.651 3273 0.43 1855 1.07 

3250 0.42 1856 1.06 

11

3357 0.42 

3315 1.67 

1933 1.06 

1904 2.908 3336 0.42 1939 1.07 

3252 0.40 1840 1.04 

12

3387 0.41 

3352 0.92 

1904 1.06 

1870 1.632 3341 0.40 1859 1.06 

3328 0.41 1846 1.05 

13

3251 0.39 

3285 1.52 

1834 0.89 

1863 1.559 3342 0.33 1893 0.79 

3261 0.48 1862 1.14 

14

3361 0.41 

3312 1.30 

1930 0.93 

1888 1.992 3281 0.32 1857 0.74 

3293 0.44 1877 0.99 

15

3306 0.40 

3334 0.83 

1834 0.92 

1871 1.783 3335 0.39 1880 0.89 

3361 0.47 1898 1.11 

하여 각 시료마다 3개의 Fe-monitor를 사용하여 열 성자속을 결정하 다.

분석결과를 Table77와 78에 정리하 다.

Table77.AnalyticalresultsofAs,NaincontaminatedsoilbyI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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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No.

Co Fe Th

분석값
ERR

(%)
Mean

RSD

(%)
분석값

ERR

(%)
Mean

RSD

(%)
분석값

ERR

(%)
Mean

RSD

(%)

6

5.132 1.64

5.18 1.08 

41390 0.4

40827 1.60 

8.08 1.26

8.01 0.79 5.164 1.65 40110 0.42 7.95 1.26

5.241 1.15 40980 0.31 8.01 0.87

7

5.231 2.03

5.16 2.70 

41450 0.47

40763 2.54 

8.14 1.22

8.01 2.44 5.253 1.33 41270 0.34 8.10 1.08

5.001 1.9 39570 0.5 7.78 1.65

8

5.526 1.19

5.41 2.27 

42590 0.29

42097 2.30 

8.25 0.95

8.17 1.83 5.281 1.19 40980 0.3 8.00 1.08

5.411 1.96 42720 0.47 8.26 1.5

9

5.375 1.74

5.21 2.70 

42130 0.44

40960 2.48 

8.67 1.52

8.16 5.43 5.148 1.18 40340 0.32 7.95 0.96

5.118 1.75 40410 0.48 7.87 1.39

10

5.298 1.86

5.13 4.57 

40430 0.49

40317 0.93 

7.98 1.6

7.88 3.26 4.863 2.41 39900 0.53 7.59 1.8

5.232 1.37 40620 0.39 8.07 1.09

11

4.958 2.44

5.12 3.42 

40540 0.58

40920 0.81 

7.86 1.73

7.99 1.43 5.306 1.35 41080 0.36 8.08 1.47

5.1 1.43 41140 0.36 8.04 1.26

12

4.94 2.65

5.15 3.95 

39990 0.51

39497 1.50 

7.74 1.58

7.64 2.53 5.345 1.74 39660 0.39 7.77 1.25

5.174 2.04 38840 0.49 7.42 1.6

13

5.093 1.13

5.10 3.21 

40250 0.26

40530 2.42 

7.96 0.72

7.99 3.19 4.946 1.79 39720 0.36 7.74 0.96

5.273 1.94 41620 0.4 8.25 1.18

14

5.302 1.61

5.35 1.61 

41580 0.38

41450 0.36 

8.26 1.05

8.15 1.76 5.453 1.09 41480 0.28 8.19 0.72

5.305 1.48 41290 0.35 7.98 0.83

15

5.059 1.47

5.11 1.26 

40270 0.32

40523 0.66 

7.87 0.95

7.92 0.73 5.085 1.86 40800 0.43 7.98 1.14

5.181 2.06 40500 0.47 7.92 1.45

Table78.AnalyticalresultsofCo,Fe,ThincontaminatedsoilbyINAA

(2)표 시료 비물질의 균질도 평가방법은 ISO35의 지침을 용하여 분산 분

석법 의 일원배치법을 용하 다.이 통계 추정방법은 병내의 분산이 병

간의 분산보다 작으면 시료의 균질도가 확보된다.즉 유의수 5%에서의 F비

기각치보다 변동요인(병간 균질도)의 F비 값이 작으면 병간 균질도와 병내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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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에 한 분산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38435.09 9 4270.565 1.280247 0.306423 2.392814

잔차 66714.73 20 3335.737

계 105149.8 29

Na에 한 분산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9546.624 9 1060.736 0.68205 0.716422 2.392814

잔차 31104.33 20 1555.217

계 40650.96 29

Co에 한 분산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0.29505 9 0.032783 1.472035 0.224853 2.392814

잔차 0.445415 20 0.022271

계 0.740465 29

Fe에 한 분산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12678817 9 1408757 2.749653 0.028567 2.392814

잔차 10246800 20 512340

계 22925617 29

Th에 한 분산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병간) 0.673009 9 0.074779 1.603855 0.181166 2.392814

잔차(병내) 0.932488 20 0.046624

계 1.605497 29

질도가 통계 으로 유 하지 않다고 해석된다.Table77와 78의 분석데이터에

한 일원배치법을 용한 결과를 Table79에 정리 하 다.선택한 5개 원소

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병간균질도와 병내 균질도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79.ANOVAtestfor5elementsanalyzedbyI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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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시료의

감마선측정

시료의

Flux

표 물

감마선측정

표 물

Flux

표 물

인증값

시료 기인

불확도

표 물기인

불확도

체

불확도(%)

As 0.25~0.48 0.55~1.23 0.59~ 1.20 0.64~2.13 3.05 0.69~1.29 3.12~3.85 3.22~3.95

Na 0.59~1.20 0.55~1.23 0.17~ 0.41 0.64~2.13 2.64 0.92~1.52 2.73~3.41 2.93~3.66

Co 1.09~2.65 0.34~1.04 0.75~ 1.23 0.24~1.03 1.59 1.23~2.76 1.77~2.24 2.16~3.44

Fe 0.26~0.58 0.34~1.04 0.34~ 0.59 0.24~1.03 1.26 0.47~1.11 1.33~1.72 1.41~1.99

Th 0.72~1.80 0.34~1.04 0.87~ 1.71 0.24~1.03 0.89 1.02~2.05 1.41~2.07 1.74~2.72

다.측정 불확도 평가 개선

(1)모든 정량분석방법에 의한 결과값은 측정하고자 하는 상의 이상 인 참값

에 한 추정값이며,이 값은 계통오차나 우연오차의 원인에 의해 참값으로부

터 벗어나게 된다. 재 시험 분석의 결과(성 서)는 생산품의 규격 합성

단,환경오염 련 법안에 의한 규제 등에 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에 한 신뢰성의 척도로 불확도가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모든 최종 분석값

은 시료채취에서부터 데이터분석에 이르기까지의 체 과정에서의 불확도를

고려하여 신뢰도를 추정함으로써 자신의 분석결과에 한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 실험과정에서의 요한 불확도 요인들을 정의하

고 평가하여 신뢰성 있는 정확한 분석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2)일반 으로 표 물질의 인증값 한 95% 수 의 확장 불확도 값 표시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성자 방사화 분석법으로 분석한 5개 원소(As,Na,Co,

Fe,Th)에 한 상 표 불확도를 평가하 다.이를 평가하기 하여 1)시

료의 감마선 측정 불확도,2)시료의 Flux불확도,3)표 물의 감마선 측정불확

도,4)표 물의 Flux불확도,5)표 물의 인증값 불확도와 같은 5개의 주요 불

확도 인자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이에 한 결과를 Table80에 정리하

다.Table80에서 보면 정량값에 한 불확도를 개선하기 해서는 표 물의

인증값에 한 불확도를 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이를 해서는 기 물

의 제조경험이 많은 표 과학연구원과의 지속 인 력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able80.Relativeuncertaintyfor5elementsanalyzedbyI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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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핵종
감마선에 지

(keV)
장수명 핵종

감마선에 지

(keV)

Sm-153 103 Ce-141 145

Mo-99 140 Yb-169 197

Lu-177 208 Se-75 264

U-239L 277 Hg-203 279

Cd-115 336 Th-233 311

Au-198 411 Ir-192 316

W-187 479 Cr-51 320

Pt-191 539 Sn-113 391

7.NAA를 이용한 산업재료(고순도 Si,미래원자력재료 등) 의 극미량 불순물

(검출한계 30% 이상 개선)분석

가.고순도 폴리실리콘시료 의 40여종의 불순물 원소에 한 정량기법 확립

검출한계값 결정

(1)연구개요 : 재 폴리실리콘은 반도체나 태양 지를 제조하기 한 핵심소재

로서 특히 태양 발 산업의 증 와 함께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폴리

실리콘내의 불순물의 함유량은 태양 지로서의 에 지 변환 효율에 크게

향을 다고 알려져 있어 폴리실리콘의 순도는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한

요한 결정요인이다. 성자 방사화 분석법은 원소별 상 함유량에 한 검

출피크의 면 을 산출할 수 있는 분석기술이며 비 괴 분석법으로서 화

학시약내의 불순원소의 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농도범 에 따른 검정선이

필요하지 않고 매질에 따른 간섭/보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 을 갖고 있다.

특히 고순도 Si의 경우에는 최상의 분석 민감도를 달성할 수 있어 40여종

이상의 극미량 불순물의 정량에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

(2)분석시료의 비 :분석용 고순도 Si시료는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로부터 제공

받았으며 극미량 불순물 분석을 해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동 원소 생산용 조사공에서 40여 시간 성자 조사하 다.방사화

된 시료는 외부 오염을 최소화하기 하여 혼합산과 순수로 표면 etching

세척을 수차례 반복하 다.표면오염이 제거된 시료는 콤 턴 억제 검출

장치를 사용하여 목 핵종에 따라 총 4회 측정하 다.

(3)분석을 한 목 핵종 :Si시료 의 존재하는 극미량 불순원소 검출이

불가한 원소들에 한 검출한계를 계산하기 한 목 핵종을 표 Table81에

정리하 다. 수명 핵종은 17개,장수명 핵종은 23개로서 총 40개를 분석을

한 측정핵종으로 선별하 으며 각각에 한 감마선 에 지를 나타내었다.

Table81.TargetnuclidesforpolysiliconusingI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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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76 559 Hf-181 482

Br-82 776 Ba-131 496

Ga-72 834 Nd-147 531

Ca-47 1297 Ag-110m 675

Cu-64 1345 Zr-95 756

Na-24 1368 Cs-134 795

Ni-65 1481 Tb-160 879

K-42 1524 Sc-46 889

La-140 1596 Rb-86 1076

Fe-59 1099

Zn-65 1115

Ta-182 1221

Co-60 1332

Eu-152 1408

Sb-124 1690

원소 검출한계(ppb) 원소 검출한계(ppb)

Ag 0.0017 Lu 0.00022

As 0.00070 Mo 0.013

Au 0.000019 Na 0.0052

(4)검출한계의 추정 :측정스펙트럼과 목 핵종의 감마선 피이크의 바탕계수치

로부터 40개의 원소에 한 검출한계를 계산하 다.검출한계의 산출은 아래

의 수식을 사용하 다.

검출한계,LD=2.71+4.65(CB)
½

검출한계는 시료 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함량에 기인하는 바탕선의 높낮이

에 따라 변동하며 측정조건에 따라서는 향이 있으므로 효과 인 최선의

분석조건의 설정을 하여 비실험이 필수 이다.Table82에는 본 실험조

건에서 얻어진 각 원소들에 한 최 검출한계를 알 벳 순으로 정리하

다.결과 으로 40개의 원소에 한 검출한계를 계산한 결과,Ir,Au,Sc,

Sm,Eu,Lu,Hf,La,Tb,Th,Sb,Yb,Cs,Co,As,Ta,Hg은 1ppt이하,Br,

W,Ag,Ce,Se,U,Ga,Cu,Na은 1ppt～10ppt,Mo,Zn,Rb,Nd,Cd은

10ppt～100ppt,Ba,Zr,Fe,K,Sn,Pt은 100ppt～ 1ppb,Ca,Ni은 1ppb

～ 10ppb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Table82.Detectionlimitsfor40elementsinapolysilicon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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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0.12 Nd 0.016

Br 0.0011 Ni 8.75

Ca 5.25 Pt 0.70

Cd 0.027 Rb 0.016

Ce 0.0021 Sb 0.00040

Co 0.00049 Sc 0.000025

Cr 0.0033 Se 0.0036

Cs 0.00047 Sm 0.000047

Cu 0.0049 Sn 0.43

Eu 0.00016 Ta 0.00077

Fe 0.26 Tb 0.00031

Ga 0.0042 Th 0.00032

Hf 0.00027 U 0.0042

Hg 0.0010 W 0.0012

Ir 0.000005 Yb 0.00042

K 0.28 Zn 0.014

La 0.00028 Zr 0.18

(5)정량기법 확립 :시료 에 실제로 존재하는 원소의 정량분석을 해서는 비

교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사화분석의 정량방법이나 비교법을

한 표 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법을 사용하여 정량이 가능하다.그러나 이

번 고순도 Si시료의 경우에는 일반 인 방사화 분석용 시료와의 다른 형태와

매질의 특수성 때문에 법을 용한 원소정량을 해서는 열 성자 자기

차폐 효과와 검출효율의 보정이 필수 이다.특히 검출효율의 보정을 해서

는 감마선 감쇠효과와 기하학 차이에 한 보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열 성자 자기차폐 효과와 시료의 기하학 효과를 보정하기

하여 시료의 99.9%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Si의 방사화된 핵종인 Si-31의

1267keV를 기 으로 보정하여 손쉽고 효과 인 정량법을 확립하 다.즉

법 정량시에 꼭 필요한 열 성자속을 추가의 성자선속 측정 없이 Si-31

핵종으로 결정하여 목 분석원소들의 정량에 용하여 자동으로 보정되게

하 다. 한 감마선에 지에 따른 감쇠효과의 보정을 하여 자체 보유하고

있는 effectivesolidangle 로그램을 사용하여 보정계수를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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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4에는 직경 2cm와 높이 5cm인 원통형 Si시료에 한 감쇠 효과를

나타내었다.즉 최종 인 고순도 Si시료 의 극미량 원소의 함량값은 목 분

석 핵종의 감마선 에 지에 따라서 최 40%까지 보정이 필요하며 구해진 상

함수를 이용하여 보정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Figure44.Correctionforgamma-rayattenuationinapolysiliconsample.

나.원자력 재료(흑연,SiC시료)분석을 통한 검출 민감도 개선 연구

(1)흑연은 원자로 노심을 한 구조재료와 성자 감속재로써 그리고 구 인

측면반사체와 노심 지지구조물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실리콘 카바이드(SiC)는

기존의 실리콘이나 석 소재에 비해 열 도성과 내식성,내화학성이 좋고 열

팽창률이 낮아 반도체,항공,자동차,조선 원자력 재료 등 응용 범 가 넓

은 미래 핵심 소재로 각 받고 있다.

(2)분석목 용 시료는 정제된 흑연과 Aldrich사의 3N수 의 SiC로 정하 으며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방사화 분석용 조사공에,단수명 핵종을 해서는 1

분, ․장수명 핵종을 해서는 3시간 동안 성자 조사하 다.조사된 시료

는 한 냉각시간을 거쳐 반 동시 계수법과 일반 계수법으로 감마선을 측

정하여 스펙트럼을 획득하 으며 검출된 핵종의 방사능으로부터 법으로

불순물 원소를 정량하 으며 검출한계를 계산하 다

(3)흑연시료로부터 총 19개의 원소농도를 결정하 으며 검출한계와 함께 Table

83에 정리하 다.검출된 원소 에는 Cl이 3ppm수 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 으며 나머지 원소들은 1ppm이하로 나타났다. 한 일반과 반동시 계수

법의 검출한계값에 한 비교결과를 검출민감도 개선효과로서 Figure45에

정리하 다. 부분의 원소에서 30% 이상의 개선효과를 보 으며 Co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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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Nuclide

(Energy,keV)

Contents

(ppm)

DLby

Normalmode

(ppm)

DLby

Antimode

(ppm)

As As-76(657) 0.061 0.0025 0.0018

Ba Ba-131(496) 0.23 0.0610 0.0499

Cl Cl-38(1642) 2.94 0.1173 0.0892

Co Co-60(1332) 0.0016 0.0003 0.0001

Cr Cr-51(320) 0.276 0.0028 0.0020

Cs Cs-134(795) 0.0028 0.0003 0.0002

Fe Fe-59(1099) 0.22 0.0995 0.0676

Hf Hf-181(482) 0.0050 0.0002 0.0002

K K-42(1524) 0.34 0.0668 0.0441

Mo Mo-99(140) 0.049 0.0127 0.0095

Na Na-24(1368) 0.43 0.0011 0.0009

Sb Sb-124(1690) 0.10 0.0006 0.0005

Sc Sc-46(889) 0.00002 0.000010 0.000006

Se Se-75(264) 0.018 0.0029 0.0021

Ta Ta-182(1221) 0.0019 0.0003 0.0002

Th Th-233(311) 0.017 0.0003 0.0002

V V-52(1434) 0.00104 0.0006 0.0004

W W-187(685) 0.025 0.0005 0.0004

Zn Zn-65(1115) 0.044 0.0071 0.0047

에는 2배로서 최고를 나타냈다. 한 SiC 시료로부터 총 22개의 원소농도를

결정하 으며 검출한계와 함께 Table84에 정리하 다. 한 검출민감도 개

선효과로서 Figure46에 정리하 다. 부분의 원소에서 30% 이상의 개선효

과를 보 으며 Tb과 Zr의 경우에는 60%로서 최고를 나타냈다.

Table83.Analyticalresultsanddetectionlimitsfor19elementsinagraphite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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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Nuclide

(Energy,keV)

Contents

(ppm)

DLby

Normalmode

(ppm)

DLby

Antimode

(ppm)

As As-76(559) 0.066 0.0085 0.0067

Ba Ba-131(496) 5.91 0.38 0.27

Ce Ce-141(145) 1.64 0.0069 0.0056

Co Co-60(1332) 3.13 0.0021 0.0014

Cr Cr-51(320) 3.29 0.0129 0.0096

Eu Eu-152(1408) 0.013 0.0006 0.0004

Fe Fe-59(1099) 575 1.23 0.94

Ga Ga-72(834) 0.088 0.023 0.018

Hf Hf-181(482) 0.49 0.0012 0.0009

La La-140(1596) 1.42 0.0015 0.0010

Lu Lu-177(208) 0.027 0.0002 0.0002

Na Na-24(1368) 5.75 0.039 0.034

Nd Nd-147(531) 0.86 0.052 0.035

Sb Sb-122(564) 0.016 0.0015 0.0009

Sc Sc-46(889) 0.14 0.0002 0.0001

Sm Sm-153(103) 0.13 0.0009 0.0008

Ta Ta-182(1221) 0.022 0.0019 0.0014

Tb Tb-160(879) 0.022 0.0017 0.0010

Th Th-233(311) 0.24 0.0013 0.0010

Figure45.SensitivityimprovementforagraphitesamplebyComptonsuppressedNAA

Table84.Analyticalresultsanddetectionlimitsfor22elementsinaSiC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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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52(1434) 115 0.46 0.43

W W-187(685) 0.052 0.013 0.010

Zr Zr-95(756) 20.0 0.87 0.53

Figure46.SensitivityimprovementforaSiCsamplebyComptonsuppressedNAA

8.국제기술 력(IAEA,FNCA)과 공동연구

가.IAEA/RCA( 기환경연구)

(1)15개 회원국인 참여하고 있는 IAEA/RCA Project인 “Characterizationand

SourceIdentificationofParticulateAirPollutionintheAsianRegion”에 동

참하여 기분진(PM2.5/PM10)을 이용한 기환경오염 Monitoring연구를 수

행하 다.공단과 주거지역을 상(Figure47)으로 입자별,지역별,작업유무

별로 Black Carbon,분진,원소의 농도분포 측정(200시료/년),Enrichment

Factor,Correlation Coefficient의 계산 상 성 평가,SourceEmission,

SourceApportionment조사를 한 통계해석 (PMF2)을 하 다.

Figure47.AirsamplingsitesinDaejeoncity,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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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모니터링 자료는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 으로 기환경 연구자들에 의

해 공유 활용될 것이며,연구결과는 국가 기환경 리,인체보건 향 평가

에 활용할 수 있다.Figure48에 기분진,blackcarbon의 모니터링 결과를

나타냈다. 한 Figure49과 50에 보인 성분 분석결과와 PMF통계 로그램

을 이용하여 Figure51와 같이 오염원과 할당량을 추정하고,Figure52에

시한 바와 같이 기상자료와 함께 HYSPLIT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장거

리 이동에 한 정보도 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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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9.Totalannualmeanconcentration(ng/m3)oftheelementsinthefine

fractionattheindustrialsite.

Figure48.TimeseriesplotoftheAPM (FPM/CPM)andblackcarbonconcentration

attwosampling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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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0.Totalannualmeanconcentration(ng/m3)oftheelementsinthefine

fractionattheKAER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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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51.ApplicationofmonitoringdataforAPM sourceidentification

intheindustrial(a)andsuburban(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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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2.Estimationoflongdistancetransportationof

airpollutionsources.

(3)특히 2009년에는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1주간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

원자력교육훈련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주 에 IAEA 교육

과학기술부의 주최하에 “IAEA/RCA ExecutiveTechnicalMeetingonAsian

DustEventsandSourceProfiles”의 제목으로 회의를 개최하 다.주요 내용

은 1)황사에 련된 원소의 시기별 분석,2)데이터 셋에서 원소간 상 성 확

인,3)각 농도에 한 최소 검출한계와 신뢰성 있는 오차의 평가,4)HYSPLIT

역궤 그림 작성,5)CPF,PSCF의 소개 등이었다

(4) 2010년과 11년에는 아시아지역 기오염의 오염원 확인 특성화

(RAS/7015:2009-2010)사업의 책임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정과 기질 리에

서 기분진 오염의 연계성을 강조한 사업의 성취도와 황 평가,최종 지역

데이터베이스 검 활용방안 의,사업의 성공 완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 다.

나.FNCA(연구로이용 환경/보건시료분석)

(1)2007년 FNCA 회의는 일본의 MEXT 지원과 인도네시아 BATAN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9개국에서 2개의 분야(NAA,RRT)에 약 30여명이 참석하 다.

NAA분야에서는 각 참가국 표들이 환경시료( 기먼지와 해양환경시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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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Mean STD RSD(%)

Al 60092 1487 2.5

As 12.7 0.4 2.8

Ba 499 7 1.3

Ca 54807 1624 3.0

Ce 58.7 1.5 2.5

Co 10.7 0.3 2.5

Cr 66.5 2.8 4.3

Cs 5.29 0.18 3.4

Dy 5.47 0.27 4.9

Eu 1.02 0.02 1.5

Fe 26964 856 3.2

Hf 5.45 0.14 2.6

K 16638 570 3.4

La 31.8 1.5 4.7

Lu 0.43 0.03 6.0

Mg 14332 1831 12.8

Mn 608 9 1.5

Na 12506 480 3.8

Rb 83.1 3.8 4.6

Sb 1.23 0.13 10.5

Sc 9.72 0.28 2.8

Sm 5.17 0.25 4.9

Ta 0.77 0.03 3.8

Tb 0.66 0.06 8.9

Th 10.7 0.3 3.0

Ti 3985 139 3.5

V 73.2 3.3 4.5

Zn 68.7 1.9 2.8

니터링 분석에 한 각국의 수행보고서와 요약보고서를 발표하 다. 한

3개의 NIESCRM(NIESNo.15,Scallop,조개;NIESNo.23GreenTea,녹

차;CRM CJ-1,ChinaLoess(황토)에 한 roundrobintest에 한 결과를

2007년 12월까지 취합하여 비교하기로 하 다.우리 측에서는 이들에 한 분

석을 완료하여 데이터(Table85-87)를 송부하 다.

Table85.ResultsofRoundRobinTest(CRM CJ-1,ChinaLo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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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Mean STD RSD(%)

Al 21.4 1.5 7.2

As 3.78 0.26 6.9

Br 43.9 0.5 1.2

Ca 312 26 8.5

Cl 11095 221 2.0

Eu 1.11 0.04 3.7

K 17129 116 0.7

Mg 1804 141 7.8

Na 5858 101 1.7

Rb 7.81 0.11 1.4

Zn 57 2 3.6

Element Mean STD RSD(%)

Al 571 29 5.0

Br 4.87 0.20 4.0

Ca 2543 191 7.5

Cl 865 54 6.3

Cs 0.0970 0.0010 1.0

Fe 87.9 5.3 6.0

K 20053 285 1.4

La 0.183 0.022 11.8

Mg 1657 98 5.9

Mn 696 28 4.0

Na 18.9 1.0 5.2

Rb 16.4 0.5 3.2

Sc 0.0144 0.0005 3.8

Sm 0.022 0.006 26.9

Zn 32.9 0.4 1.3

Table86.ResultsofRoundRobinTest(NIESNo.15,Scallop).

Table87.ResultsofRoundRobinTest(NIESNo.23GreenTea).

(2)2008년에는 10월 14일에서 21일까지 베트남,달랏에서 열린 FNCA (Forum

forNuclearCooperation in Asia)2008Workshop on the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에 참석하 다.회의는 일본의 MEXT 지원과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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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3.AnalyticalresultsofmajorelementsinGinsengbyNAA.

NRI(Dalat)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NAA분야에서는 10개국이 참석하 다.이

회의에서 연구로 시설 NAA이용 황을 첫 번째로 발표하 으며 두 번째

로는 식품시료 에 한국인의 표 건강보조식품인 인삼분석(Figure53)

어린이 간식류에 한 한국의 연구 황과 결과를 발표하 으며 사업계획을

발표하 다. 한 이번 단계의 사업은 지질시료,식품시료,환경시료에 한

NAA 응용연구를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수행하기로 결정하 으며 한국은 식

품시료에 한 연구에 동참하기로 하 다.특히 호주(OPAL)는 이번 사업 단

계에 동참하여 지질시료에 한 력연구를 수행하기로 하 다

(3)2009년 회의는 일본의 MEXT 지원하에 아오모리(Aomori) 의 혼하치오네

(Hon-hachinohe)에서 2009.9.06-9.12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NAA분야에서는

총 10개국에서 15명이 참석하 다. 한 일본의 체 FNCA사업의

coordinator인 Dr.SueoMachi가 참석하여 FNCA의 체사업 황을 설명하

으며 회의 기간 동안 동석하여 질의 토론에 참여하 다.이번단계 NAA

사업의 3가지 세부 과제인 지화학 지도와 미네랄 탐사,식품시료에 한 오

염 측 해양 퇴 물의 환경오염 측에 하여 각 참가국 표들이 사업

수행결과를 발표하 다.한국은 식품시료에 한 오염감시 세부과제에 참여하

고 있으며 이 주제에 한 선도국가로서 이 주제에 참여하고 있는 6개국에서

발표한 내용 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 음. 한 2010년에 수행할 세부 과

제에 한 계획을 의하여 녹차를 공통시료로 선택하고 시료수집 분석결

과에 한 데이터 수집/비교를 하기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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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0년 FNCA 연구로 이용에 한 회의는 일본의 MEXT 지원하에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CAEA)와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CIAE)의 주 으로 국의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NAA분야에서는 총

10개국에서 14명이 참석하 다.한국은 식품시료에 한 오염감시 세부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주제에 한 선도국가로서 이 주제에 참여하고 있는 7개

국에서 발표한 내용 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 다. 한 공통 분석시료인

녹차시료 분석을 하여 서로 다른 3종의 차(Greentea,Blacktea,Barley

tea)를 시 에서 구입하여 Figure54와 같이 비하 으며 방사화 분석을 수

행하 다.이에 한 결과를 Table88에 정리하 다

Figure54.Preparationofthreekindsofteasamplesfor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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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Green

Tea

Infused

GreenTea

Black

Tea

Infused

BlackTea

Barley

Tea

Infused

Barley

Tea

Al 614.6 504.3 729.8 734.9 9.638 16.56

Ba N.D N.D 29.31 33.32 N.D N.D

Br 6.154 1.175 4.157 1.006 1.502 0.6

Ca 2778 3392 3570 4940 396.6 445.8

Ce N.D N.D 1.788 0.5342 N.D N.D

Cl 1438 185 610.2 62.47 1148 325.9

Co 0.261 0.066 0.324 0.146 0.025 0.026

Cr 0.157 0.226 4.722 6.134 0.596 0.474

Cs N.D N.D 0.5977 0.1422 N.D N.D

Cu N.D N.D N.D N.D 5.39 5.30

Fe 87 101 233 273 62 61

K(s) 17810 6542 17550 5799 3875 1708

La 0.11 0.13 0.69 0.73 N.D N.D

Mg 2811 2179 2028 1538 1328 1499

Mn 600 468 813 751 20 22

Na 62.8 40.9 32.0 36.3 106.1 32.4

Rb 13.8 4.2 87.5 18.2 5.9 2.3

Sc 0.0070 0.0068 0.0573 0.0654 0.0018 0.0013

Sm N.D N.D 0.072 0.065 N.D N.D

Th N.D N.D 0.057 0.053 N.D N.D

Yb N.D N.D 0.049 0.052 N.D N.D

Zn 32.1 22.2 23.6 19.6 37.0 37.7

Table88.Anayticalresultsofthreekindsoftea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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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미찹 발아 미 미
유기농
미 서리태콩 강낭콩 약콩

Al 0.82 0.90 2.02 2.45 8.97 2.90 15.69

As 0.186 0.226 0.218 0.191 <0.027 <0.022 <0.031

Br 0.22 0.33 0.24 0.31 0.94 0.33 0.67

Ca 108 235 124 125 1556 867 2732

Cl 228 193 227 228 58 179 50

Co 0.019 0.011 0.022 0.007 0.121 0.274 0.153

Cr 0.065 0.24 0.89 0.056 0.32 0.93 1.46

Cs 0.030 0.027 0.029 0.032 0.054 0.033 0.056

Cu 3.92 2.30 1.81 3.17 10.87 6.12 11.66

Fe 11.6 12.7 17.0 11.4 81.0 79.8 117.2

K 2675 2053 2655 2938 20255 17282 21603

Mg 1316 1457 1078 1730 2605 1995 2988

Mn 27.8 34.6 27.2 39.8 33.5 18.5 34.7

Na 7.59 25.4 10.3 11.0 5.19 1.29 4.59

Rb 6.68 5.51 4.60 6.14 16.46 7.51 8.68

Se 0.103 0.036 0.022 0.024 0.027 0.020 0.035

Zn 29.2 25.2 24.0 22.5 52.7 35.5 60.1

(4)2011년 회의는 일본의 MEXT(Ministry ofEducation,Culture,Sports,

ScieenceandTechnology)지원하에 호주 시드니의 ANSTO에서 2011년 11

월21일에서 24까지 개최되었으며 NAA 사업의 3가지 세부 과제 의 하나인

식품시료에 한 오염 측을 하여 2011년에 분석한 곡류시료에 한 결과

를 발표 하 다.선택한 곡류시료들로부터 총 17종의 원소를 정량할 수 있었

으며 Table89에 정리하 다.Figure55에는 유해원소로 알려진 As와 Cr에

한 시료별 원소함량을 비교하 으며 양 원소들인 Ca,Cu,Fe,K,Mg,Zn

의 농도는 콩류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2배에서 10배까지의 차이를 보

다.

Table89.AnayticalresultsofgrainsamplesforFNCA(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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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5.ComparisonofelementalcontentsforAsandCr

제 5 지발/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 융합 측정 체계 구축

이용연구

1.INAA/PGAA 측정분석 DB구축

가.표 물질 분석을 통한 원소별 검출한계 DB구축

(1)하나로 성자 방사화 분석 시험실에서는 2008년에 주 검출기로 효율 40%의

HPGe를 사용하고 보조검출기로는 BismuthGermanate섬 체 4개를 조합한

외경 125mm,내경 91mm의 섬 검출기를 사용하여 감마선 스펙트럼 백그라

운드 하를 한 콤 턴 억제 검출장치를 구성하 으며 비시험을 수행하

다.하나로 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PGAA)시스템은 2001년도에 구축되었

으며 주로 B,H 등의 원소에 한 정량분석 차를 확립하 으며 최근에

k0-PGAA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시 다원소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INAA와

PGAA는 가장 범용 인 방사화 분석 기술이며 두 기술은 상호보완 인 측면

을 갖고 있으므로 두 방법을 조합한 측정분석 체계의 구축은 효과 인 방사

화 분석의 활용을 해 매우 요하다

(2)본 연구에서는 INAA를 하여 일반계수법과 반동시 계수법으로 동시에 측

정된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다양한 매질에서의 원소별 검출한계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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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SRM
Sample
weight

Irradiation
time

Decay
time(min)

Counting
time(sec) Nuclidesdetected

1547-Peach
Leaves

100~130
mg

30sec 10,40 300,2000

Al-28,Ca-49,Mg-27,Ba-139,

Cl-38,K-42,Mn-56,Na-24,

Sr-87m

1548-TotalDiet 5sec 25 2000 Cl-38,K-42,Mn-56,Na-24

1566b-Oyster
Tissue 10sec 13,30 380,2000

Al-28,Ca-49,Br-80,Cl-38,K-42,

Mn-56,Na-24

1567a-Wheat
Flour 30sec 10,30 600,2000

Al-28,Ca-49,Mg-27,Br-80,

Cl-38,K-42,Mn-56,Na-24

1568a-Rice
Flour 30sec 6,32 400,1800

Al-28,Ca-49,Mg-27,Br-80,

Cl-38,K-42,Mn-56,Na-24

NISTSRM
Sample
weight

Irradiation
time

Decay
time
(day)

Counting
time(sec) Nuclidesdetected

1547-Peach
Leaves 125mg

2hrs

3.9,18 4000,40000

Br-82,K-42,La-140,Na-24,Sm-153,

Yb-175,Ba-131,Ce-141,Co-60,

Cr-51,Cs-134,Eu-152,Fe-59

,Hf-181,Lu-177,Nd-147,Rb-86,

Sc-46,Tb-160,Pa-233,Yb-169

1548-Total
Diet 270mg 5.9,20 40000,40000

Br-82,K-42,Na-24,Co-60,Cr-51,

Cs-134,Fe-59,Rb-86,Se-75,Zn-65

1566b-Oyster
Tissue 160mg 5,19 4000,40000

As-76,Br-82,K-42,La-140,Na-24,

Ag-110m,Co-60,Cr-51,Eu-152

,Fe-59,Rb-86,Sc-46,Se-75,Pa-233

1567a-Wheat
Flour 265mg 3.1,14 3000,40000

Br-82,K-42,Na-24,Sm-153,Fe-59,

Rb-86,Se-75,Zn-65

1568a-Rice
Flour 295mg 3.1,17 3000,40000

As-76,Br-82,K-42,Na-24,Co-60,

Fe-59,Rb-86,Se-75,Zn-65

콤 턴 억제 시스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한 PGAA로 검출 가능

한 원소들에 한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시료의 매질과 분석의뢰자의 요구에

따른 효과 인 분석계획 수립을 해 필수 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 다.이를 하여 미국표 연구소(NIST)에서 생산/ 매하고 있는 지질

생물 표 물질을 INAA와 PGAA의 분석조건에 따른 상 오차,검출한계 등을

정리하고 실제시료에 하여 용함으로서 유효성을 입증하려 하 다

(3)INAA의 생물 표 물질 5종 분석 비교평가 :NIST 생물 표 물질 5종

(1547-PeachLeaves,1548-TotalDiet,1566b-OysterTissue,1567a-Wheat

Flour,1568a-RiceFlour)을 INAA와 PGAA로 분석하 다.Table90과 91에

단시간 조사와 장시간 조사에 의한 INAA의 분석조건을 정리하 다.

Table90.Analyticalconditionsofshort-livednuclidesforbiologicalSRMs.

Table91.Analyticalconditionsofmedium/long-livednuclidesforbiologicalS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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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Energy Range Average
No.of
detection

Ba-139 165 1.62 1.62 1

Sr-87m 387 1.42 1.42 1

Br-80 617 1.54∼ 3.25 2.43 3

Mn-56 847 1.50 1.50 1

Mg-27 1014 1.17∼ 1.38 1.27 3

Na-24 1368 1.43∼ 1.53 1.48 2

K-42 1524 1.39∼ 2.30 1.69 5

Cl-38 1642 1.30∼ 1.42 1.37 5

Al-28 1779 0.93∼ 2.35 1.55 4

Mn-56 1810 1.52∼ 1.77 1.65 4

Ca-49 3084 0.32∼ 4.82 1.97 4

Nuclide Energy Range Average
No.of
detection

Sm-153 103 1.22∼ 1.32 1.27 2

Yb-175 396 1.26 1.26 1

Br-82 554 1.24∼ 1.87 1.63 3

As-76 559 1.65∼ 3.07 2.36 2

Br-82 776 1.38∼ 1.62 1.50 2

Na-24 1368 1.61∼ 1.72 1.67 2

K-42 1524 1.26∼ 1.92 1.53 5

La-140 1596 1.09∼ 1.52 1.30 2

5종의 NIST SRM에 한 상기의 분석조건하에서 일반계수법과 반 동시 계

수법으로 측정된 스펙트럼을 분석하 다.검출핵종과 에 지에 따른 신호

잡음비를 근거로 콤 턴 억제 분 기에 의한 advantagefactor를 산출하 다.

이에 한 결과를 Table92-94에 요약 정리하 다.

Table92.Advantagefactorforshort-livednuclidesforbiologicalSRMs

Table93.Advantagefactorformedium-livednuclidesforbiologicalS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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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Energy Range Average
No.of
detection

Ce-141 145 1.30 1.30 1

Yb-169 198 1.46 1.46 1

Lu-177 208 1.58 1.58 1

Se-75 264 1.07∼ 1.58 1.23 4

Pa-233 312 1.41∼ 1.62 1.52 2

Cr-51 320 1.16∼ 1.52 1.32 3

Hf-181 482 1.72 1.72 1

Ba-131 496 1.96 1.96 1

Nd-147 531 2.13 2.13 1

Ag-110m 657 1.59 1.59 1

Cs-134 796 1.68∼ 2.95 2.31 2

Tb-160 879 1.92 1.92 1

Sc-46 889 1.38∼ 1.53 1.46 2

Rb-86 1076 1.03∼ 2.23 1.60 5

Fe-59 1099 1.05∼ 2.73 1.87 5

Zn-65 1115 1.17∼ 2.26 1.58 3

Co-60 1332 0.91∼ 2.35 1.66 4

Eu-152 1408 1.20∼ 2.06 1.63 2

Table94.Advantagefactorforlong-livednuclidesforbiologicalSRMs.

단시간 조사에서 검출한 11개 핵종의 advantage factor의 범 는

1.27(Mg-27,1014kev)에서 2.43(Br-80,617keV)이었다.장시간 조사에 의한

측정/검출된 8개의 수명 핵종에 한 advantage factor의 범 는

1.26(Yb-175,396keV)에서 2.36(As-76,559keV)이었으며 18개의 장수명 핵종

의 advantagefactor는 1.23(Se-75,264keV)에서 2.31(Cs-134,796keV)의 범

를 보 다.결론 으로 반동시 계수법을 사용한 콤 턴 억제 분 기를 사용하

면 일반 계수법보다 높은 신호 잡음비를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하 다. 한

Table95와 96에는 단시간 장시간 조사에 따른 반동시 계수법과 일반계수

법에 의해 검출된 핵종(원소)들에 한 Currie검출한계값을 산출하 으며 상

호 비교결과를 요약하 다.단 반감기 핵종들의 경우에는 반 동시 계수법에

의한 바탕선 감이 없는 Ca-49(3084keV)를 제외하고는 최 30% 이상의 검

출한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되었으며 장반감기 핵종들의 경우에도

부분 검출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이상의 결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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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M Name Nuclide
Anti-mode
(ppm)

Normal
(ppm) Normal/Anti

1547-Peach
Leaves

Al-28 6.75 8.17 1.21

Ca-49 149 222 1.49

Mg-27 273 302 1.11

Ba-139 23.6 30.9 1.31

Cl-38 18.1 21.4 1.19

K-42 288 389 1.35

Mn-56 0.46 0.61 1.34

Na-24 5.65 7.62 1.35

Sr-87m 39.4 52.4 1.33

1548-TotalDiet

Cl-38 56.0 66.6 1.19

K-42 864 1033 1.20

Mn-56 0.34 0.42 1.25

Na-24 27.6 34.9 1.26

1566b-Oyster
Tissue

Al-28 31.7 43.3 1.36

Ca-49 123 233 1.89

Br-80 5.33 6.76 1.27

Cl-38 36.5 42.0 1.15

K-42 512 604 1.18

Mn-56 0.95 1.28 1.35

Na-24 15.8 19.3 1.22

1567a-Wheat
Flour

Al-28 1.47 1.73 1.18

Ca-49 23.5 17.0 0.72

Mg-27 44.0 51.7 1.18

Br-80 0.77 1.15 1.49

Cl-38 4.69 5.69 1.21

K-42 75.3 91.7 1.22

Mn-56 0.14 0.18 1.29

Na-24 1.74 2.46 1.41

1568a-Rice
Flour

Al-28 0.47 0.59 1.25

Ca-49 11.6 6.5 0.56

Mg-27 29.7 35.2 1.19

Br-80 0.81 1.28 1.57

Cl-38 3.78 4.53 1.20

K-42 55.0 78.5 1.43

Mn-56 0.11 0.14 1.28

Na-24 1.25 1.86 1.49

검출민감도의 개선효과는 시료 매질,목 핵종,측정시의 시료 치의 향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측정시의 시료 치가 주 검출기로부

터 멀어지면 개선효과가 극 화 될 수 있으나 측정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효

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Table95.Detectionlimitsofshort-livednuclidesforbiologicalS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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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M Name Nuclide
Anti-mode
(ppm)

Normal
(ppm) Normal/Anti

1547-Peach
Leaves

Ba-131 3.85 5.15 1.34

Br-82 0.19 0.22 1.17

Ce-141 0.10 0.13 1.24

Co-60 0.007 0.010 1.42

Cr-51 0.12 0.15 1.22

Cs-134 0.013 0.021 1.66

Eu-152 0.0039 0.0047 1.19

Fe-59 6.44 7.44 1.15

Hf-181 0.009 0.011 1.27

K-42 76.76 78.02 1.02

La-140 0.039 0.040 1.02

Lu-177 0.004 0.006 1.25

Na-24 0.86 0.94 1.10

Nd-147 0.53 0.71 1.36

Rb-86 0.42 0.51 1.24

Sc-46 0.001 0.001 1.21

Sm-153 0.009 0.009 1.07

Tb-160 0.009 0.012 1.34

Th-233 0.011 0.014 1.26

Yb-169 0.018 0.024 1.32

Yb-175 0.08 0.10 1.19

1548-TotalDiet

Br-82 0.11 0.16 1.41

Co-60 0.0027 0.0024 0.90

Cr-51 0.081 0.087 1.06

Cs-134 0.006 0.008 1.42

Fe-59 2.05 2.29 1.12

K-42 218 280 1.28

Na-24 2.15 2.71 1.26

Rb-86 0.17 0.17 0.98

Se-75 0.10 0.11 1.11

Zn-65 0.21 0.19 0.90

1566b-Oyster
Tissue

Ag-110m 0.10 0.15 1.48

As-76 0.36 0.46 1.25

Br-82 0.42 0.56 1.34

Co-60 0.005 0.007 1.28

Cr-51 0.23 0.29 1.29

Eu-152 0.002 0.002 0.97

Fe-59 12.72 10.98 0.86

K-42 277 361 1.30

Table96.Detectionlimitsofmedium/long-livednuclidesforbiologicalS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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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140 0.05 0.07 1.36

Na-24 3.44 4.47 1.30

Rb-86 0.77 0.67 0.86

Sc-46 0.003 0.003 1.15

Se-75 0.25 0.33 1.35

Th-233 0.02 0.03 1.23

1567a-Wheat
Flour

Br-82 0.044 0.063 1.43

Fe-59 1.31 1.80 1.37

K-42 7.11 7.63 1.07

Na-24 0.11 0.11 1.06

Rb-86 0.09 0.11 1.18

Se-75 0.07 0.08 1.17

Sm-153 0.002 0.002 1.09

Zn-65 0.13 0.17 1.24

1568a-Rice
Flour

As-76 0.023 0.034 1.44

Br-82 0.042 0.052 1.26

Co-60 0.002 0.002 1.11

Fe-59 1.51 1.66 1.10

K-42 6.91 7.26 1.05

Na-24 0.10 0.11 1.07

Rb-86 0.13 0.13 0.93

Se-75 0.069 0.075 1.09

Zn-65 0.17 0.16 0.95

(4)PGAA의 생물 표 물질 7종 분석 평가 :NIST SRM 1547(Peach

leaves),1573a(Tomatoleaves),1570a(Traceelementsinspinachleaves),

1566b(Oystertissue),1548a(Typicaldiet),1567a(Wheatflour),1568a(Rice

flour)의 7종이었으며 각 표 시료는 동일한 치에서 3회 반복 분석하 다.

Table97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 물질 시료의 정보와 분석목 원소,측정

조건을 나타내었다.표 시료에 한 감마선 스펙트럼은 30000 동안 연속

으로 측정되었으며 시료조사 치에서의 성자속은 7.9x10
7
cm

-2
s
-1
이고

감마선 분 분석을 하여 감마선 계측 시스템은 표 감마선원 (NEN

ProductsInc.,NES-602,1"diameterdisc-type)으로 교정된 측정시스템을 사

용하 으며 43% relative efficiency와 1332 keV에서 1.9 keV resolution

(FWHM)을 갖는다.즉발감마선의 측정,검출기의 에 지 효율검정,peak

identification을 해 GammaVisionsoftware(EG&G ORTEC)를 사용하

으며 HYPERMET code를 용하여 함량원소의 정량분석을 수행하는

HYPERGAM 분석 로그램을 사용하 다.측정시료는 약 1000mg을 0.1M

질산에 세척한 테 론 바이알에 넣고 하 다.PGAA 분석법의 불확도 요

인은 감마선 peak의 첩에 의한 방해 향(spectralinterference)과 감마선



- 154 -

Certified referencematerials Sample

Wgt.
Targetelements

Counting

timeSampleID Samplematrix

NISTSRM 1547 Peachleaves 611.4 Ca,K,B,Cl,Fe

30000sec

NISTSRM 1573a Tomatoleaves 722.9 Ca,K,B,Fe,H

NISTSRM 1570a
Traceelementsin

spinach
680.6 Ca,K,Na,B

NISTSRM 1566b Oystertissue 871.9 Ca,Cl,K,S,Fe

NISTSRM 1548a Typicaldiet 901.2 Ca,Cl,K,S,B

NISTSRM 1567a Wheatflour 1179.6 Ca,K,S,Cl

NISTSRM 1568a Riceflour 1528.6 Ca,K,S

background의 상승에 따른 peak의 묻힘 상이 표 이다.후자는 분석결과

의 정확도와 정 도 검출한계와 같은 분석 품질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치에서의 측정 시간에 따른 backgroundspectrum에 해 정

확하게 악하여야 한다.PGAA 시설에서 backgroundspectrum은 검출기와

차폐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즉발감마선에서 주로 발생되며,조사장치 챔버의 충

진 가스 종류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따라서 background의 향을 평가하

기 하여 테 론 바이알을 이용하여 배경 spectrum을 측정하 다.배경

spectrum은 시료측정과 같은 조건으로 3회 이상 반복 측정하 다.Figure56

에는 backgroundspectrum을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표 98에는 목 원소의 감마선 countrate을 나타내었다.목 원소에 한

backgroundpeak의 계측율은 0.5cps이하이며 반복 계측한 결과의 상 표

편차는 H와 Cl이 각각 8.3%,7.3%이며 나머지 원소에서는 약 5%정도로 분석

의 정 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97.SummaryofanalyzedbiologicalSRMsforPGAA

Figure56.BackgroundspectrumsforPG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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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Energy

(keV)
Blank1 Blank2 Blank3 Blank4 Blank5 Mean

RSD

(%)

Fe 352 0.351 0.382 0.395 0.379 0.399 0.38 5.0

B 478 0.355 0.377 0.397 0.384 0.401 0.38 4.8

K 770 0.140 0.160 0.161 0.154 0.167 0.16 6.5

S 841 0.168 0.180 0.193 0.173 0.180 0.18 5.3

Na 874 0.140 0.158 0.153 0.147 0.158 0.15 5.2

Ca 1944 0.042 0.046 0.043 0.047 0.044 0.04 4.5

Cl 1951 0.047 0.051 0.045 0.046 0.053 0.05 7.3

H 2223 0.141 0.149 0.155 0.129 0.129 0.14 8.3

Table98.Beam backgroundcountratesofPGAA

7종의 NIST SRM을 반복 실험하여 계산된 상 오차와 상 표 편차를 분

석원소별로 Figure57에 나타내었다.그림에서 보면 생물시료 매질에서 상

오차는 20%내에서 원소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한편 상 표 편차는

Peachleaves의 Cl분석결과(9.2%)를 제외하면 모두 5% 범 로 분석되어 생

물시료 매질에서 Ca,Cl,H,K,S의 분석 결과는 안정 인 값을 보이는 것으

로 단된다.이러한 결과는 각 원소의 검출피크에서의 검출기 효율,분 학

방해 향 등에 의해 발생되는 시스템 편의에 의한 상 오차 값으로 각 원

소에 한 분석편의를 정 하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량보정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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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SRM
Sample
weight

Irradiation
time

Decay
time(min)

Counting
time(sec) Nuclidesdetected

1632C-Bituminous
Coal 100mg 3sec 15,25 350,1200

Al-28,Ba-139,Cl-38,Dy-165,

I-128,K-42,Mn-56,Na-24,

Sr-87m,Ti-51,V-52

2709-Sanjoaquin
Soil 90mg 3sec 20,40 300,1200

Al-28,Ba-139,Ca-49,Dy-165,

K-42,Mg-27,Mn-56,Na-24,

Ti-51,V-52

2711-Montana
Soil 90mg 3sec 20,40 320,1200

8704-Buffalo
RiverSediment 75mg 3sec 18,35 320,1200

Figure57.Analyticalresults(top:relativeerror,bottom:relativestandard

deviation)ofbiologicalCRMsbyPGAA

(5)INAA의 지질 표 물질 4종 분석 비교평가 :NIST 지질 표 물질 4종

(1632C-BituminousCoal,NIST 2709-SanjoaquinSoil,NIST 2711-Montana

SoilandNIST 8704-BuffaloRiverSediment)을 INAA와 PGAA로 분석하

다.Table99과 100에 단시간 조사와 장시간 조사에 의한 INAA의 분석조건

을 정리하 다.검출핵종과 에 지에 따른 신호 잡음비를 근거로 콤 턴 억

제 분 기에 의한 advantagefactor를 산출하 다.이에 한 결과를 Table

101-103에 요약 정리하 다.단시간 조사에서 검출한 13개 핵종의 advantage

factor의 범 는 1.06(Cl-38,1642kev)에서 2.95(Mg-27,1014keV)이었다.장

시간 조사에 의한 측정/검출된 9개의 수명 핵종에 한 advantagefactor의

범 는 1.28(La-140,1596keV)에서 2.63(Sb-122,564keV)이었으며 18개의 장

수명 핵종의 advantage factor는 1.40(Ta-182,1221keV)에서 3.30(Nd-147,

531keV)의 범 를 보 다.

Table99.Analyticalconditionsofshort-livednuclidesforgeologicalS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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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SRM
Sample
weight

Irradiation
time

Decay
time(day)

Counting
time(sec) Nuclidesdetected

1632C-Bituminous
Coal 390mg

60min

9.8,24 6000,40000 Sm-153,Lu-177,Yb-175,Au-198,

Br-82,Sb-122,Na-24,La-140,

As-76,Ce-141,Yb-169,Se-75,

Hg-203,Th-233,Cr-51,Hf-181

,Ba-131,Nd-147,Ag-110m,

Cs-134,Sc-46,Sc-86,Fe-59,

Co-60,Ta-182,Eu-152,Sb-124

2709-Sanjoaquin
Soil 325mg 10,25 4000,40000

2711-Montana
Soil 330mg 10,26 4000,40000

8704-Buffalo
RiverSediment 325mg 10,27 4000,40000

Nuclides
Energy

(keV)
Range Average

No.of

detection

Dy-165 95 1.06∼ 1.30 1.20 4

Ba-139 165 1.66∼ 2.53 2.22 4

Ti-51 320 1.31∼ 2.59 2.02 4

Sr-87m 387 1.82∼ 1.82 1.82 1

I-128 442 1.97∼ 1.97 1.97 1

Mg-27 1014 1.94∼ 3.98 2.95 3

Na-24 1368 1.54∼ 2.15 1.82 4

V-52 1434 2.42∼ 3.39 2.90 4

K-42 1524 1.69∼ 3.39 2.52 4

Cl-38 1642 1.06∼ 1.06 1.06 1

Al-28 1779 1.71∼ 2.99 2.21 4

Mn-56 1810 1.80∼ 2.50 2.12 4

Ca-49 3084 0.46∼ 3.58 1.69 3

Nuclides
Energy
(keV) Range Average

No.of

detection

Sm-153 103 1.16∼ 1.47 1.32 4

Lu-177 208 1.62∼ 1.86 1.73 4

Table100.Analyticalconditionsofmedium/long-livednuclidesforgeologicalSRMs.

Table101.Advantagefactorforshort-livednuclidesforgeologicalSRMs.

Table102.Advantagefactorformedium-livednuclidesforgeologicalS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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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175 396 1.96∼ 2.07 1.99 4

Au-198 411 1.87∼ 2.17 2.02 2

Br-82 554 1.65∼ 2.18 1.94 4

As-76 559 2.17∼ 2.87 2.54 4

Sb-122 564 2.24∼ 3.05 2.63 4

Na-24 1368 1.33∼ 1.69 1.55 3

La-140 1596 0.91∼ 1.52 1.28 4

Nuclides
Energy

(keV)
Range Average

No.of

detection

Ce-141 145 1.73∼ 2.15 1.98 4

Yb-169 198 1.64∼ 1.71 1.67 4

Se-75 264 1.48∼ 1.48 1.48 1

Hg-203 279 1.61∼ 1.93 1.82 3

Th-233 312 1.83∼ 2.34 2.18 4

Cr-51 320 1.96∼ 2.32 2.14 4

Hf-181 482 1.87∼ 3.18 2.41 4

Ba-131 496 2.38∼ 2.74 2.53 4

Nd-147 531 2.82∼ 3.95 3.30 4

Ag-110 657 1.70∼ 1.70 1.70 1

Cs-134 796 2.00∼ 2.25 2.13 4

Sc-46 889 1.73∼ 1.85 1.79 4

Rb-86 1076 1.51∼ 1.82 1.67 4

Fe-59 1099 1.62∼ 1.72 1.65 4

Co-60 1173 1.31∼ 1.64 1.50 4

Ta-182 1221 1.07∼ 1.72 1.40 4

Eu-152 1408 2.15∼ 2.45 2.26 4

Sb-124 1690 1.94∼ 3.35 2.41 4

Table103.Advantagefactorforlong-livednuclidesforgeologicalSRMs.



- 159 -

SRM Name Nuclides
Anti-mode

(ppm)

Normal-mode

(ppm)
Normal/Anti

1632C-

Bituminous

Coal

Al-28 77 92 1.19

Ba-139 9.37 14.89 1.59

Cl-38 18.9 17.3 0.91

Dy-165 0.043 0.043 0.99

I-128 1.04 1.36 1.31

K-42 294 336 1.14

Mn-56 0.54 0.65 1.22

Na-24 8.4 9.8 1.16

Sr-87m 20.1 26.6 1.32

Ti-51 133 180 1.35

V-52 1.06 1.65 1.56

2709-

Sanjoaquin

Soil

Al-28 641 952 1.49

Ba-139 125 179 1.43

Ca-49 834 1500 1.80

Dy-165 0.474 0.502 1.06

K-42 1481 2419 1.63

Mg-27 2066 3277 1.59

Mn-56 3.26 5.01 1.54

Na-24 50.5 66.0 1.31

Ti-51 721 945 1.31

V-52 5.64 8.76 1.55

2711-

Montana

Soil

Al-28 785 1348 1.72

Ba-139 120 203 1.69

Ca-49 1343 1354 1.01

Dy-165 0.455 0.533 1.17

K-42 1332 2410 1.81

Mg-27 2158 3167 1.47

Mn-56 3.25 5.41 1.67

Table104와 105에는 단시간 장시간 조사에 따른 반 동시 계수법과 일반

계수법에 의해 검출된 핵종(원소)들에 한 산출된 검출한계값에 한 상호

비교결과를 요약하 다.단 반감기 핵종들의 경우에는 반 동시 계수법에 의한

바탕선 감이 없는 Ca-49(3084keV)를 제외하고는 평균 40%의 검출한계 개

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되었으며 장반감기 핵종들의 경우에는 평균 55%의

검출 민감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Table104.Detectionlimitsofshort-livednuclidesforgeologicalS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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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4 45.1 69.5 1.54

Ti-51 789 1141 1.45

V-52 6.00 9.96 1.66

8704-

BuffaloRiver

Sediement

Al-28 469 609 1.30

Ba-139 127 190 1.49

Ca-49 1278 866 0.68

Dy-165 0.472 0.552 1.17

K-42 1605 2445 1.52

Mg-27 1850 3181 1.72

Mn-56 3.40 4.94 1.45

Na-24 48.0 68.0 1.42

Ti-51 720 958 1.33

V-52 4.39 7.91 1.80

SRM Name Nuclides
Anti-mode

(ppm)

Normal-mode

(ppm)
Normal/Anti

1632C-

Bituminous

Coal

As-76 1.11 1.78 1.61

Ba-131 11.9 21.7 1.82

Br-82 0.60 1.04 1.72

Ce-141 0.12 0.22 1.84

Co-60 0.024 0.032 1.33

Cr-51 0.27 0.48 1.79

Cs-134 0.039 0.071 1.80

Eu-152 0.004 0.007 1.48

Fe-59 20.39 26.08 1.28

Hf-181 0.019 0.039 2.02

La-140 0.044 0.045 1.02

Lu-177 0.018 0.025 1.38

Nd-147 1.78 3.26 1.83

Rb-86 1.34 1.70 1.27

Sb-122 0.07 0.11 1.58

Sb-124 0.023 0.046 1.97

Sc-46 0.003 0.005 1.56

Se-75 0.25 0.43 1.73

Se-75 0.58 1.05 1.82

Sm-153 0.017 0.021 1.26

Ta-182 0.022 0.025 1.15

Th-233 0.027 0.048 1.80

Table105.Detectionlimitsofmedium/long-livednuclidesforgeologicalS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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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169 0.028 0.049 1.74

Yb-175 0.058 0.087 1.50

2709-

Sanjoaquin

Soil

As-76 2.58 4.19 1.62

Au-198 0.007 0.011 1.52

Ba-131 27.7 48.9 1.77

Br-82 1.44 2.20 1.54

Ce-141 0.25 0.44 1.80

Co-60 0.049 0.068 1.37

Cr-51 0.58 1.01 1.74

Cs-134 0.08 0.14 1.76

Eu-152 0.008 0.013 1.51

Fe-59 40.2 52.1 1.30

Hf-181 0.044 0.079 1.79

Hg-203 0.17 0.27 1.62

La-140 0.11 0.13 1.26

Lu-177 0.043 0.061 1.40

Na-24 166 228 1.37

Nd-147 3.55 7.25 2.04

Rb-86 2.76 3.55 1.29

Sb-122 0.16 0.29 1.77

Sb-124 0.07 0.10 1.52

Sc-46 0.007 0.010 1.57

Sm-153 0.041 0.051 1.26

Ta-182 0.044 0.054 1.22

Th-233 0.05 0.10 1.78

Yb-169 0.06 0.10 1.70

Yb-175 0.14 0.21 1.43

2711-

Montana

Soil

Ag-110m 0.30 0.56 1.86

As-76 2.97 4.49 1.51

Au-198 0.008 0.010 1.39

Ba-131 25.4 47.0 1.85

Br-82 1.46 2.22 1.52

Ce-141 0.27 0.47 1.75

Co-60 0.047 0.066 1.39

Cr-51 0.56 0.95 1.69

Cs-134 0.08 0.14 1.83

Eu-152 0.009 0.014 1.56

Fe-59 39.0 51.55 1.32

Hf-181 0.045 0.074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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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203 0.16 0.27 1.66

La-140 0.15 0.17 1.18

Lu-177 0.046 0.066 1.43

Na-24 219 289 1.32

Nd-147 3.77 6.48 1.72

Rb-86 2.75 3.65 1.33

Sb-122 0.19 0.31 1.57

Sb-124 0.07 0.11 1.63

Sc-46 0.006 0.010 1.51

Sm-153 0.050 0.058 1.16

Ta-182 0.042 0.056 1.34

Th-233 0.06 0.10 1.74

Yb-169 0.057 0.095 1.67

Yb-175 0.15 0.22 1.44

8704-

Buffalo

River

Sediment

As-76 2.97 4.61 1.55

Ba-131 29.9 54.3 1.81

Br-82 1.46 2.44 1.68

Ce-141 0.29 0.49 1.66

Co-60 0.054 0.068 1.26

Cr-51 0.64 1.05 1.64

Cs-134 0.09 0.15 1.71

Eu-152 0.009 0.014 1.47

Fe-59 45.2 58.4 1.29

Hf-181 0.051 0.081 1.58

Hg-203 0.17 0.27 1.62

La-140 0.11 0.15 1.30

Lu-177 0.046 0.065 1.42

Na-24 214 266 1.24

Nd-147 4.16 7.49 1.80

Rb-86 3.12 3.93 1.26

Sb-122 0.18 0.31 1.71

Sb-124 0.06 0.10 1.56

Sc-46 0.007 0.011 1.53

Sm-153 0.051 0.058 1.14

Ta-182 0.047 0.057 1.22

Th-233 0.06 0.10 1.60

Yb-169 0.06 0.10 1.69

Yb-175 0.15 0.22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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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referencematerials Sample

Wgt.
Targetelements

Counting

timeSampleID Samplematrix

NISTSRM 2709 SanJoaquinsoil 846.3 Ca,Mg,K,Si,Na

10000

sec

NISTSRM 2711 Montanasoil 909.8 Ca,K,Si,Na

NISTSRM 2586

Traceelementsin

soilcontainingLead

from paint

947.4 Ca,K,Si,Na

NISTSRM 2702
Inorganicsinmarine

sediment
927.5 Ca,K,Si

NISTSRM 1646a Estuarinesediment 1109.6 Ca,K,Si,Na

NISTSRM 2584
Traceelementin

indoordust
722.2 Ca,K,Si,Na

NISTSRM 2782 Industrialsludge 1003.8 Ca,K,Si,Na

(6)PGAA의 지질 표 물질 7종 분석 평가 :NISTSRM 2709(SanJoaquin

soil),2711(Montanasoil),2586(TraceelementsinsoilcontainingLead

from paint),2702 (Inorganics in marine sediments),1646a (Estuarine

sediment),2584(Traceelementinindoordust),2782(Industrialsludge)의

7종이었으며 각 표 시료는 동일한 치에서 3회 반복 분석하 다.Table106

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 물질 시료의 정보와 분석목 원소,측정 조건을

나타내었다.7종의 NIST SRM을 반복 실험하여 계산된 상 오차와 상 표

편차를 분석원소별로 Figure58에 나타내었다.그림에서 보면 환경 시료 매질

에서 상 오차는 20%내에서 원소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한편 상

표 편차는 Montana soil,Traceelementsin soilcontaining Lead from

paint,Estuarinesediment의 Na을 제외하면 모두 10% 이하의 범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106.SummaryofanalyzedgeologicalSRMsforPG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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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8.Analyticalresults(top:relativeerror,bottom:relativestandard

deviation)ofgeologicalSRMsbyPGAA

나.실제시료에 한 검출 민감도 개선

(1)우주식품 시료의 분석 용 :2008년 4월에 한국인인 사상 처음으로 우주선

에 탑승하 으며,기존의 외국인의 식성에 맞추어 개발된 외국산 우주식품 외

에 김치,밥,고추장,녹차,라면 등과 같이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한국산 우주

식품이 개발되어 우주생활동안 섭취한 바가 있으며,최근에 추가로 6종의 우

주식품이 개발되었으나 이들의 무기원소함량에 한 자료나 련 정보가 없

으므로 처음으로 비 괴 다원소 분석에 아주 유리한 성자 방사화 분석법을

이용하여 미량 성분원소를 정량하여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다.우주식품

으로 개발된 감마선 조사식품 6종은 ① 불고기, Bulgogi (marinated

barbecuedbeef),② 김치,Kimchi,③ 비빔밥,Bibimbap(mixedricewith

hotpepperpaste),④ 라면,Ramen,⑤ 오디 음료,Mulberrybeverage,⑥ 수

정과 음료,Fruitpunch이었다.우주식품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의 방사화 분석용 조사공에 설치된 공압이송장치를 이용하여 열 성자

(Φt:4.5x10
13
n/cm

2
·s,Rcd ～ 205)로 조사하 다.모든 시료는 기하학 오

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가능한 동일한 치에서 조사시켰으며 조사하는 동안

의 성자속의 변동을 모니터링하여 함량의 계산에서 보정인자로 이용하 다.

Table107에서 112에는 6종의 우주식품에서 일반계수법과 반 동시 계수법을

용하여 분석된 원소(핵종)들에 한 검출한계를 정리하 다.반 동시 계수

법을 사용하여 검출된 원소들 부분이 분석 민감도가 향상되었으며 Cs의 경

우에는 50% 이상의 검출한계 개선값을 나타내었다.이들 데이터는 유사한 식

품시료의 효율 인 분석을 한 요한 잣 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65 -

Element(nuclide)
Normal

(ppm)

Anti

(ppm)

Improvement

Factor

Br-82 0.20 0.15 1.31

Ca-47 36.0 34.5 1.04

Cl-38 46.8 43.3 1.08

Co-60 0.0012 0.0011 1.10

Cs-134 0.0039 0.0026 1.52

Fe-59 0.93 0.88 1.05

Mn-56 0.34 0.28 1.22

Na-24 30.3 24.6 1.23

Na-24 5.38 4.74 1.14

Rb-86 0.072 0.056 1.29

Zn-65 0.081 0.075 1.08

Element(nuclide)
Normal

(ppm)

Anti

(ppm)
ImprovementFactor

Br-82 0.42 0.34 1.25

Ca-47 72.8 77.5 0.94

Cl-38 134 122 1.10

Co-60 0.0025 0.0022 1.10

Fe-59 1.56 1.09 1.43

K-42 386 333 1.16

Mn-56 0.66 0.47 1.40

Na-24 11.6 10.6 1.10

Rb-86 0.12 0.09 1.30

Sc-46 0.00022 0.00017 1.27

Zn-65 0.12 0.10 1.18

Element(nuclide)
Normal

(ppm)

Anti

(ppm)
ImprovementFactor

Br-82 0.19 0.14 1.36

Ca-47 42.5 39.1 1.09

Cl-38 37.9 32.0 1.19

Co-60 0.0014 0.0010 1.42

Cr-51 0.028 0.025 1.15

Table107.DetectionLimitsandimprovementfactorbyanti-coincidencemode

forBulgogi(marinatedbarbecuedbeef)byINAA

Table108.DetectionLimitsandimprovementfactorbyanti-coincidencemode

forKimchibyINAA

Table109.DetectionLimitsandimprovementfactorbyanti-coincidencemode

forBibimbapbyI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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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134 0.0026 0.0018 1.43

Fe-59 0.61 0.76 0.81

K-42 282 227 1.24

Mn-56 0.29 0.24 1.23

Na-24 2.55 2.38 1.07

Rb-86 0.051 0.040 1.29

Sc-46 0.00014 0.00010 1.35

Zn-65 0.073 0.054 1.35

Element(nuclide) Normal(ppm) Anti(ppm) ImprovementFactor

Br-82 0.20 0.16 1.20

Ca-47 61.7 46.1 1.34

Cl-38 28 26 1.07

Co-60 0.0015 0.0011 1.32

Cr-51 0.030 0.024 1.22

Fe-59 0.76 0.67 1.14

Mn-56 0.18 0.16 1.13

Na-24 3.08 2.74 1.12

Rb-86 0.052 0.039 1.35

Sc-46 0.00011 0.00009 1.25

Zn-65 0.062 0.058 1.06

Element(nuclide) Normal(ppm) Anti(ppm) ImprovementFactor

Al-28 0.013 0.011 1.25

As-76 0.00011 0.00010 1.16

Br-82 0.00053 0.00042 1.27

Ca-49 0.42 0.39 1.07

Cl-38 0.18 0.17 1.05

Cr-51 0.0022 0.0021 1.06

K-42 0.075 0.061 1.24

Mg-27 1.24 1.13 1.10

Mn-56 0.0095 0.0070 1.36

Na-24 0.0013 0.0012 1.08

Element(nuclide) Normal(ppm) Anti(ppm) ImprovementFactor

Al-28 0.0022 0.0020 1.14

Table110.DetectionLimitsandimprovementfactorbyanti-coincidencemode

forRamenbyINAA

Table111.DetectionLimitsandimprovementfactorbyanti-coincidencemode

forMulberrybeveragebyINAA

Table112.DetectionLimitsandimprovementfactorbyanti-coincidencemode

forFruitpunchbyI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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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76 0.00011 0.00010 1.16

Br-82 0.00053 0.00042 1.27

Ca-49 0.054 0.073 0.73

Cl-38 0.025 0.025 1.02

Cr-51 0.0022 0.0021 1.06

K-42 0.075 0.061 1.24

Mg-27 0.21 0.17 1.25

Mn-56 0.0012 0.0010 1.19

Na-24 0.0013 0.0012 1.08

SampleName Nuclides
Anti

mode(ppm)
Normal
mode(ppm) Normal/Anti

토기 1

Ba-131 48 74 1.53

Ce-141 0.60 0.66 1.11

Co-60 0.06 0.08 1.45

Cr-51 1.05 1.42 1.35

Cs-134 0.15 0.27 1.76

Eu-152 0.020 0.029 1.49

Fe-59 61 77 1.27

Hf-181 0.08 0.12 1.47

La-140 0.38 0.39 1.02

Lu-177 0.05 0.07 1.37

Na-24 946 939 0.99

Nd-147 7.1 10.4 1.46

Rb-86 5.12 6.25 1.22

(2)실제 지질 시료 분석을 통한 검출한계 개선 효과 평가 :INAA를 용한 실

제 지질 시료에 한 성분원소 조성분석을 통한 분석 민감도의 개선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국립문화재 연구소로부터 제공받은 2종의 토기시료와 통

문화학교로 제공받은 2종의 기와편 시료 목포 학교 의 해양 침 물 시료

를 방사화 분석하 다.분석시료는 100～ 300mg이 사용되었으며 1시간 동

안 성자 조사한 후,일차로 10일 냉각 후에 4000 동안 감마선을 측정하

여 반감기 핵종을 검출하고,이차로 25일 냉각 후에 10000 동안 측정하여

장반감기 핵종을 검출하 다.각 시료에서 검출된 핵종을 통한 총 23종 원소

에 한 방사화 분석의 검출 한계값을 Table113에 정리 하고 일반과 반 동

시 계수법의 값을 비교하 다.Na-24를 제외한 모든 핵종에서 검출 민감도가

향상되었으며 Cs-134,796keV에서 70%로 최고를 나타냈다(Figure59).

Table113.DetectionLimitsandimprovementfactorbyanti-coincidencemode

foractualgeologicalsamplesbyI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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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46 0.012 0.017 1.46

Sm-153 0.18 0.19 1.06

Ta-182 0.09 0.11 1.21

Tb-160 0.11 0.15 1.42

Th-233 0.10 0.14 1.37

토기 2

Ba-131 59 107 1.82

Ce-141 0.78 0.91 1.18

Co-60 0.08 0.11 1.42

Cr-51 1.29 1.83 1.41

Cs-134 0.19 0.35 1.79

Eu-152 0.030 0.043 1.42

Fe-59 75 113 1.50

Hf-181 0.11 0.18 1.62

La-140 0.63 0.47 0.74

Lu-177 0.07 0.10 1.40

Na-24 1527 1316 0.86

Nd-147 9.2 14.5 1.58

Rb-86 6.33 7.70 1.22

Sc-46 0.016 0.023 1.42

Sm-153 0.23 0.27 1.18

Ta-182 0.12 0.16 1.39

Tb-160 0.15 0.21 1.41

Th-233 0.14 0.20 1.41

기와편 1

Ba-131 62 97 1.58

Ce-141 0.71 0.89 1.26

Co-60 0.08 0.11 1.38

Cr-51 1.23 1.73 1.41

Cs-134 0.20 0.34 1.70

Eu-152 0.029 0.040 1.39

Fe-59 78 96 1.24

Hf-181 0.11 0.16 1.52

La-140 0.31 0.37 1.18

Lu-177 0.06 0.09 1.46

Nd-147 8.9 15.1 1.70

Rb-86 7.08 7.82 1.10

Sc-46 0.016 0.023 1.46

Sm-153 0.19 0.23 1.23

Ta-182 0.12 0.15 1.30

Tb-160 0.15 0.22 1.47

Th-233 0.13 0.1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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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편 2

Ba-131 59 91 1.54

Ce-141 0.61 0.77 1.25

Co-60 0.07 0.10 1.33

Cr-51 1.07 1.50 1.41

Cs-134 0.17 0.28 1.62

Eu-152 0.025 0.034 1.35

Fe-59 71 86 1.21

Hf-181 0.10 0.14 1.42

La-140 0.30 0.32 1.08

Lu-177 0.06 0.08 1.34

Nd-147 8.0 12.1 1.51

Rb-86 5.82 6.50 1.12

Sc-46 0.014 0.019 1.37

Sm-153 0.17 0.20 1.18

Ta-182 0.10 0.12 1.25

Tb-160 0.13 0.18 1.36

Th-233 0.11 0.15 1.32

해양침 물

Ba-131 42 61 1.43

Br-82 4.70 6.35 1.35

Ce-141 0.42 0.50 1.21

Co-60 0.04 0.05 1.43

Cr-51 0.71 0.97 1.37

Cs-134 0.09 0.16 1.75

Eu-152 0.013 0.019 1.47

Fe-59 39 48 1.23

Hf-181 0.06 0.09 1.53

La-140 0.30 0.26 0.87

Lu-177 0.06 0.08 1.36

Nd-147 6.1 9.2 1.51

Rb-86 3.69 4.70 1.27

Sc-46 0.008 0.011 1.46

Sm-153 0.12 0.14 1.11

Ta-182 0.06 0.08 1.33

Tb-160 0.07 0.10 1.39

Th-233 0.07 0.1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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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alname,Acronym Medicinaluseforcancerpatients

  Bikihuan,BKH Gastrointestinalcancer

Figure59.Averagesensitivityimprovementforactualgeologicalsamples.

(3)한약처방제 12종의 성분원소 조성에 한 분석연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갑상선 암환자에게 투여하기 해 한방병원에서 제조한 12종의 후

보 한방제제 의 주성분 미량성분원소의 함량을 분석하여 제반 증상(감

기,몸살,소화불량 등)의 개선과 항암치료 지속 등에 해 요오드 식이를

한 최선의 처방을 한 한약제제 (orientalherbmedicinalprescriptions)를

찾기 한 것 뿐만아니라 인체 기능성 원소의 일일 섭취량을 추정하기 한

자료를 수집을 해 분석연구를 수행하 다.즉 요오드식이를 한 기 자

료로서 한방병원에서 암환자에게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한약제제 10종

에 한 요오드 함량을 분석하 으며,추가하여 한약처방제 12종에 한 인체

보건 양 리를 한 자료로서 필수 기능성 원소들의 함량을 비 괴

분석법인 성자 방사화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하 다.분석에 사용된 처방제재

(비기환,BKH;천용환,CRH;충 산환 CCH;소호백산,SSSH;소활백산,SPHHT;

소청백산,SCRT;스토백실,BHSXT;진콜산,ISPDS;항암 러스제,HAP;면역 러

스제,MYP;노 비기정,NBJ;천용 정,CRJ)와 각각의 약효능을 Table114에

요약하 다.총 31종 성분원소를 정량하 으며 Table115에 분석결과를 제시

하 다.분석결과로 부터 한약재 섭취에 따른 특정 원소의 체내 축 량을

측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 하 으며,실제로 요오드 식이 기간동안 처방 가

능한 한방제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114.Orientalmedicinesandtheirfunctionfor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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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ngryonghuan,CRH Lymphoma,Palpitablemass

  Chungchohuan,CCH Lungcancer

  Shoxihotang,SSSH Fever,liverdisease

  Shopunghualhyltang,SPHHT Arthritis,Lumbago

  Shocungryongtang,SCRT Bronchitis

  Banhasaximtang,BHSXT Stomatitis

  Insampaedoxsan,ISPDS Commoncold,Cough

  HangamPlus,HAP Antiangiogenesis

  MyunyukPlus,MYP Immunesystem enhancement

  Nobongbigijung,NBJ Gastrointestinalcancer

  ChungryongJungchojung,CRJ Lymphoma,Palpitablemass,Lungcancer

Table115.AnalyticalresultsoforientalherbmedicinalprescriptionsbyINAA.

Al As Ba Br Ca Ce Cl Co

비기환 (BKH) 232 ± 7 517 ± 16 2.68 ± 0.18 3976 ± 139 0.36 ± 0.13 481 ±  63 0.17 ± 0.01

천용환 (CRH) 272 ± 63 12.8 ± 4.8 3.77 ± 0.42 26070 ± 1766 0.40 ± 0.08 3161 ±  112 0.18 ± 0.01

충초환 (CCH) 617 ± 55 0.69 ± 0.48 17.5 ± 2.3 1.86 ± 0.03 7269 ± 643 0.48 ± 0.06 2139 ±  217 0.16 ± 0.01

소호백산 (SSSH) 139 ± 9 0.18 ± 0.06 6.69 ± 1.98 1.55 ± 0.07 1055 ± 112 0.12 ± 0.02 562 ±  18 0.06 ± 0.01

소활백산 (SPHHT) 451 ± 34 0.26 ± 0.01 7.12 ± 0.59 2.20 ± 1.26 1080 ± 42 0.41 ± 0.06 1475 ± 83 0.21 ± 0.01

소청백산 (SCRT) 253 ± 7 13.5 ± 3.6 23.9 ± 0.80 2812 ± 169 11167 ± 188 0.21 ± 0.01

소토백산 (BHSXT) 189 ± 1 0.34 ± 0.02 9.03 ± 3.49 8.42 ± 5.62 1356 ± 35 5768 ±  132 0.14 ± 0.04

진콜산 (ISPDS) 74.3 ± 8.3 0.61 ± 0.10 15.8 ± 4.3 5.45 ± 0.46 3619 ± 605 3234 ±  245 0.28 ± 0.02

항암플러스 (HAP) 821 ±  127 0.58 ± 0.06 29.5 ± 3.6 1.62  ± 0.15 45827 ± 4557 0.87 ± 0.13 574 ± 109 0.69 ± 0.02

면역플러스 (MYP) 9.47 ±  0.69 0.38 ± 0.03 302 ± 19 460 ±  40 0.023 ± 0.001

노봉비기정 (NBJ) 276 ± 17 0.12 ± 0.05 27.1 ± 0.39 1.28 ± 0.09 3090 ± 210 0.38 ± 0.06 569 ± 77 0.35 ± 0.01

천용중초정 (CRJ) 552 ± 63 0.17 ± 0.04 38.5 ± 4.8 2.58 ± 1.06 17915 ± 2934 0.69 ± 0.21 2060 ± 328 1.03 ± 0.16

검출한계(3σ) 3.68 0.06 2.94 0.08 62.5 0.06 24.3 0.004

Cr Cs Cu Fe Hf K I La

비기환 (BKH) 0.70 ±  0.08 0.070 ± 0.016 13.1 ± 5.3 212 ± 16 0.048 ± 0.025 6086 ± 333 5.40 ± 0.94 0.32 ± 0.05

천용환 (CRH) 0.38 ±  0.15 0.060 ± 0.001 268 ± 67 0.032 ± 0.009 5774 ± 410 3.16 ± 0.90 0.18 ± 0.01

충초환 (CCH) 1.59 ±  0.15 0.030 ± 0.014 325 ± 12 0.024 ± 0.005 5789 ± 514 5.07 ± 0.80 0.33 ± 0.05

소호백산 (SSSH) 0.42 ±  0.10 0.038 ± 0.009 68.8 ± 4.8 0.010 ± 0.003 6401 ± 741 0.67 ± 0.09

소활백산 (SPHHT) 0.71 ±  0.01 0.059 ± 0.011 198 ± 9 0.011 ± 0.008 7461 ± 834 0.24 ± 0.05

소청백산 (SCRT) 0.48 ±  0.17 0.147 ± 0.022 64.9 ± 4.4 25780 ± 1005

소토백산 (BHSXT) 0.49 ±  0.08 0.033 ± 0.006 25.5 ± 6.6 0.092 ± 0.096 14437 ± 1010

진콜산 (ISPDS) 0.69 ±  0.09 0.026 ± 0.006 99.5 ± 3.7 18430 ± 4978 0.52 ± 0.07

항암플러스 (HAP) 1.40 ±  0.08 0.060 ± 0.027 497 ± 40 0.098 ± 0.010 5724 ± 466 209 ± 3 0.47 ± 0.01

면역플러스 (MYP) 0.16 ±  0.05 0.008 ± 0.005 14.6 ± 1.0 5702 ± 404

노봉비기정 (NBJ) 0.99 ± 0.08 0.048 ± 0.004 164 ± 5 0.032 ± 0.009 6204 ± 3864 0.25 ± 0.03

천용중초정 (CRJ) 4.32±  0.52 0.049 ± 0.009 335 ± 71 0.067 ± 0.014 11090 ±  1384 0.34 ± 0.11

검출한계(3σ) 0.11 0.011 2.45 3.28 0.007 290 1.18 0.01

Medic ine Sample

Elemental Concentration (Mean ± Standard Deviation) , mg/kg

Medic ine Sample

Elemental Concentration (Mean ± Standard Deviation) ,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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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량시료 k0-PGAA 법의 유효화

가. 용량시료의 PGAA측정값 보정을 한 산모사

(1)PGAA의 경우,표 과 검출기간 기하학 인 구조 배치는 거의 일정하다.

시료의 구조는 부분 원통형으로 성자빔이 원통의 아래에서 로 통한

다.시료 용기는 직경 15mm 높이 8mm 는 15mm인 원통형 테 론 용기

를 사용한다.시료의 직경은 분말로 사용할 경우 직경 15mm이고 높이는 분

말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압착틀로 성형한 경우 13mm이다.열 성자빔은

원통형 시료의 아래에서 로 통하므로 유한한 직경을 가진 원반형 slab으

로 가정할 수 있다.

(2)시료가 성자 흡수 단면 이나 산란 단면 이 큰 원소를 함유하고 있을 때

원소의 분석 민감도(analyticalsensitivity)에 향을 미친다. 성자 흡수 반

응의 경우는 분석 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성자 산란의 경우는 분석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감마선 백그라운드 계수율을 변화시킨다. 성자 흡수 반응에 따

른 성자 자체 차폐(neutronself-shielding)는 등방 인 성자장이나 평행한

성자 빔장에 하여 간단히 계산된다.PGAA의 경우에 한 자체 차폐 인

자(neutronself-shielding)f는 시료에 입사한 성자속 Φ0과 시료내에서의 평

균 성자속 <Φ>의 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GaborL.Molnar,Handbook

ofPromptGammaActivationAnalysis,KluwerAcademicPublishers,pp.

61.]

f=<Φ>/Φ0

평 구조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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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평 의 두께이다.

구형 구조에 하여

  

 






   

 



, (2)

여기서   ,은 구의 반경이다.

원통형 구조에 하여

  


     , (3)

여기서   ,은 원통의 반경이다.

(3) 성자의 자체 차폐 효과 성자 포획 반응에 의해 생성된 즉발감마선의

시료내 자체 감쇠 효과를 반 하여 부피 선원에 한 유효 효율을 결정하는

PESA 로그램을 개발하 다(Figure60).PESA 로그램은 INAA용 ESA

로그램을 개선한 것이다.PGAA 실험 배치에 맞도록 검출기를 수평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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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치하 다. 성자 빔은 아래에서 로 진행하도록 하 고,빔 방향에 맞

추어 원통형 시료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하 다.시료와 검출기 표면간 거리는

가변토록 하 다.하나로 장치의 경우는 약 40cm 정도이다.시료의 매트릭스

는 균질하게 가정하여,다양한 원소 조합이 가능토록 하 다.원소를 선택하

고 그 조성을 정하면 Betheformula에 따라 시료의 성자 반응 단면

감마선 감쇠계수가 계산토록 되어있다.

Figure60.PESAprogram forPGAA

나.실제 측정환경에서의 측정시료의 기하학 보정법 확립

(1) 성자 방사화 분석법에서 시료의 기하학 구조를 고려한 효율의 결정은 정

량의 정확도 향상을 해서 매우 요하다.시료의 효율은 부분 방사화핵종

을 포함하고 있는 부피선원 시료 는 표 선원을 이용하는데 모두 특정

부피,특정 구조의 시료에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부분의 경우는 단일

한 선원-검출기 간 기하학 구조 배치에서 사용하지 않고 시료의 방사화

정도 계측 계통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하에서 사용하게 된다.

선원의 경우는 길이,반경 등의 조건 뿐 아니라 내부 물질 matrix변화도 심

하다.따라서 각각의 다른 조건에 하여 일일이 효율을 결정하여야 하는 문

제에 직면한다.가장 정확하게는 각각의 조건에 따른 표 시료를 제작하여

효율을 검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실 으로 이를 장에 용하기 어

렵다.따라서 유효입체각(effectiveSolidAngle)기법을 이용하여 해당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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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1.ESAprogram forINAA

구조에 한 유효효율(effectiveefficiency)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2)이 기법은 시료의 구조 매트릭스에 따른 자의 자체감쇠,공기 에서의

감쇠 검출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MonteCarlo방법에 기반하여 계산한다.

우선 시료 내부의 임의의 지 에서 sampling된 자의 flightpath를 추 한

다.충분히 높은 통계로 발생시킨 자의 flightpath상에서 일어나는 감쇠

상황을 기록함을 통하여 최종 으로 부피 선원에 한 유효입체각을 결정하

게 된다.Figure61는 본 연구실의 검출기의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통

형 구조의 시료에 하여 유효입체각을 결정하는 로그램이다.Figure62-64

는 다음의 기하학 조건에 하여 유효입체각의 변화를 그린 그림이다.시료

는 원통형 시료로 가정하 으며 시료의 매트릭스는 균질한 SiO( 도 2.634

g/cm
3
)이다.Figure62은 원통형 시료의 반경을 동일하게 하고(반경 0.5cm)

높이 변화에 따른 유효입체각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높이에 따라 유효입

체각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63은 동일 높이(높이 0.5cm)

에서 반경의 변화에 따른 유효입체각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반경이 증가

함에 따라 약 반경 1cm 부근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HPGe검출기 결정의 구조와 련하여 설명되어진다.결정의 뒤부

분 앙에는 cavity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정의 앙으로 입사하는 감마선의

경우 flightlength보다 결정의 깊이가 작을 경우가 존재한다.따라서 감마선

감쇠가 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Figure64는 감마선 에 지에 따른 유효

입체각의 경향을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에 지가 낮을수록 유효입체각이 증가

하는데 100keV이하의 낮은 에 지에서는 Alcap에서의 감쇠로 인하여 유효

입체각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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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2.ShiftofESAaccordingtosampleheight

Figure63.ShiftofESAaccordingtosample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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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4.ShiftofESAaccordingtogamma-rayenergy

3.INAA/PGAA용 통합 산코드 개발

(1) 성자방사화분석법은 한번의 성자 방사화를 통하여 여러 원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INAA의 경우, 심 핵종의 반감기를 고려

하여 보통 2회의 시료 방사화가 이루어진다.단반감기 핵종 분석을 한 짧은

수분의 짧은 방사화, 장반감기 핵종 분석을 한 1～4시간 정도의 긴 방사

화를 통하여 20여 가지의 원소 동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PGAA의 경우는

성자방사화에 이어 즉발 으로 방출되는 감마선을 측정하므로 INAA와 같

은 분리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분석의 감도는 심 원소에 따라 다르나

체 으로 INAA의 분석 감도가 더 좋으나 분석 가능 원소는 PGAA가 더 많

다.그러나 이러한 분석 감도나 분석 가능 원소는 측정 조건에 매우 의존 이

어서 INAA와 PGAA가 서로 상보 으로 각 시료에 용될 때,주기율표상의

부분의 원소를 분석할 수 있다.

(2)본 연구에서는 INAA/PGAA 분석법의 통합을 한 산 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을 목표로 하 다.기존 HYPERGAM 로그램에 용된 바 있는

Hypermet분석 루틴을 채용하여 피크의 분석,효율 검정,에 지 검정,검출

하한 계산,핵자료 등을 일 성 있게 용함으로써 INAA PGAA분석법의

통합 운 이 가능 하는 것이 목표이다.Figure65와 같이 Matlab을 이용하

여 작성하 으며, 체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일하 다.원소 농도 결정

방식으로는 분석법,상 분석법,k0표 화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 으며,

검출하한 계산은 Curielimit을 기본 값으로 하 다.PGAA INAA 분석용

핵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집은 LBNL자료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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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5.Anintegratedprogram forINAA/PGAA

(3)INAA/PGAA 통합 산 로그램은 CN-PGAA 스펙트럼 분석 로그램(알

버 ,등록번호 2011-01-129-012139)으로 등록되었으며,지속 인 기능 추

가 개선이 이루어질 정이다.최우선으로는 online분석을 한 계측 장비

인식 동 라이 러리를 추가하여 분석의 용이성을 높여 나갈 정이다

제 6 냉 성자 빔을 이용한 방사화 분석기술 개발을

한 기 연구

1.열/냉 성자 PGAA 검출한계 비교연구

가.하나로 냉 성자빔 시험라인을 이용한 냉 성자 PGAA기 자료 수집

(1)Table116에 세계 주요 장치 conventionalthermalneutronbeam을 사

용하는 미주리 학과 MIT의 TN-PGAA 장치,다색 성자를 사용하는 하나

로의 TN-PGAA장치 JAERIJRR-3M의 CN-PGAA장치의 백그라운드를

비교하 다.수소의 경우 TN-PGAA 장치에 비해 CN-PGAA 장치에서 약

1/300의 수 으로 감소하 으며,붕소의 경우는 약 1/100의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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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Nuclide
Eγ [keV]

Backgroundcountrate[cps]

Conventionalthermalneutronbeam

facilitya
Polychromatic

diffractedbeam

Coldneutronguided

beam facility

Universityof

Maryland-NIST

Universityof

Missouri
HANARO JRR-3M

H 2223 1.56 0.51 0.26 0.0094

B 478 0.1 <0.1 0.34 <0.0040

C 1262 0.0014 0.0350 0.0020

N 1885 0.072 <0.008 0.18 0.0025

Na 472 0.057 0.349 <0.0035

Al 1779 0.027 0.268 0.28 0.0064

Cl 517 0.007 0.009 <0.0019

Ti 342 0.063 <0.0025

Fe 352 0.007 0.136 <0.0028
207Bi 569 0.00242
207Bi 1063 0.0081

Table116.Comparisonofgamma-raybackgroundcountratesduringneutron

beam irradiation

(2)분석 장치 성능의 주요 척도인 검출하한(DetectionLimit)은 Table117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결과 으로 TN-PGAA와 비교하여 보다 우수한 검출 하한

(detectionlimit)을 구 할 것으로 상된다.이러한 비교자료를 바탕으로 하

나로 냉 성자원의 우수한 성자속과 다채 분 계를 채택한 CN-PGAA

장치를 구축하 을 경우 세계 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하나로 냉 성자 가이드빔 CG1 CG2B의 경우,각각

5.0x107neutrons/cm2․sec, 1x108neutrons/cm2․sec로 상되고, JAEA의

JRR-3M과 비슷한 수 의 성자속을 가질 것으로 상된다. 체 으로 비

슷한 수 의 검출하한을 기 하고 있다.

Element
Energy

[keV]

Polychromaticdiffractedbeam

HANARO

[㎍]

Coldneutronbeam guide

JRR-3M

[㎍]

H 2223 11.45 1.3

B 478 0.067 0.0025

Cl 1165 11.52 0.79

K 770 105.2 3.1

Ti 1382 23.6 0.79

Cd 558 0.16 0.00108

Sm 333 0.043 0.0071

Gd 182 0.057 0.0064

Table117.Comparisonofdetectionlimitbetweenthermalandcoldneutron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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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내외 연구시설을 이용한 열/냉 성자빔 사용한 비교 실험

(1)미국 NIST NCNRGuide7에 설치되어 있는 ColdNeutronPGAA 시설에서

백그라운드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Figure66과 같다.측정시간은 50000

으며,컴 턴 억제 분 계통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하나로 열 성자 PGAA

에서 사용하는 Teflonvial을 놓고,하나로의 시료 조건과 유사하게 만들어 측

정하 다.

Figure66.BackgroundPGAAspectrum ofNCNR

(2)Table118은 Figure66의 백그라운드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결정된 각 원소별

검출하한의 범 표이다.B,Cd,Sm,Gd이 가장 검출하한이 낮은 원소들로서

하나로에 비해 약 1/10내외의 값을 보 다.다른 원소들의 경우도 부분 비

슷한 정도의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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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18.Limitsofdetectionfor1gsamplecountedfor24hours

atNISTNCNRcoldneutronPGAA

Range[microgram] Elements

0.01~0.1 B,Cd,Sm,Gd

0.1~1 Eu,Hg

1~10 H,Cl,In,Nd

10~100
Na,S,K,Sc,Ti,V,Cr,Mn,Co,Ni,Cu,Ge,As,Se,

Br,Mo,Ag,Te,I,Au

100~1000
Mg,Al,Si,P,Ca,Fe,Zn,Ga,Rb,Sr,Y,Zr,Nb,Sb,

Ba,La

1000~10000 C,NF,SnPb

2.CN-NDP/PGI 용을 한 최 화 모델링 연구

가.TRIM을 이용한 NDP계측계통 구성 최 화 산모사

(1)하나로 냉 성자원에 2010년 5월부터 2년에 걸쳐 새로운 방사화스테이션

(ColdNeutronActivaionStation:CONAS)을 구축 에 있다.장치의 최 성

능 측과 장치 구축을 한 기본 자료 획득을 하여 몬테카를로 코드를 이

용하여 하나로 냉 성자원으로부터 CONAS까지의 냉 성자빔 수송 모사를

하 고,장치 주변의 선량분포를 모사하 다. 성자 실험 장치를 한 몬테

카를로 모사 코드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 수 있는데,하나는 McStas,

VITESS,NIPS와 같은 성자 산란 성자 가이드 모사를 해 고안된

코드들이 있으며, 다른 그룹은 MCNP(X),GEANT4,FLUKA,MARS와 같

이 일반 인 입자 수송 모사를 해 개발된 코드들이 있다.

Figure67.ApplicationofMonteCarlosimulationforneutron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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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Figure67과 같이 McStas를 이용하여 냉 성자빔 수송모사를

수행하 으며,MCNP(X)코드를 이용하여 장치 주변의 선량을 평가하 다.

(2)McStas를 이용한 CG1가이드에 한 산 모사 결과는 Figure68와 같다.

가이드빔상의 주요 치에서의 성자 강도(intensity)와 총 성자속(total

realflux)를 계산하 다.CG1가이드 말단,즉 CN-NDP검출 시스템 단에

서의 성자속은 약 9x108n/cm2s로 평가되었다.CG2가이드에 한 산 모

사 결과는 Figure69과 같으며 CG2B가이드 말단,즉 CN-PGAA 검출 시스

템 단에서의 성자속은 약 4x10
8
n/cm

2
s로 평가되었다.

Figure68.SimulationresultforCG1neutronguide

Figure69.SimulationresultforCG2neutron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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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료 내 심 동 원소의 깊이 분포를 계산하기 해서는 하 입자의 에

지 스펙트럼을 깊이 분포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시료 내 원소가 성

자를 흡수하여 하 입자를 방출할 때 NDP분석의 다이어그램은 Figure7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측정된 하 입자의 에 지 스펙트럼에 하여 에 지 E

의 계수율과 지능 S(E),깊이 x에서의 농도 C(x)는 다음 아래의 식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cos







cos 




Figure70.Schematicdiagram inemittingchargedparticleforNDPsystem

(4)TRIM 코드와 MCNP몬테카를로 코드를 이용하여 ColdNeutronNDP시설

의 하 입자 에 지 스펙트럼을 모사하 다.TRIM 코드를 이용한 시료 내에

서 방출된 하 입자의 모사화면은 Figure71,72와 같다.SRM-2137시료 내
10B이 성자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하 입자를 모사하여,시료를 탈출한 하

입자의 에 지 스펙트럼을 Figure73와 같이 결정하 다.MCNP코드를 이용

한 SRM-93a시료의 하 입자 에 지 스펙트럼 모사 결과는 Figure7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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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1.SimulationforalphaparticleinSimatrixusingTRIM

 

Figure72.SimulationforLiioninSimatrixusingT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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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3.NDPspectrum bysimulationforNISTSRM-2137usingTRIM

 

Figure74.NDPspectrum bysimulationforNISTSRM-93ausingT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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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EGS를 용한 PGI에서의 다 감마계측계통 산모사

(1)즉발감마선이미징(PromptGammaImaging:PGI)는 물체 내의 원소의 분포를

다차원으로 이미징할 수 있는 기술로서,고고학 발굴품과 같은 가치 유물이나

소규모 생체 이미징 는 주요하게는 산업 재료내에서 수소,붕소,가돌리늄

등과 같은 높은 성자포획단면 을 갖는 원소들의 동 추 등에 활용할

수 있다.PGI를 구 하기 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표 으로

는 감마선 검출센서배열(sensorarray)을 이용하는 방법과 검출기 개수를 소

수로 유지하되 피사체를 회 ,이송하는 방법이 있다.

(2)검출센서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검출의 민감도를 높이고 스캐닝 시간을

일 수 있으나 고가의 검출기 조합을 구성하여야 하고, 재까지는 수 MeV

이상의 감마선에 민감하게 감응하면서도 HPGe검출기 정도의 에 지 분해능

을 구 하는 센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은 에 지 분해능이 상 으로

좋으면서도 가공성이 좋은 NaI(Tl),LaBr계열의 센서를 활용하나 여 히 에

지 분해능이 즉발감마선들을 서로 분별해 내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반면 피

사체 회 방식은 비록 체 피사체 스캐닝을 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단 에도 불구하고 n-typeHPGe와 같은 기존 PGAA용 검출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재 단계에 있어서는 가장 구 하기 용이하다 하겠

다.Figure75는 단일 HPGe검출기를 이용한 웰 콜리메이 PGI의 구조이며

상 효율 40% n-typeHPGe검출기,6LiF 시 기를 디자인하 다.시료는

염소 1g의 구형으로 가정하여 얻어진 염소 스펙트럼을 Figure76에 나타내

었다.

Figure75.SimulationstructuretoaHpGesystem forP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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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6.Simulationspectrum ofClforPGI

3.냉 성자 방사화 분석 장치의 개발에 한 타당성 분석

(1)기술 측면 :국내 유일의 거 성자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에

2009년 하반기에 드디어‘세계 수 의 첨단 냉 성자원’이 개발되었다.‘하나

로’는 그 동안 원자로재료/핵연료 조사시험,방사성 동 원소 생산, 성자빔

이용연구, 성자 방사화 분석, 력용 반도체 생산, 성자 조사 암치료 등

원자력,재료,생명공학,의료,정보통신,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 히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에 활용되면서 국가과학기술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며,

냉 성자원의 개발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하

나로 냉 성자 방사화 스테이션 ’은 기존 열 성자원보다 높은 성자속과

반응 민감도를 제공하는 하나로의 냉 성자원과 함께 고도의 검출기 기술

다채 용량 신호 처리 기술 개발의 결과로 제안되는 최첨단 비 괴 측

정 과학시설이다.이는 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 장치(CN-PGAA:Cold

Neutron-PromptGammaActivationAnalysis) 성자 깊이 분포 분석 장

치(CN-NDP:ColdNeutron-Neutron-inducedpromptcharged-particleDepth

Profiling)로 구성되는데 각각 화학 원소의 고도 정량 원소 깊이 분포 정량

에 한 수 높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각종 산업 장 애로사항을 해

결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2)경제․산업 측면 :CN-PGAA CN-NDP는 산업재료,환경시료,식품

생체시료 등과 련된 다양한 표 물질의 인증과 개발에 활용된다.즉

CN-NDP는 1차 분석 기술로서 별도의 교정(calibration)없이 깊이 분포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타 분석법에 비 의존 인 1차 분석기술(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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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altechnique)로서 인증 표 물질 등의 농도 분포 인증을 하여

사용된다. 를 들어 SIMS(SecondaryIonMassSpectroscopy)와 같은 2차

분석기술들의 경우는 장치 교정을 해 특정 기 체/표 물(reference

standard)이 필요하다.NIST의 NationalScienceandEngineeringCenter에서

는 SIMS분석법에 사용되는 표 인증물질 (SRM 2137)의 실리콘 내 붕소

농도 인증과 분포 확인을 하여 CN-NDP를 채택하고 있다. 성자 포획 반

응 장치는 화학 정량,기 핵물리 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융복합 산업

재료 분석에서의 최첨단 도구이다.시멘트,철강,유리,유황 등과 같은 산업

재료의 혼합,가공 등의 산업 공정에서 성자 포획 반응을 이용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장치 개발을 한 장치 기술 운 ,분석 소 트웨어 기

술,산업 재료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기 핵자료 생산 등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산업 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의 시장은 세계 으로 수

백 억불에 달하는 거 시장으로서 국내에서도 시멘트 원료 물질 혼합 공정

에 성자 포획 반응을 이용한 모니터링 장치가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CN-NDP에는 반도체,유리,리튬 이온 배터리 물질에서 수소,리튬,붕소를

비롯한 다양한 원소를 분석하고 연료 지에서의 수소 거동을 찰할 수 있

다. 한 핵융합 장치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하나인 1차벽 물질의 열 불

림 상 원자로에서의 결함 핵연료(defectivefuel)산화 모델을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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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방사화 분석 연구 분야의 특성상 기 기반 연구를 통한 시스템 개선 구축과

이를 이용한 산업 시료에 한 응용연구를 병행하기 하여 6가지 세부연구목

표를 설정하 으며 효과 인 추진계획을 통하여 설정된 연구목표의 100% 달성하

음

2.고 정 방사화 분석 장치 개선 통합 측정분석 체계 구축과 련하여 성

자 방사화 분석 기술에 한 측정의 비효율과 제한 인 분석조건을 개선하기

하여 고계수율에서 계측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Digital γ-ray spectroscopy

system을 구축하 다. 한 검출한계를 개선하기 한 콤 턴 억제 검출장치를

구성/설치 완료하고 방법의 유효성을 입증하 으며 개선된 방사화 분석 장치를

사용하여 환경표 시료를 INAA와 PGAA를 용,분석하여 원소별 검출한계의

개선정도를 비교/평가하기 한 시험을 수행하 으며 미지의 환경시료에 한

INAA/PGAA/DNAA를 활용한 통합분석 차를 확립하여 다양한 환경연구에 용

할 수 있다

3.ko-PGAA법의 정립을 한 핵자료 생산 미량 다원소 동시분석 기술 개발과

련하여 PGAA 다원소 분석법 정립을 한 핵자료인 즉발 감마선 에 지에 따

른 k0factor와 partialgamma-rayproductioncrosssection자료를 생산하 다.

한 k0-PGAA법을 용한 동시,다원소 분석법을 확립하기 하여 산코드를

개발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분석법(absolute method), 상 분석법

(relativemethod) k0 표 화법 선택하여 분석을 수행이 가능하게 하 다.

확립된 k0-PGAA법을 사용하여 수은,카드뮴과 같은 유해원소를 동시분석하고

량의 시료를 정 하게 무인측정하기 한 자동시료교환 장치를 고안,설치를 완료

하여 향후 PGAA를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4.지발 성자 계측 방사화분석 (DNAA)장치 확립과 이용기술개발과 련하여 신

규로 설치된 공압이송장치 #2와 연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서

IAEA 핵사찰 장비로 사용하고자 시설 구축 사업에 동참하여 18개의 He-3검출

기를 사용한 자동/반자동의 DNC장치를 설치하 으며 NIST의 생물,지질 SRM

을 사용하여 U 함량과 지발 성자의 계수값에 한 검량선을 작성하고 상 식을

알아보았다. 한 수집된 생물,환경시료인 인삼,산황버섯,어패류,토양,슬러지,

석탄재,하천 침 물 등에 한 U의 함량을 DNAA을 용하여 분석하 으며

DNAA를 이용한 단 시료의 분석기술과 데이터 해석 품질 리 차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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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U의 신속한 분석을 해 활용될 수 있다

5.산업용 미세/미량시료 정량을 한 융합 방사화분석 시스템의 개발과 련하여

산업 시료로서 폴리실리콘,흑연,SiC,석탄재,보론강 Stainlesssteel(AISI

348,316,321)와 같이 응용연구를 수행하여 산업체 지원 우수 연구논문을 게

재 하 다. 한 홍삼,인삼,클로 라, 루코사민,알로에 등과 같은 건강기능성

식품을 수집하여 Al,Ca,Cl,Mg,Mn,Cr,Na,K,Se,Fe,Zn과 같은 11종의 원

소를 정량하 으며 이들 ,10개 원소에 하여 ICP와 INAA의 분석결과를 비교

/평가하 다. 한 방사화 분석으로 고 유물 의 희토류를 포함한 성분원소 분석

법을 확립하고 정확도 범 를 검증하 으며 자연과학 분류기법에 방사화분석법

의 용성을 입증하 으며 국산 인증표 물질의 개발을 한 NAA 기술의 용

성을 검증하기 하여 균질도 평가방법을 확립하고 불확도 평가 개선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보다 폭넓은 응용연구를 한 기반을 확보하 다.

6.지발/즉발 감마선 방사화 분석 융합 측정 분석 체계 구축 이용연구와 련하

여 지질,생물 표 물질을 분석하여 분석조건에 따른 정확도,정 도 평가 검

출한계와 측정불확도 개선연구를 수행하여 INAA/PGAA의 분석 DB를 구축하

으며 우주식품,한약재,토기,침 물 등과 같은 실제시료에 용하여 검출 민감도

를 향상하기 한 연구도 수행하여 향후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

다.

6.냉 성자빔을 이용한 방사화 분석기술 개발을 한 기 연구와 련하여 2012

년 3월에 구축 정인 냉 성자 방사화 분석 장치에 한 비성능평가를 수행하

으며 향후 냉 성자 방사화 분석기술의 연구,개발 방향 이용자 확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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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경제 측면

가.방사화 분석지원을 통하여 지난 10여년간 산학연 400여 기 에서 제품개발 품

질 리,기 응용연구 등에 약 50,000시료를 분석하 으며 연간 실제 분석비용

은 6억원 이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으며 미래의 이용수요는 INAA PGAA,

DNAA기술 확 다품목화로 지속 증가할 것임.

나.이번 연구단계에서 방사화 분석을 이용한 표 인 산업체로는 동양제철,LG

마이크론,웅진 폴리실리콘,KCC,한국조폐공사 둥이 있으며 서울 ,충남 ,한

양 ,한국표 과학연구원,국립문화재연구소 등과 같이 수십개의 산학연 기 에

서 방사화 분석기술을 연구개발에 활용함.

다.하나로 방사화 분석시험실은 2001년에 KOLAS인정을 획득하 으며 국제공인

시험 성 서 제공을 통한 산업용 시료(IT:고순도 재료(Si, 라스틱 의 불순

물 분석,BT:식,음료 건강보조 식품 의 유해원소,ET:다양한 환경시료

의 다 원소 분석, ST 련 :문화재 련 비 괴,다 원소 분석,RT:동 원소

기 연구,추 자 이용 산업 진단,방사성 핵종 식별)의 품질보증 리 분야

에 지속 으로 활용이 가능함.

라.화학 측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 :국민보건 환경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

라 이와 련된 측정 결과에 한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 기술 우

산업인 자 핵심 소재의 품질을 리하기 한 표 물질 개발에 활용함.

2.사회 측면

가.국가 거 시설인 ‘하나로’를 활용한 생명과학,산업,보건,환경 사회과학분

야에서의 이용은 국민복지 삶의 질 향상에 직,간 으로 기여되어 그 효

과가 크므로 국민 이해 공감 형성에 결정 역할을 함.특히 DNAA 기술

은 핵사찰에 비,활용할 수 있어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제사회에

한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음.

나.방사화 분석기술은 기오염(황사),폐기물(소각재,슬러지),토양등과 같은 환

경시료 의 유해원소분석 뿐 아니라 다양한 식품(건강보조식품, 국산)에 한

유해원소 필수 미네랄 분석에 유효한 기술로서 국민의 복지와 보건을 증진시

켜 웰빙 사회의 건설에 기여함.

다.국립문화재 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의 활용도를

증진하고자 도모하 으며 구축된 INAA/PGAA 통합 분석시스템을 도자기,고

유물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재 시료 분석과 산지분류 등의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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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 측면

가. 성자 이용 첨단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로 성자 이용시설을 개량하고,최

신의 시험검사,측정 분석 장비를 확보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한 RT

핵심기술(융합 성자 방사화 분석 기술)을 확보함.

나.방사화 분석 기술의 진일보 기술 활용도 증진 :분석시간의 단축과 검출

한계의 개선으로 기술 경쟁력을 증강하여 방사화 분석 문연구회 내/외부

이용자에 한 지속 인 홍보와 함께 타 분석법(화학 분석법)과의 력연구 체

계를 활성화하고 국내 분석기술을 향상시켜 국가발 에 기여함.

다.PGAA 시스템을 용한 다 원소 분석기술의 확립으로 세계 상 권의 PGAA

분석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향후 냉 성자를 이용한 PGAA 시스템이 구

축되면 일류의 PGAA기술을 개발할 수 있음.

라.“하나로”를 이용한 INAA/PGAA/DNAA분석법을 융합한 성자 방사화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연구로 성자 응용기술 고도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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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INAA/PGAA/DNAA 련 자료

가.TheEuropean Activation File:EAF-2005CrossSection Library,R.A.

Forrest, J. Kopecky and J.-Ch. Sublet, EURATOM/UKAEA Fusion

Association,UK,2005

나.ProgressReportofBudapestResearchReactor,BudapestNeutronCenter,

2006

다.PracticalGamma-raySpectrometry,2ndEdition,GordonR.Gilmore,Nuclear

TrainingServicesLtd,Warrington,UKJohnWiley& Sons,Ltd.

라.Handbook ofPromptGamma Activation Analysiswith Neutron Beams,

EditedbyGaborL.Molnar,KluwerAcademicPublishers,UK

마.Ubuntu,Linuxtoolbox,크리스토퍼 니거스 등,지앤선,2009

2.산업 응용연구 련

가.TheAnalysisofHigh-PurityMaterialsbyNeutronActivationAnalysisat

theUniversityofMissouriResearchReactor(MURR),Glascock,USA

나.2001AnnualReportoftheAgency forToxicSubstancesand Disease

Registry,ATSDR,USA,2001.

다.TotalDietStudyStatisticsonElementResults,USFDA,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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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연구시설 ․ 장비 현황

1.Comptonsuppressiongamma-rayspectroscopysystem

2.HpGegamma-raydetectors

3.Digitalgamma-rayspectrometer

4.Microbalance

5.Delayedneutroncountingsystem

6.Samplehomogenizer

7.Automaticsamplechangers

8.Pneumatictransfer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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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의 상용로 기 성자 조사시험 기술을 고도화하고,미래원자력시스템 재료/핵연

료용 조사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 으로 낮은 조사량이 요구되는 조사시험을 해 하나로 OR/IP조사공용 재료캡

슐 기술을 개발,OR5공에서 조사시험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활용하 음.

○ 고온조사 장치의 개발과 성능검증을 통해 다양한 열매체의 고온 활용성을 조사하 으

며,Ti/Graphite이 열매체 캡슐을 개발하여 하나로에서 500℃ 700℃ 조사시험을

수행하 고,고온시험용 LBE 액체열매체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 음.핵연료 고온

조사시험을 하여 이 피복 핵연료 을 설계/제작/성능평가하 음.

○ 외국에서 량 수입하여 사용하는 압력용/변형용 LVDT 국산품을 설계,제작,특성

시험하여 조사시험용 계장 센서 제작기술을 국산화하 음.

○ 조사 핵연료의 특성,핵연료 심온도,핵연료 표면온도,핵연료 내압,핵연료 길

이 변화 열 성자속 등의 특성자료에 한 분석/평가기술을 개발하고,핵연료 조사

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 개선안을 도출하 음.

○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일체형원자로(SMART)설계 인허가에 필수 인

증기발생기 재질의 조사특성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 으며,차세 원자로(VH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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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용 재료/핵연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미래원자로용 첨단 재료 연구개

발에 활용하고자 하 음.

○ 원자력의 첨단연구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성자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

의 기반을 구축하 음.

○ 국가 원자력 장기 과제 국내·외 산·학·연에서 요구되는 조사시험을 수행할 수 있

는 기술의 확보 향상을 통하여 다양한 조사시험에 용하 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성자 조사,조사 캡슐,고온 조사,조사 자료,원자력

재료/핵연료,미래원자력 시스템

어
Neutronirradiation,Irradiationcapsule,Hightemperature

irradiation,Irradiationdata,Nuclearfuel/material,Future

nuclear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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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 목 :조사기술 고도화 미래원자력 조사기술 개발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연구개발의 목

국가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30MW “하나로”에서 재료․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을

개발하여 이를 이용한 조사시험 기술을 구축하고,조사시험 기술을 향상시켜 연구로 이

용 조사시험 기술을 자립하고,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조사시험에 활용하는데

연구개발 목 이 있다.이를 해 낮은 조사량이 요구되는 외곽 조사공에서의 조사기술

개발,차세 원자로에서 요구되는 고온조사기술개발,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과 측정

자료의 분석기술 개발과 함께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조사시험 기술 개발과

성자 조사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 한 산․학․연 이

용자들의 성자 조사특성 련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국가 장

기 원자력 에 지 수요를 만족시키기 한 기존 상용로의 건 성 평가 미래원자력

시스템의 연구개발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다.

2.연구개발의 필요성

국내에는 원자력 장기 과제인 상용 원자력 재료 내환경특성평가 향상기술 개발

(구조용강,Inconel,Zr합 ,스테인 스 강 등),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

술개발,신형 원자로 신형핵연료 개발 과제에서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한 재료·핵연료

의 다양한 조사시험이 요구되고 있으며, 성자 조사로 인한 재료 핵연료 조사거동

연구를 해 산·학·연 이용자들의 조사시험 심과 요구가 증 되고 있다.따라서 연구

로를 이용한 캡슐 활용 조사기술의 연구개발은 물론 기술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한,

SFR(sodium fastreactor) VHTR(veryhightemperaturereactor)등과 같은 차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해 재료·핵연료의 조사시험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따라 차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재료·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지원하기 해서는 재까지 개

발된 기술을 토 로 캡슐 활용기술을 지속 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으로 조사기술 고도화와 신소재 개발

연구와 함께 미래원자력 조사기술 개발을 추진하 다.2007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의 1단계 연구 기간에는 조사시험 기술의 고도화 연구의 일환으로 하나로 외곽

조사공인 OR/IP공에서의 조사시험기술과 고온조사기술을 개발하 으며,조사특성측정용

계장기술 국산화를 추진하 다. 한 원자력의 첨단연구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성자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 다.2010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의 2단계 연구 기간에는 고온조사기술개발,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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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술 개발과 함께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개발하 다.그리고

국가 원자력 장기 과제 국내․외 산·학·연에서 요구되는 조사시험을 수행할 수 있

는 기술의 확보 향상을 통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조사시험에 용하 다.

이를 통해 가동 인 상용 원자로의 계속운 연구 국가 주요 원자력 에 지 확보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지원하기 해 조사시험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원자력시스템

에 필요한 조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연구개발의 내용 범

■ 2007년

• 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

-조사요건/수요 조사시험 계획 검토

-OR/IP조사공 이용 재료조사시험용 장치/제어장치 설계

• 고온조건 조사 요소기술 개발

-조사장치 구조개선 설계

-고온용 열매체,이 구조 타당성 검토

•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 개선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품 국산화 기술검토

• 성자 조사에 의한 력기기용 도체 요소기술 개발

- 도체 단결정 성자 조사기술 검토

- 도체 단결정 성자 조사 특성 분석

• 성자 유발 나노 격자결함 측정 이용 요소기술 개발

- 학/ 자기 소재의 성자 조사조건 검토

-나노 격자결함 특성 기 자료 분석

■ 2008년

• 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

-OR/IP조사공 이용 재료 조사시험용 장치/제어장치 제작

• 고온조건 조사 요소기술 개발

-조사장치 제작기술 개발

-고온용 열매체/이 구조 기 실험

•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 개선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품 국산화 시제품 개발

• 성자 조사에 의한 력기기용 도체 요소기술 개발

-Bulk 도체 시제품 성자 조사기술 검토

-Bulk 도체 시제품 제조 성자 조사

• 성자 유발 나노 격자결함 측정 이용 요소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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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자기 소재의 성자 조사

- 성자 유발 나노 격자결함의 설계 해석 기술 개발

■ 2009년

• 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

-OR/IP조사공 이용 재료 조사시험용 장치 성능 검증

• 고온조건 조사 요소기술 개발

-고온조건 조사장치 성능검증

•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 개선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국산화 성능평가

• 성자 조사에 의한 력기기용 도체 요소기술 개발

-Bulk 도체 시제품 성자 조사특성 분석

- 도체 산업화 타당성 검토

• 성자 유발 나노 격자결함 측정 이용 요소기술 개발

- 성자 유발 나노 격자결함에 의한 학, ․자기 물성 평가 기술개발

- 학/ 자기 소재 산업화 타당성 검토

■ 2010년

• 고온조건 조사기술 개발

-고온조사시험용(최 700℃)장치 설계/제작

-고온 조사시험 하나로 안 성 검토

•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 기술 확립

-핵연료 조사용 LVDT(압력/변형 측정용)국산품 제작

-재료 고온 조사시험용 계장기술 개발

• 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기술 개발

-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 (온도,압력,길이변형)

• 미래 원자력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조사 시험 요소 기술 개발

-일체형원자로(SMART)재료 조사시험 기술개발

-원자력수소생산로(VHTR)재료/핵연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 개발

-소듐냉각고속로(SFR)재료/핵연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 개발

■ 2011년

• 고온조건 조사기술 개발

-고온 조건 조사시험(최 700℃)

-고온 조건 조사시험 기술 최 화

•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 기술 확립

-핵연료 조사용 LVDT(압력/변형 측정용)국산품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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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고온 조사시험용 계장기술 검증

• 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기술 개발

-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평가 (온도,압력,길이 변형)

• 미래 원자력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조사 시험 요소 기술 개발

-일체형원자로(SMART)재료 조사시험 평가

-원자력수소생산로(VHTR)재료/핵연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 개발

-소듐냉각고속로(SFR)재료/핵연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 개발

Ⅳ.연구개발결과

1-1.조사요건/수요 조사시험 계획 검토

1)하나로 조사공 황

2)조사공 특성

3)조사 수요 요건 검토

1-2.OR/IP조사공 이용 조사시험용 장치/제어장치 설계

1)조사시험용 장치 개념 설계

2)조사시험용 모의 장치 설계/제작/성능시험

3)진동시험

4)열 달 해석

5)재료 조사시험용 제어장치 제작 개선

1-3.OR/IP조사공 이용 재료조사시험용 장치개발/제어장치 활용

1)07M-21K캡슐의 설계 제작

2)08M-09K캡슐 설계와 제작

1-4.OR/IP조사공 이용 재료조사시험용 장치 성능 검증

1)07M-21K캡슐의 조사시험

2)08M-09K캡슐의 조사시험

3)조사시편 dpa계산

4)조사후시험 분석

2-1.재료 조사장치 구조개선 설계

1)재료 고온용 조사장치 설계

2)조사장치 구조 개선 설계

2-2.고온용 열매체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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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나로 고온조사시험 방안 검토분석

2)고온용 후보 열매체 핵 열 특성 조사 고온용 후보 열매체 선정

2-3.조사장치 제작기술 개발

1)캡슐의 기본설계

2)열 성능 시험

2-4.고온용 열매체 기 실험

1)열매체 평가

2)열 달 해석

3)IP공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의 열 특성 해석

2-5.고온조건 조사장치 성능검증

1)고온용 조사장치 설계 제작

2)온도 측정 시험

3)고온용 열매체 구조 특성 평가

2-6.고온용 이 피복 핵연료 용 조사장치 개발

1)이 피복 핵연료 의 특성 분석을 한 노외시험

2)이 피복 핵연료 설계

3)이 피복 핵연료 조사시험을 한 조사장치 설계

4)이 피복 핵연료 과 조사장치의 선출력 계산과 열평가

5)이 피복 핵연료 과 09F-08K핵연료 계장캡슐의 안 성 검토

6)이 피복 핵연료 제작과 건 성 평가

7)이 피복 핵연료 (09F-08K핵연료 계장캡슐)의 노외시험

8)이 피복 핵연료 (09F-08K핵연료 계장캡슐)의 조사시험

2-7.고온조사시험용 장치 설계

1)고온용 열매체 선정

2)이 열매체 구조 설계

3)조사 시편 배치

2-8.고온용 계장기기(히터,열 ,FluenceMonitor등)성능 시험 분석

1)고온용 계장기기 선정

2)고온용 계장기기 성능시험

3)Brazing기기(진공용 inductionfurnace)제작 설치

4)Brazing최 조건 설정을 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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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고온조사시험용 장치 제작

2-10.고온조사시험용 장치 안 성 검토

1)핵 특성 평가

2)시편 온도 계산

3)캡슐의 강도 건 성 평가

2-11.고온시험용 장치 노외성능시험

1)캡슐 량 검사

2)캡슐 장탈착 시험

3)캡슐 기특성 검사

4)He가압 설검사

5)유동 성능시험

2-12고온조건 조사시험(최 700℃)

1)캡슐 설치 제어시스템 검

2)문자 송시스템 개발

3)하나로 조사시험

2-13.조사시험 자료 분석

3-1.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품 국산화 기술검토

3-2.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품 국산화 시제품 개발

1)내방사선 압력용과 변형용 LVDT기본 설계

2)압력용과 변형용 LVDT상세설계

3)압력용과 변형용 LVDT가공조건 확립

4)압력용과 변형용 LVDT시제품 제작

3-3.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국산화 성능평가

1)LVDT노외특성 시험 장치의 설계와 제작

2)LVDT시제품 노외 특성 시험 결과 평가

3-4.노내 시험용 내방사성 LVDT제작

1)LVDT개요 황

2)조사시험용 LVDT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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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내방사성 LVDT가 장착된 계장 핵연료 설계

3-6.LVDT장착 계장캡슐의 설계 제작

3-7.내방사성 LVDT노내 성능시험을 한 조사장치 제작과 노외시험

3-8.내방사성 LVDT노내 성능시험과 평가

3-9.F/M 조사량 분석 신형 F/M 측정 정 도 분석

1)신형 성자 FluenceMonitor(F/M)설계/제작/조사량 측정

2)F/M 조사량 분석 신형 F/M 측정 정 도 분석

3-10.고온 재료용 복합 이 용 장치 챔버 설계 제작/용 성능 시험

1)LVDT 용 이버 이 용 장치 설계

2) 이 용 용 학헤드 설계

3)LVDT 용 용 장치 설계/제작

4)LVDT 용 주변기기 설계/제작

5) 이 용 챔버 설계 제작

3-11.하나로 고온조사 캡슐 계장기기 조사후 안 성 평가

4-1.핵연료 조사측정자료 분석/평가(온도,압력,길이변형)

1)핵연료 계장캡슐 조사시험 Database생산

2)하나로 캡슐 조사시험시 핵연료 특성 분석

3)측정자료 분석

5-1.SMART증기 발생기 열 재료 조사시험용 장치 설계/제작/조사시험

1)SMART1차 캡슐 (09M-02K)조사시험

2)SMART2차 캡슐 (10M-01K)조사시험

3)SMART3차 캡슐 (11M-03K)조사시험

5-2.VHTR재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 개발

1)VHTR재료 조사시험용 장치 설계/제작

2)VHTR재료 조사시험

5-3.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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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VHTR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노외시험용)상세설계 제작

2)VHTR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노외시험용)설계 개선

3)VHTR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 노외시험

5-4.SFR용 액체열매체 조사장치 기술개발 설계

1)SFR용 액체열매체 활용 고온조사장치 기술개발 설계

2)액체열매체 활용 고온 조사장치 모컵 제작 열특성시험

5-5.SFR핵연료 온도 측정 요소기술 개념설계

5-6.조사시험 이 용 조건 조사 용 성능 검사

1)용 시편 비 실험장치

2)Zircaloy-4용 시편의 비드 찰 용 단면 조사

5-7.조사시험 속연료심 용 조건 조사 용 성능 검사

1)SFR조사시험 속연료 용

2)SFR연료 핀홀 용 수행 시편 분석

3)SFR핵연료 내압측정 요소기술 개념설계

6-1. 도체 제조 조사 자기 특성 평가

1)Mg분말의 향

2)Boron분말의 향

6-2. 도체 성자 조사

6-3.Bulk 도체 시제품 성자 조사기술 검토

6-4.Bulk 도체 시제품 제조 성자 조사

1) 성자 조사용 MgB2 도체의 제조

2)조사용 시편의 제조

3) 성자 조사 선량변화에 따른 자기 특성연구

4) 성자 조사결과

6-5.MgB2bulk 도체의 제조 성자 조사효과

1)MgB2상 형성 결정성

2)열처리 /후의 겉보기 도

3)임계 류 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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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사시편의 도 특성

7-1. 성자 조사에 의한 격자결함 생성 격자결함 분석

7-2.유기화합물 비 속무기소재의 성자 조사에 의한 격자결함 특성 규명

7-3. 속산화물계 소재의 성자 조사에 의한 격자결함 특성 규명

1)다양한 속산화물계 소재의 성자조사 격자결함생성 조건규명

2) 자스핀공명분 법을 이용한 격자결함 안정성 규명

3) 성자조사에 의한 학성질 변화 측

4) 성자조사에 의한 소재의 방사화 향

7-4. 성자 유발 나노 격자결함의 설계 해석 기술 개발

7-5. 학/ 자기 소재의 성자 조사 효과 규명 연구

7-6. 성자 조사 연구의 산업화에 한 검토

8-1. 성자 조사에 따른 도체 ․자기 특성 분석

1)MgB2 도체의 열 , 기 ,자기 특성 평가

2)Carbon이 도핑된 MgB2 도체의 자기 특성 평가

3)YBCO 도 박막의 미시 임계온도 임계 류분포 분석

8-2. 성자 조사에 따른 도체 물성변화 메커니즘 규명

1) 성자 조사가 MgB2 도체의 임계온도에 미치는 향

2) 성자 조사가 MgB2 도체의 임계 류의 자기장 의존성에 미치는 향

3) 온주사 이 미경을 이용한 YBa2Cu3O7-δ 테이 의 특성 분석

8-3.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 소자 제작

1)ZnO기반 (IGZO)TFT소자 제작,구조 기본 특성

2)ZnO기반 TFT소자의 Bias-thermal-stress인가에 따른 소자 열화 비교

8-4.제작된 산화물 TFT소자에 photon조사에 따른 특성 변화 연구

1)ZnO기반 TFT소자의 NBTI에 미치는 photon조사의 향

2)채 의 passivationlayer유무에 따른 TFT소자의 NBTI에 미치는 photon

조사의 향

3)MIS소자의 density-of-state가 온도 신뢰성 BTI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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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ZTO/ITOBi-layerTFT연구

8-6.ZTO산화물 반도체에 ZrO2도핑효과에 한 연구

1)Co-sputtering을 이용한 Zn-Sn-Zr-O채 TFT소자 제작

2)Shadow mask를 이용한 Zn-Sn-Zr-OTFT소자 제작

3)Zn-Sn-Zr-O박막 특성

4)Zn-Sn-Zr-O박막 트랜지스터의 기 특성과 신뢰성 평가 원인 규명

9-1. 성자이용 조사기술 고도화 련 연구

1)조사시험 캡슐설계 개선

2)냉각수 유입 방지용 압 개발

3)신형 FM 기술 개발

4)조사시편 dpa평가 기술 개발

5)Junctionbox설계개선

6)안내 설계개선

9-2.조사시험 기술 연계 련과제 수행 내역

1)I-NERIProject(제 4세 원 용 고온재료의 환경 조사효과 연구)

2)한 원자력연료(주)수탁과제 1(고유핵연료 집합체 부품 조사특성 시험)

3)한 원자력연료(주)수탁과제 2(미국 Westinghouse사 제어 물질에 한 하

나로 조사시험)

4) 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

5)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분야 조사시험

6)고강도/고인성 원자로용기강 림 스테인리스강 개발 분야 조사시험

7) 고온가스로 요소기술 개발 분야 조사시험

8)노르웨이 HaldenProject기술 력 조사시험

9)연구로재료 조사시험용 캡슐(노외시험용)설계/제작

10)Si박막시편 조사시험

11)고강도 RPV강 조사시험

12)4개 학 연합 조사시험

13)Carbon-carboncomposite조사시험

14)기타 추진 과제

Ⅴ.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국가 형 연구시설의 효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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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나로’이용시설 활용 극 화와 기간투자효과 달성

2)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효과 수용도 증진

3) 성자 응용 기술의 산업기여를 통해 국가 상업의 발 과 국민 삶의 질 향상

2.조사기술 고도화 원자력 기술 자립에 기여

1)재료/핵연료 조사 취화특성 자료 생산 기술 확보

2)재료/핵연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 확립 측정자료 분석기술 확보

3)재료/핵연료 조사시험 기술 자립 수출

3.국내 가동 원 의 안 성 향상 계속운 에 기여

1)다양한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기술 개발 이용자 조사시험에 활용

2)장주기 조사시험 기술 개발 원 계속운 평가 지원 활용

3)In-situ(조사시험 )특성 분석 기술 개발 활용

4.미래원자력시스템 재료/핵연료 개발에 활용

1)미래원자력시스템 재료 개발에 필요한 고온 조사기술 개발 활용

2)미래원자력시스템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입자핵연료 조사기술 개발



- 15 -

SUM M ARY

Ⅰ. Project Title : Improvement of Irradiation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Irradiation Technology for

FutureNuclearReactors

Ⅱ.ObjectiveandImportanceoftheProject

1.Objective

Theobjectiveofthisresearchistodeveloptheirradiationcapsulesofmaterials

andfuelsandform thefoundationoftheself-supportingirradiationtechnologiesand

meettherequirementsoftheusersintheirradiationfieldsinHANARO,whichis

uniqueinKorea.Toachievethispurpose,theirradiationcapsulesintheoutercore

regionofHANARO andtheirradiationtechnologiesforhigh-temperaturematerials

weredeveloped.In addition,thetechnologiesforirradiati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dataanalysiswereimprovedandthefoundationfordevelopmentof

new materialsusingneutronirradiationwasestablished.Anditincludesthesupport

ofresearchesforusersfrom theindustries,universitiesandinstitutes,andthe

evaluationofintegrityofcommercialreactors,andthesupportoftheNational

ResearchProgramsofthefutureadvancednuclearsystem.

2.ImportanceoftheProject

In the field ofadvanced nuclear materialand fueldevelopmentbeing

performedinKAERI,anirradiationtestisrequiredtoinvestigatethein-pile

behaviorofanuclearreactormaterialandfuel.And,theinternalandexternal

researchersfrom institutes,industries,anduniversitieshaveagreatinterestin

the study on the irradiation characteristics ofmaterials using one ofthe

irradiationfacilities,capsules.Andtheirradiationtechnologiesarerequiredforthe

futurenuclearsystem suchSFR(sodium fastreactor),VHTR(veryhightemperature

reactor)asapartofGen-IVnuclearsystem.Accordingly,itisnecessarytoimprove

the technologies utilizing capsule continuously based on thepresentirradiation

technologiestosupporttheirradiationtechnologiesneededinthedevelopmentofthe

next-generationnuclearsystem.

AsanationalR&D project,theimprovementofirradiationtechnologyand

developmentofnew materialbyusingneutronarebeingperformedbyKAERI.



- 16 -

IntheperiodofPhaseI(March1,2007toFebruary28,2010),theirradiation

capsulesintheoutercoreregionofHANARO andtheirradiationtechnologiesfor

high-temperaturematerialsweredeveloped,andthelocalizationofthecontrolsystem

forirradiationwaspromotedasapartoftheresearchesfortheadvancedirradiation

technologies.IntheperiodofPhaseII(March1,2010toFebruary29,2012),the

irradiationtechnologiesforhigh-temperaturematerialsandfuturenuclearreactor

system weredeveloped,andthelocalization ofsomeirradiation instrumentation

technologieswasperformedforutilizingatfuturenuclearsystem.Inaddition,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using neutron irradiation was

establishedtoascertaintheutilizationinthehigh-techindustry.Throughthese

researches,thesecurityplanofthenationalnuclearenergysuchastheresearchfor

thecontinuousoperationofthecommercialreactorsandthedevelopmentofthe

futurenuclearsystemwassupportedcertainly.

Ⅲ.ScopeandContentsoftheProject

1.DevelopmentoftheIrradiationTechnologiesintheOR/IPHolesof

HANARO

1)Review fortherequirements/demandofirradiationandtheplanofthe

irradiationtests

2)Designoftheirradiationdevicesandthecontrolsystem intheOR/IPtest

holes

3)Developmentoftheirradiationdevicesandutilizationofthecontrolsystem

intheOR/IPtestholes

4)PerformanceverificationofthematerialirradiationdevicesintheOR/IP

testholes

2.DevelopmentoftheEssentialTechnologiesfortheIrradiationatHigh

Temperatures

1)Structuralimprovementanddesignofthematerialirradiationdevices

2)Feasibilitystudyofthe thermalmediaforhightemperatureapplication

3) Development of the technologies for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

irradiationdevices

4)Basicexperimentsforthecharacterization ofhigh-temperaturethermal

media

5) Performance verification of the irradiation devices for use at high

temperatures



- 17 -

6)Developmentofdoublecladdingfuelrodforhightemperatureapplication

3.ImprovementoftheInstrumentationTechnologiesforMeasurementof

theIrradiationCharacteristics

1)Review ofthetechnologiesforlocalization oftheinstrumentationsfor

measurementoftheirradiationcharacteristics

2)DevelopmentoftheprototypeLVDT

3)PerformancetestoftheprototypeLVDT

4.Developmentofthetechnologiesforanalysisofthefuelirradiation

measurementdata

5.Developmentofirradiationtechnologyforfuturenuclearreactorsystem

1)IrradiationtechnologiesforSMART

2)IrradiationtechnologiesforVHTR

3)IrradiationtechnologiesforSFR

6.Developmentoftheessentialtechnologiesofthesuperconductorsfor

theelectricpowerequipmentsusingneutronirradiation

7.Generationofpara-magneticdefectcenterinthesolidstatebyneutron

irradiationanditsapplicationfornew materialdevelopment

8.Studyonthesuper-conductorsandthetransistormaterialsbyneutron

irradiation

1)Changeoftheelectro-magneticpropertiesofsuperconductingmaterialsby

neutronirradiation

2)Effectofneutronirradiationontheoxidefilm transistors

9.Supportoftheirradiationworksfortheusersfrom researchinstitutes,

universities,andindustries

Ⅳ.ResultsoftheProject

1-1.Review fortheirradiationrequirements,demandandtestplan

1-2.Designofthecapsule/controldeviceforirradiationatOR/IP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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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Utilizationofthecapsule/controldeviceforirradiationatOR/IPholes

1-4.PerformancetestofthecapsuleforirradiationatOR/IPholes

2-1.Improvementanddesignofthestructureofmaterialirradiationcapsule

2-2.Feasibilityreview ofthehigh-temperaturethermalmedia

2-3.Developmentofthefabricationtechnologyofirradiationcapsule

2-4Basicexperimentforthehigh-temperaturethermalmedia

2-5.Performanceverificationofthehigh-temperatureirradiationcapsule

2-6.Developmentofthecapsuleforthehigh-temperaturedoublecladdingfuel

rod

2-7.Designofthehigh-temperaturecapsule

2-8.Performancetestandanalysisofthehigh-temperatureinstruments

2-9.Fabricationofthehigh-temperatureirradiationcapsule

2-10.Review forsafetyofthehigh-temperatureirradiationcapsule

2-11.Performancetestatout-pilefacility ofthehigh-temperatureirradiation

capsule

2-12.Irradiationtestathightemperature(max.700℃)

2-13.Analysisoftheirradiationdata

3-1.Review for localization of the instruments for measurement of the

irradiationcharacteristics

3-2. Development of the domestic prototypes of the instruments for

measurementoftheirradiationcharacteristics

3-3.Performancetestofthedomesticprototype

3-4.FabricationoftheradiationresistantLVDT

3-5.Designoftheinstrumentedfuelrodequippedwiththeradiationresistant

LVDT

3-6.DesignandfabricationofthecapsulewithLVDT

3-7.Fabricationofthecapsuleforperformancetestoftheradiationresistant

LVDT

3-8.In-coretestoftheradiationresistantLVDT

3-9.AnalysisofneutronfluenceofF/M andaccuracyofnew F/M

3-10.Designandfabricationofthecomplexlaserweldingmachineandchamber

forhigh-temperaturematerial

3-11. Post-irradiation safety evaluation of the capsule instruments for

high-temperatureirradiation



- 19 -

4-1.Analysisandevaluationofthemeasurementdataoffuelirradiation

5-1.Design,fabricationandirradiationtestofthecapsuleforirradiationofthe

SMARTsteam generatortubematerial

5-2.Developmentoftechnologiesforirradiation ofVHTRRPVmaterial

5-3.Developmentoftechnologiesforirradiationofthecoatedparticlefuels

5-4.Developmentoftechnologiesfortheirradiation capuleofliquid thermal

mediaforSFR

5-5.Conceptualdesignof technologiesformeasuringthetemperaturesofSFR

fuel

5-6.Investigationoftheweldingconditionofthedoubletubeforirradiationtest

andinspectionofweldingperformance

5-7.Investigation ofthewelding condition ofthemetalfuelcoreforSFR

irradiationtestandinspectionofweldingperformance

6-1.Fabrication ofsuperconductors and evaluation ofthe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beforeirradiation

6-2.Irradiationofsuperconductors

6-3.Review ofirradiationtechnologyoftheprototypeofbulksuperconductor

6-4.Fabricationoftheprototypeofbulksuperconductorandtheirradiation

6-5.FabricationoftheprototypeofMgB2bulksuperconductorandinvestigation

oftheirradiationeffect

7-1.Generationoflatticesdefectbyneutronirradiationandanalysisofthedefect

7-2.Examinationofcharacteristicsofthelatticedefectbyneutronirradiationof

organiccompoundsandnonmetalinorganicmaterial

7-3.Examinationofcharacteristicsofthelatticedefectbyneutronirradiationof

metaloxidematerial

7-4.Designofthenano-latticedefectbyneutronirradiationanddevelopmentof

theanalysis

7-5.Examinationoftheirradiationeffectofoptical/elector-magneticmaterials

7-6.Review forindustrializationofneutronirradiation

8-1.Analysis ofthe elector-magnetic characteristics ofsuperconductors by

neutronirradiation

8-2.Examination ofmechanism forpropertieschangeofsuperconductorsby

neutron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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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Fabricationoftheoxidefilm transistormaterial

8-4.ExaminationofpropertieschangebyphotonirradiationontheoxideTFT

material

8-5.StudyforZTO/ITOBi-layerTFT

8-6.StudyforthedopingeffectonZTOoxidesemi-conductors

9-1.Studyonimprovementofirradiationtechnologies

9-2.Utilizationandsupportofirradiationtechnologies

Ⅴ.ProposalforApplications

Theresultsofimprovementofirradiationtechnologyanddevelopment

ofirradiationtechnologyforfuturenuclearreactorsareexpectedtobe

appliedasfollows.

1.Effectiveoperationofthenationalhugeresearchfacility

1)Maximization ofHANARO facilities'applications and achievementof

basicallyimportantinvestmenteffect

2)Enhancementofadvertisementeffecttopublicwithrespecttopeacefulof

nuclearenergyandpublicacceptance

3) Industrial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life quality through the

contributiontonationalindustryofneutronofscience

2.Contribution to improvement of Irradiation Technology and the

self-supportingirradiationtechnology

1)Establishmentoftheproduction technology fortheirradiation data of

material/fuel

2) Establishment of the instrumentation technology for measuring the

irradiationcharacteristicsofmaterial/fuelandtheanalysistechnologyof

measureddata

3)Independenceandexportoftheirradiationtechnologies

3.Improvementofsafety ofthe domestic nuclearpowerplants and

contributiontotheircontinuousoperation

1)Developmentofvariousmaterial/fuelirradiationtechnologiesandsupportof

many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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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evelopmentandutilizationofthelong term irradiationtechnology and

supportofcontinuousoperationofNPP

3)Developmentandutilizationofanalysisofthein-situirradiationdata

4.Utilizationtodevelopmentofmaterial/fuelforthefuturenuclearsystem

1)Developmentand utilization ofthehigh-temperaturematerialirradiation

technologyforfuturenuclearsystem

2) Utilization of the high-temperature coated particle fuel irradiation

technologyfordevelopmentoffuturenuclearsystem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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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재 우리나라에는 가압 수로 4기 가압경수로 17기가 가동 에 있고,원자

력 발 이 차지하는 비 이 40%에 달하고 있다.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19기의

원 을 새로 건설하여 원자력발 비 을 59%까지 확 시켜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한 세계 원 시장에서도 오는 2030년까지 400기 이상의 신규 원 건설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상되며,최근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원 4기

건설을 수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계시장의 20% 유를 목표로 하는 등 세계

으로 열리고 있는 원자력 발 르네상스 시 를 선도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이러한

국제 인 원자력 기술발 은 1978년 원자력 발 시작이후 단한건도 원 사고를 기

록하지 않는 등 원자력발 소의 탁월한 안 성 유지가 그 기반임이 분명하다.

원자력발 소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가동 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자에 노

출되어 필연 으로 조사취화 상이 상되며,원 에 사용하는 재료의 건 성 평

가와 노내 설계 자료의 확보는 국내원 의 안 성 확보에 매우 요한 분야가 된

다.한편 세계 으로 가동원 의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국내에서도

2008년에 고리 1호기의 계속운 사업이 승인된바 후속 호기들에 한 계속운 도

연차 으로 계획되고 있다.따라서 가동원 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구조재료에

한 조사특성 평가자료 확보는 필수 인 사안이다.

연구로에서 계장 캡슐을 활용한 조사시험은 다양한 운 조건을 구 할 수 있으

며 조사시험 변수를 조 할 수 있고 성자속이 높아 시험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실제 주요 원자로 노심재료인 원자로압력용기 캡슐 조사시험의

경우,약 6일간의 조사시험만으로 재료가 실제 원자로에서 40년 설계수명 말기까지

받을 성자 조사량에 도달하게 되므로 단기간에 련 재료 구조물의 조사성능

측 평가를 가능 하는 매우 유용한 설비이다.

최근 하나로 조사시험 이용자들의 보다 다양한 조사시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다양한 핵연료/재료 조사장치 조사기술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성

자 조사로 신소재 개발과 이를 비발 분야에 용하여 련 산업기술의 획기 향

상을 해 기술개발 필요가 두되었으며,제4세 원자로개발에 필요한 핵연료/재

료 조사시험을 ‘하나로’에서 수행하기 해 조사장치 조사기술의 지속 연구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1단계(2007년 3월 1일～2010년 2월 28일)연구를 통하여 기존 하나로

(HANARO) 심부 CT/IR 조사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노심 외곽의 성자속

(neutronflux)이 낮은 OR IP조사시험공을 이용하여 조사시험하기 한 OR/IP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 조사기술을 성공리에 개발하 다.해당 조사시험기술은

고리1호기를 포함한 국내 가압경수형(PWR)원자력발 소 압력용기(RPV)의 계속운

평가,국내 소형원자로 원천기술 개발을 한 SMART 증기발생기 재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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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제4세 원 개발을 한 한미 공동 연구인 I-NERIProject의 고온재료 조

사시험,고강도 압력용기개발 조사시험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한 차세 원

자로 연구개발 지원을 한 재료/핵연료 고온시험용 조사장치 련기술을 개발

하기 한 고온용 열매체,이 열매체,이 피복 핵연료 조사장치 요소기술을 확립

하 다. 한 선진 외국에 비해 낙후된 국내 조사시험 계장기술 선진화의 일환으로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압력 길이변형 측정용 LVDT국산화 시제품을

제작하여 우수한 노외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련 장치 기술을 확보하 으며,고

온 조사시험에 필수 인 열 히터 계장기술,조사량 평가기술,냉각수유입방

지용 압 기술 등을 개선/개발하여 기존 하나로 조사시험 기술개선과 함께 향후

고온 환경의 차세 원자로를 한 재료/핵연료 개발 련 연구 수행에 활용될 주

요 계장기술을 확보하 다.한편 국내 최 로 성자 조사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개

발 연구를 수행하여 고효율 에 지 장 후보재료인 도체 학 자기 후보

소재에 한 성자 조사 조건에 따라 재료물성이 향상되는 상을 확인하여 해당

기술을 향후 자기/ 학재료 신소재 설계 분야에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2단계

(2010년 3월 1일～2012년 2월 29일)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를 통하여 1단계에서 50

0℃ 까지 기술개발된 조사시험 기술로부터 700℃까지의 고온조건 시험 기술을 개발

완료하 으며,1단계에서 계장기술 확립 차원에서 기술개발/제작된 국산화 시제품

LVDT의 하나로에서의 최종 성능검증을 수행하 으며,그동안 수행해온 핵연료 조

사 측정자료의 체계 분석방안을 확립하 다. 한 그동안의 사업을 통하여 고도

화된 성자 이용 조사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장기 원자력 연구개발 계획의 핵심

인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필수 인 재료/핵연료 조사특성 설계자료 생산을 한

조사시험 요소기술을 개발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과제의 1단계(2007년 3월 1일～2010년 2월 28일) 2단계

(2010년 3월 1일～2012년 2월 29일)에 수행한 내용을 정리한 기술보고서,논문,각

종 학술 회에 발표한 내역을 토 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 다.그 주요

내용별 분류는 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고온조건 조사요소기술

개발,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 개선, 성자 조사에 의한 력기기용 도체 요

소기술 개발, 성자 유발 나노 결자결함 측정 이용 요소기술 개발,고온조건 조

사기술 개발,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 기술 확립,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기술 개발,미래 원자력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조사 시험 요소 기술 개발 조

사시험 지원 련 업무 등으로 분류되고,이에 련한 주요 사항들에 하여 기

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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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의 조사기술 황

1.국내의 조사기술 요구 활용 황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가 소하여 태양열,풍력 등 재생자원의 이용이

제한 이다.그러므로 좁은 면 에서도 높은 에 지를 얻을 수 있는 원자력의 극

이용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지속 인 상용원자로 발 확 정책과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4세 미래형원자로로는 소듐냉각고속로(SFR)

수소경제를 2020년에 실 하기 한 수소생산용 원자로로는 고온가스냉각로

(VHTR)가 가장 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장기 으로 개발 기술들을 실증하

고 우리나라에서 종합 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증시설 건설을 목표로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 연구개발의 투자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해 Gen-IV

공동 연구 참여와 핵융합로 공동연구를 한 ITERProject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를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자를 이용하는 일부 분야에서는 성자 조사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 이

나 도체나 학재료 등과 같은 신소재 설계분야에 한 연구는 아주 미약한 상

태이다. 한 국내에서는 NT와 련 다양한 신기능소재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지만 성자를 이용한 신기능소재 응용개발은 미약한 실정이다.이미 확보

된 하나로 성자 시설과 국내의 NT 소재기술을 목시킬 경우,선진국에 비해 후

발주자의 입장이지만 단기간에 기술격차를 이고 독자 인 도체, 학/ 자기

재료기술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하나로에서는 조사장치,즉 캡슐,rig 는 loop등을 활용하여 원자력 재료

핵연료 조사시험과 기 련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재 하나로에서 활용 인

조사장치로는 핵연료 재료를 조사시험할 수 있는 캡슐과 FTL,동 원소 생산

연구를 한 RIrig,방사화분석을 한 PTS,Si반도체의 NTD을 한 장치 등

이 있다.최근에는 하나로 조사시험 이용자들의 보다 다양한 조사시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다양한 핵연료/재료 조사장치 조사기술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며,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재료 조사시험을 하나로에서

수행하기 해 조사장치 조사기술의 지속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조

사 핵연료/재료의 특성을 측정하기 한 계장기술 개발에 한 필요성도 강조되

고 있다.

1995년 2월 하나로 가동과 함께 하나로에서 조사시험과 련하여 원자력 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1997년부터 조사시험

공의 핵 특성을 악하고,원 재료를 심으로 한 다양한 조사시험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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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재까지 개발한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하나로에서 수행한 조사시험 련 자

료는 표 2.1.1 그림 2.1.1,2.1.2와 같다.

2.국내 조사기술 황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1995년 ‘하나로’가동과 함께 조사시험과 련하여 원자

력 장기연구기획사업으로 재료조사시험용 캡슐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1997년부터

원 재료의 조사시험을 지원하고 있다.그리고 핵연료 조사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을 개발하 다.2000년부터 조사 재료의 크립특성을

측정하기 한 크립캡슐을 개발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이 외에도 재조사

재계장을 한 요소기술을,2007년부터 OR/IP조사공 이용 조사시험기술을 개발하

다.2010년부터 고온 조사시험기술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조사시험

요소기술을 개발하 다. 재까지 개발된 기술들은 원자력 안 과 련된 원자로

수명연장,이용률/경제성 향상을 한 원자로 핵연료 개발,원자로 구조재인 스

테인리스강,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DUPIC),신형핵연료, 속핵연료,

연구로 재료,미래원자력시스템용 첨단 재료/핵연료 연구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에

활용되고 있다. 한 두산 공업의 압력용기,S/G재료의 설계 검증자료 확보 조사

시험,한 원자력연료(주)(KNF)의 국산 핵연료의 설계 검증 련 조사시험,고리1

호기를 포함한 국내 경수로 계속운 련 조사시험,제4세 국제공동연구

I-NERIProject,원자력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한 소형원자로(SMART)기술개

발 사업,수출용 연구로 설계개선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조사시험을 한 정 계측기들은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내방사선용으로 국

내에서는 내방사선용 계측기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재까지 량 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LVDT 등에 한 국산화 연구를 통하여 련기

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성자를 이용하여 도체나 학재료 등과 같은 신소재 설계분야에 한 연

구는 아주 미약한 상태이다.이미 확보된 ‘하나로’ 성자 시설과 국내의 NT 소재

기술을 목시킬 경우,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의 입장이지만 단기간에 기술격차를

이고 독자 인 도체, 학/ 자기 재료기술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성자응용기술개발 과제 내의 세

부과인 성자이용 조사기술 고도화 미래원자력 조사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1,2

단계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얻었으며,그동안 하나로에 확보된

조사시설의 기술 사양은 표 2.1.2와 같다.

∙ 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상 으로 낮은 조사량

이 요구되는 조사시험을 해 재료캡슐 기술을 개발,‘하나로’OR5공에서 조사

시험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 음.이 기술은 한/미 공동 4세 원자로 개

발연구인 I-NERI Project의 고온재료(두산 공업 제조)의 조사 특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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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M-21K,08M-09K캡슐),고리1호기계속운 련 압력용기강 조사취화특성

시험(08M-02K), 소형원자로(SMART) 기술개발 조사시험(09M-02K,

11M-03K), 고온가스로 압력용기재료 조사시험(10M-15K)에 활용되어 국내

외 연구역량 ‘하나로’홍보에 크게 기여하 음.

∙ 고온조건 조사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노외시험용 고온조사 장치의 개발과 성능

검증을 통해 다양한 열매체의 고온 활용성을 조사하 음.추후 4세 원자로에

서 요구되는 700℃ 이상의 고온 조사시험을 해 Ti/Graphite이 열매체 캡슐

을 개발하여 하나로에서 500℃ 700℃ 조사시험을 수행하 고,고온시험용

LBE액체열매체의 활용성 가능성을 평가하 음.핵연료 고온 조사시험을 하

여 이 피복 핵연료 을 설계/제작/성능평가하여 ‘하나로’조사시험용 이 피복

핵연료 조사장치(09F-08K)를 설계/제작/시험하여 고온 조사시험을 한 요

소기술을 확보하 음.

∙ 외국에서 량 수입하여 사용하는 압력용/변형용 LVDT국산품을 설계,제작하

고 특성 시험을 수행하여 우수한 품질을 확인하여 원자력 기술 선진국에서만

수행하는 조사시험용 계장 센서 개발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으며 고가의 LVDT

를 국산화하여 외화를 감하게 되었음. 한 FTL(FuelTestLoop)용 핵연료

계장기술을 지원개발하여 ‘하나로’FTL의 성공 인 설치 시운 에

기여함.

∙ 국내 최 로 성자 조사기술을 신소재 설계에 응용하기 해 고효율 에 지

장용 산화물 도체 YBaCuO와 의료용 소재 MgB2를 상으로 성자 조

사용 합성조건 확립,소재내부 결함생성과 자기특성변화 기 자료,조사선량

의 최 조건,방사화에 따른 장수명 핵종생성과 불순물 농도,재료설계를 한

결함농도 등의 기 자료를 확보하 음.잔류방사능 문제,조사시설의 사업

활용 가능성을 고려 시 단계에서 산업화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단하 음.

∙ 성자 조사기술을 신소재 설계에 응용하기 해 학 자기 후보소재(SiC,

SiO2,유기탄소 등) 속산화물계 소재(SrTiO3,ZnO,MgO,Al2O3,LaAlO3,

ZrO2등)를 선정, 성자 조사 (3.1x1016～3.1x1018n/cm2)를 하여 자스핀공명

분 법을 이용한 나노 격자결함의 정량 분석 나노격자구조결함 특성을 평

가하여 격자결함생성 조건 원인을 규명하 음.잔류방사능 문제,조사시설

의 사업 활용 가능성을 고려 시 단계에서 산업화 진행이 어렵다고 단

하 음.

∙ 국가 장기 에 지 안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한 일체형원자로

(SMART)개발,미래 원자력시스템(VHTR,SFR 등)개발 핵융합로 개발

등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미래원자력 조사시험

요소기술을 개발하 음.하나로를 이용하여 SMART 증기발생기 재질의 노내

특성 자료 생산하여 설계 인허가 자료로 제공하 으며,VHTR 재료

TRISO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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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목표로 하지 않았던 부수 성과물로 연구로 재료시험용 온조사 캡슐,

냉각수 유입방지 압 ,조사량 평가용 F/M 개선,dpa/방사화 분석 방법을 개

발하 음.

∙ 연구결과의 우수성 개발기술의 국가 주요 장기 연구개발 사업에의 활용도

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 결과는 매우 우수하다고 단됨.연구성과물은 국내 논

문게재 12건,국내 논문발표 94건,국외 논문게재 17건,국외 논문발표 35건,특

허출원 6건,특허등록 5건(미국 2건), 로그램 등록 6건,기술 보고서 44건,설

계도면 44건, 기술이 2건(기술료 3,200만원), 기술이용 14건(KNF/

Westinghouse/KAERI수탁 4건,KAERI연구지원 10건),국무총리표창 1건이

있음.

∙ 그동안 개발된 기술 시설을 이용하여 표 2.1.3과 같이 KNF/Westinghouse

/KAERI수탁 4건 등 16건의 국내외 원자력 연구개발 과제에 기술 이 /활용

하여 수탁/용역/자문 연구를 추가업무로 수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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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외의 조사기술 황

1.외국의 조사기술 요건

최근 에 지 망에 있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원유자원의 고갈

로 화석연료의 경제성은 2020년에 격히 나빠질 것으로 상된다.따라서 여러 선

진국가에서는 지속 인 상용원자로 발 확 정책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4세 미래형원자로로 소듐냉각고속로(SFR) 고온가스냉각로

(VHTR)에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특히 Gen-IV 계획의 일환으로 유럽, 랑

스,미국,일본 국 등에서는 차세 에 지원인 수소생산을 한 고온가스로

용 피복입자 핵연료 개발을 해 장기 인 조사시험 계획을 수립하고,이에 따른

조사장치 개발과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한 고온 재료에 한 성자 조사

효과 연구를 한 조사시험 계획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유럽은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과 안 성 련 시험을 계획하고 있다.그리

고 고연소도 고온에서의 피복입자핵연료의 성능한계에 해 평가할 정이다.

정상상태에서의 핵연료 조사시험은 네덜란드 Petten에 있는 HFR(High Flux

Reactor)에서 수행할 정이다.핵연료 안 성 련 시험은 HFR에서 조사된 핵연료

를 ITU-Karlsruhe의 KUFA 시설에서 1600℃ 이상으로 가열하는 실험을 수행할

정이다.그리고 1998년부터 EU-program의 일환으로 차세 신 원자력시스템의

기능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해 RAPHAEL(ReActorforProcessheat,Hydrogen

AndELectricitygeneration)과제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미국에서는 고온가스로의

구조재로 활용되는 graphite의 성능확인과 피복입자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조사시

험을 INL(IdahoNationalLaboratory)의 ATR(AdvancedTestReactor)에서 수행하

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장수명 핵종 핵무기 Pu소멸처리,고속증식로용 재료

핵연료,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 핵연료 고온재료,개량로 재료 기존 발

소의 압력용기강(pressurevesselsteel)조사시험,in-pilecreep시험,graphite조사

시험 등의 조사시험에 필요한 각종 조사시설 계측기술들을 단계 으로 개발하여

연구로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일본,캐나다,미국, 랑스,네덜란드,

독일,노르웨이,스웨덴 등 여러 원자력 선진국에서 수행하는 성자 이용 조사시험

은 다양한 형태의 시험설비를 이용하며,1960년 이후부터 주요 조사시험 기술개

발이 진행되어 소규모의 캡슐을 이용한 시험부터 종합 성능,부하 추종 출력

증 시험을 한 loop이용 조사시험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시험기술이 개발되

어 활용되고 있다.재료 조사시험은 규모로 수행되며 고온조사시험,정 온도측

정과 고도의 제어기술이 개발되어 활용 이며,핵연료 조사시험에 있어서도 고연

소도 시험이나 재조사가 가능한 시험장치 계장기술들이 개발/활용되었다.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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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상상태 천이상태에서의 특성 규명 등을 한 조사장치도 개발되어 활용되

고 있다.

2.외국의 조사기술 황

랑스의 경우 CEA를 심으로 OSIRIS,CABRI, HFR,ISIS,ORPHEE,

PHEBUS등 다수의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활용하고 있으며,2015년 가동을 목표로

JHR조사시험로를 건설하고 있다. 재 발 소의 가동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완

벽하게 조사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미래의 핵융합로 고속로 재료를 포함한

LWRs핵재료의 조사특성 검증시험이 활발히 진행 이다.특히 고속 성자 환경

하에서 각종 계측장비를 장착하여 원 구조재의 신뢰성 안 성 향상 련 시험

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ATR HFIR등 고성능의 연구로를 다수 확보하고 다양한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최근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 핵연료 graphite와

같은 고온재료,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장수명 핵종 핵무기 Pu소멸처리,원

수명연장,연구로용 핵연료개발 등을 한 연구를 한 핵연료 재료의 조사

시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재설비를 통해 재가동 정인 JMTR을 포함하여 원자로사고검

증용 NSRR,고온가스냉각로인 HTTR,고속로연구로인 Joyo등의 첨단연구용 원자

로를 활용하여 상용로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안 성 기술개발 련 다양한 핵

연료/재료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나,최근 발생한 동북부 지진과 후쿠시마 원

사고로 인해 일본의 연구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련 연구 뿐 만아니라 타 연구분

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상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국제공동연구 로그램(HRP)을 조직하여 정상조건에서의 조사시험,

과도상태의 조사시험,피복 재료조사시험 발 소 수명연장을 한 조사시험

등 다양한 핵연료/재료 Loop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벨기에의 BR2원자로에서

는 CALLISTO루 를 활용하여 신형 핵연료에 한 정상상태 조사시험과 이미 조

사된 핵연료에 한 재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3.핵융합로 련 조사기술 개발 황

국제핵융합실험로(ITER:InternationalThermonuclearExperimentalReactor)에

참여하는 6개국(한국,미국,러시아,EU,일본, 국)은 2005년 6월 28일에 ITER를

랑스 Cadarache에 건설하기로 결정하 다.ITER Project는 2005년에 장치 건설

에 착수하여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의 열출력은 500MW,에 지 증

폭율(Q)는 10이상이다.그리고 2016년부터는 장치운 실험을 수행할 정이다.

여기에 한국은 총건설비 50억$의 10%를 분담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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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핵융합로 재료들의 성자 조사에 의한 특성평가를 한 연구가 증가

하고 있다.핵융합로에서 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 손상은 atomicdisplacement에

따라 생성되는 He양에 의해 결정된다.핵분열로와 핵융합로에서의 displacement

비율은 매우 다르다.핵융합로 재료에서의 He생성비는 핵융합로의 성자 에 지

가 크기 때문에 매우 크다.이러한 조건에서 재료 조사손상 연구는 재 는 수년

안에는 매우 제한 인 시설( ;연구로,가속기)에서만 가능하다.하지만 재 핵융

합로 재료의 조사손상에 한 자료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필요성

에 따라 네덜란드 HFR,일본 JMTR,미국 HFIR등의 연구로에서는 핵융합로 재료

의 조사손상을 모사하기 한 조사시설을 개발하여 핵융합로용 재료의 조사시험을

일부 수행하 다. 조사재료로는 austenitic stainless steel, vanadium 합 ,

blanket/breeder재료,1stwall보호 재료인 ceramic재료, 도 재료 등이 있다.

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재료들의 조사 향을 평가하기 해 European Fusion

TechnologyProgram을 구성하여 HFR에서 오랫동안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이를

한 조사장치는 조사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그리고 일본 JMTR에서도 ITER

운 모드를 모사한 조건에서 재료의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한 조사장치를 개발하

여 조사시험을 수행하기도 하 다.이들 조사조건으로 최 고속 성자 조사량은

1x1022n/cm2(>0.1MeV),조사온도는 85～1600℃로 다양하다.조사온도에 따라 온

조사조건인 경우에는 일부 시편이 연구로 냉각수에 노출되기도 하고,고온 조사온

도인 경우에는 He/Ne혼합기체를 활용하기도 하 다.이와 같이 다양한 조사조건

에 따른 조사장치는 연구로의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계/제작되었다.

4.비원자력 분야의 조사기술 개발 황

선진국에서는 성자를 이용한 고부가가치,고효율 도체를 개발하려는 노력

이 있어 왔고,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자 조사를 이용한 도체 개

발 연구는 미국,일본 등 연구로를 보유한 나라에서 집 으로 연구되었다.물질조

사 방법은 조사되는 물질에 따라서 proton,electron,chargedion과 neutron조사

등이 있으며, 성자 조사를 제외한 다른 조사방법은 조사선원의 침투깊이가 크지

않아서 재료내부까지 균일한 미소결함을 생성하지 못하고 재료내부에 불균일한 결

함을 형성한다. 성자 연구와 동시에 이온입자나 다른 방사선 조사실험도 수행

되었으나 성자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성자가 도체 물성향상에 효

과 인 이유는 결정내부에 나노 크기의 결함을 만들어 주며 결함의 분포도 균일하

기 때문이다.결함이 없는 경우 성자 조사로 결함을 생성시킬 경우 8x1021/m2의

조사량에서 100배 정도의 물성향상이 있었으며,일반 벌크 도체의 경우는 10배

정도의 물성향상이 보고되었다.아직 성자 기술을 이용하는 도체의 산업화는

미진한 상태이다.이는 성자 기술이 완 히 확립되지 않았고 산업화하기에 충분

한 재료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연구로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의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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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자 선원을 이용한 도체 개발 연구를 수행 이다.미국 도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휴스톤 학과 라질,이탈리아,쿠바 등이 공동연구로 성자 조사

연구를 수행하 다.연구는 주로 도의 이온도와 임계 류 도의 변화에 한

것이었다.일본의 도연구소(ISTEC)는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와 공동

으로 도체의 물질향상을 목 으로 성자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일부 도체

에서 성능향상의 결과를 얻었다.기타 터키,오스트리아,호주, 국 등 원자로 보유

국에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성자 조사를 이용한 비원자력 분야의 다양한 응용 소재개발을 한 핵심원천

기술 연구가 미국,일본,유럽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그 핵심은 다양한

유기/무기 재료에 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나노격자결함을 규명하고,이를 조

․응용하는 원천기술 확보에 있다.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신기능성 재료를 창출,

시장을 선 하려는 노력이 국가주도 기업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우선,

실용화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큰 학소재, 자기재료에 해 활발한 응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가장 심을 끄는 분야로는, 성자 조사를 통해 조 가능한 나노

스핀연구를 들 수 있다.기존의 이 속을 심으로 했던 연구를 뛰어 넘어, 성

자 조사효과를 반도체 물질에 용할 때 한 차원 높은 성과가 기 되고 있다.이러

한 이유로 반도체 내부에서의 스핀 연구 자성체로부터의 스핀주입(Spin

Injection),강자성을 띠는 반도체(자성반도체)개발 등에 최근 많은 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분야를 통칭 반도체 스핀트로닉스(SemiconductorSpintronics,

SpinsinSemiconductors)라고 하는데 향후 형성될 거 한 시장을 두고 기술선 을

한 연구개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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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국내·외 기술수 비교

원자력선진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연구로는 설계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분

야가 다르다.그림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로는 다양한 성자속을 갖는다.

외국의 연구로에서 보유한 조사시험 장치 조사기술을 하나로를 이용하는 조사시

험 련 정치와 기술을 직 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연구로를 이용하는

기술분야별 수 을 상 으로 비교해 보면 표 2.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최근 loop의 개발 설치와 함께 고온 온 조

사용 캡슐의 개발이 수행됨에 따라 아직 선진국 수 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

도 상당한 수 에 이르 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된 국내 조사

시험용 캡슐 개발 활용기술은 표 2.3.2와 같이 원자력 선진국 기술과 비교된다.

먼 성자 조사 기술,계장품 개발 계장기술 분야의 경우 OR/IP조사공용 재

료 조사시험장치 개발 활용을 통하여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 확 하 고, 한

조사시험 분야 핵심 계장기술 품목으로 재 량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

는 방사선 환경용 정 계측센서인 압력/변형용 LVDT/SPND의 국산화 개발을 추

진하고 있는 등 선진국의 기술수 에 거의 근 한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이제

개발 기인 고온조건 조사 기술,조사특성 측정자료 분석/평가 기술, 성자를 이

용한 도체 학/ 자기 재료 등 신소재 개발 등의 분야 미래원자력시스

템용 재료/핵연료를 조사하기 한 첨단 조사기술은 추가 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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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국내 조사기술 망 산업체와 연계

1.국내 조사기술 망

국내에서 하나로에 합한 조사장치 조사기술은 90년 이후에 개발이 시작

되어 재까지 재료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과 조사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크립,피로 등 특수목 을 한 조사기술 기반이 구축되었다.따라서 개발

되어 있는 조사시험 기반기술의 활용을 통해 재 국내외 으로 연구가 진행 는

계획되고 있는 상용원 개량,제3+세 원자로(APR,SMART등),제4세 원자로

(SFR,VHTR등),핵융합로(ITER)개발연구 등에 필수 인 장기 조사,고온 정

계측 조사에 필요한 조사장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이를 통해 첨

단 원자력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도체, 학/ 자기 재료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

다.한편 지난 10년간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한

조사장치 기술과 여러 가지의 부 시설들을 개발하여 왔다.이는 모두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연구장비들이다.이와 같이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장치들을 개발한 경험과 국외에서 제작된 내방사선 계장품의 오랜 사용 경험,그리

고 국외의 내방사선 계장품 개발과 련된 기 자료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

에 내방사성용 계측기의 국산화는 성공 으로 수행될 것으로 단된다.

하나로 가동과 함께 재료/핵연료의 조사시험 기술개발이 착수되었고,1999년부터

이용자들의 조사시험 지원과 함께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사업을 지속 으로

지원하고 있다.그리고 한 원자력연료(주)(KNF)의 요구로 핵연료집합체 부품 노내

성능 평가를 한 조사시험을 수행하 으며,성공 인 1차 시험을 바탕으로 고유핵

연료 부품의 장주기 조사시험인 2차 조사시험도 성공리에 수행하여 련 산업체의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 크게 기여하 다. 한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한 이용자들

의 수요를 근거로 원자력 재료/핵연료의 조사시험과 성자 조사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과 련한 산․학․연 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성자 조사기술을 도 연구에 목시키면 도 물성향상을 기 할 수 있

다. 도는 차세 신에 지 발 ,송 , 장을 한 기술로서 실 이 되었을 경

우,산업에 미치는 역할은 단히 크다. 도 산업의 핵심기술은 류 도를 향상

시키는 것이다.이 목 에 성자 조사기술이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다. 도체

의 임계 류 도를 증가시키면 기 장 라이휠의 도베어링과 력산업용

도 선재의 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그 성공 가능성도 높다.그리고

성자 조사에 의한 나노 격자결함의 생성,이를 응용한 학 특성 향상 자스

핀 조 상은 이론 실험 으로 부분 이지만 단계 으로 확인,규명되고 있다.

하나로에서의 성자이용 인 라와 성자 조사 후 물성변화를 분자수 에서 규명

할 수 있는 장비 운용경험을 활용하면 연구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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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기술의 산업체 연계

연구로에서의 조사시험 기술을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신 외국으로부터 도

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기술도입을 한 외국 기 으로는 노르웨이의

IFE-Halden,일본 JAEA,미국 INL 는 네덜란드 NRG 등이 있다.이들 기 이

운 하고 있는 연구로 하나로와 동일한 연구로는 없다.따라서 하나로에서의 조

사시험에 바로 용할 수 있는 있는 기술은 극히 제한 이며,도입 기술의 경제성

은 매우 낮을 것으로 단된다.

재까지 하나로를 이용하는 조사시험 장치 조사시험 기술을 개발하면서 조

사시험용 캡슐 설계/제작,검사기술,계장기술 조사변수 제어기술 등은 련 산

업체의 기술개발을 해 기술지원을 하 다.이에 따라 원자력 련 산업체(SE&T

(주),B&F Tech.,R&B Eng.등)의 기술 능력이 향상되었다.특히 2009년에는

SE&T(주)로 캡슐 설계/제작 기술을 이 을 통해 문기업으로의 성장 련기술

의 수출추진을 지원하 으며,앞으로 개발되는 조사 국산화 계장기술의 산업체

로 기술이 을 계속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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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

1.조사요건/수요 조사시험 계획 검토

가.하나로 조사공 황

하나로를 이용하여 제4세 원 용 고온재료의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하여 활

용 가능한 하나로 조사시험공 그 특성에 하여 조사하 다.하나로에서 성자

를 이용하기 한 실험공은 원자로 상부에서 시료를 넣을 수 있는 수직 실험공이

32개이고, 성자 빔을 원자로 바깥으로 뽑는 수평 실험공이 7개로서 모두 39개이

다.조사시험에 활용되는 수직 실험공은 원자로 내부 노심에 3개,외부 노심에 4개,

반사체 역에 25개가 있으며,수평 실험공은 모두 반사체 역에 있다.노심 내에

있는 CT,IR1,IR2는 높은 고속 성자를 이용하는 재료 조사 시험이나 고출력

도를 요구하는 핵연료 조사 시험에 이용된다.외부 노심에 있는 4개의 OR공은 열

성자속 고속 성자속이 높아서 방사성 동 원소 생산과 핵연료 연소시험에

이용한다.각 실험공의 배치는 그림 3.1.1과 같다[3.1.1].

나.조사공 특성

상용로의 RPV 재료나 제4세 원 용 고온재료에서 요구되는 고속 성자량인

10
19
n/cm

2
정도의 조사량을 얻기 해서는 OR IP공의 활용이 합하며,이들

조사공의 핵 특성은 표 3.1.1과 같다.OR/IP조사공의 특성을 살펴보면 OR공은

노심 외부 침니 안쪽에 치해 있으며 IP공은 노심과 침니의 외부에 치해 있다.

OR공에는 냉각수의 흐름이 있으며 핵연료가 장 되었을 때 유량은 209kPa의 차압

에서 12.7kg/s이다.IP공에는 강제 인 냉각수의 흐름은 없지만 상하부의 온도차에

의한 자연 류 상으로 인해 30～40cm/s의 유속이 발생된다.두 조사공은 모두 직

경 60mm,높이 1.2m의 크기를 가진다.

OR공은 8개 핵연료가 장 되지 않는 OR공 3～6을 조사시험에 활용할 수 있

다.이 OR4와 OR5의 실험공이 침니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치 상으로도

조사시험에 유리하다.IP공은 17개 모두 활용할 수 있지만 NTD와 간섭되는 IP1～

3과 IP15～17의 6개는 피하는 것이 좋다.이들 활용 가능한 시험공으로 OR4,

5그리고 IP 9,10,11등이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OR공은 성자속은 약

1x10
13
n/cm

2
(>1.0MeV)정도로 24일 1주기 조사시험으로 1x10

19
n/cm

2
의 조사량에

도달한다.OR공의 감마열량은 약 2.5W/g이다.IP공의 감마 발열량은 1.0W/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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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크립캡슐(01S-01K)조사시험 시 IP15공에서의 발열량은 최 0.86W/g이었다

[3.1.2].OR공과 IP공의 성자속은 표 3.1.1과 같다.

다.조사 수요 요건 검토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재료의 성자 조사량은 원자로 가동시간 성자속이

각기 다른 노심 내 조사공 치에 따라 정해진다.하나로의 운 주기가 짧았던 하

나로 가동 기에는 성자 조사량에 한 이용자 요구는 원자로 가동시간을 조

하여 가능하 다.그러나 차 원자로 운 이 안정된 이후 가동 주기가 길어지고

이용 분야의 다원화에 따라 운 주기가 24일 운 으로 변경되었다. 재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원자로 가동시간을 임의로 조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재까지 하나로 노심조사공에서 재료의 조사시험을 해 왔는데 한주기 조

사시험을 하면 약 1019～1020n/cm2정도의 조사량에 도달된다.그러나 경수로 압력용

기 핵연료 피복 재료(KNF 국산핵연료 피복재 개발 분야),SMART 재료

등은 10
17
～10

19
(n/cm

2
)(E>1.0MeV)의 조사량이 요구된다. 한 조사시험 시 시편의

온도는 290～400℃ 정도가 요구된다.이러한 측면에서 도체 개발,정 요업

학 자기 재료 연구와 외국의 I-NERIProject의 일환인 고온가스로(VHTR)노심

구조재 개발 미국 Westinghouse(WEC)사의 핵연료 피복 재료의 조사시험을

해서는 하나로 노심 조사공보다는 외곽에 있는 OR 는 IP실험공에서의 조사시

험이 합하다. 성자 조사를 통한 도체,정 요업 학 자기 재료 등의

분야에서도 낮은 성자속의 조사공을 이용하고자 요청하고 있다.

2.OR/IP조사공 이용 조사시험용 장치/제어장치 설계

가.조사시험용 장치 개념 설계

(1)조사공 특성

일반 으로 IP공의 경우 노심의 침니 밖에 치하여 냉각수의 흐름이 없다고

가정되어 왔으며,물의 자연 류 차원에서 01S-01K 캡슐의 열설계 시는 외경

56mm의 캡슐 표면에서의 열 달계수를 880W/m2℃의 값을 사용하 으며,표면에서

의 온도가 ONB조건으로 인하여 히터 출력 상승에 제한을 받은 바 있다[3.1.2].모

의캡슐에 한 온도 계산(400℃ 목표온도)에서도 모든 조건에서 ONB조건에 제한

을 받았다.

OR공 캡슐의 경우 캡슐 상부의 고정장치를 통하여 고정하는 개념인 반면 IP공

캡슐의 경우 별다른 고정장치 없이 장착하여 조사시험할 수 있는 개념이다.캡슐의

기본 설계는 기존의 재료 시험용 계장 캡슐 설계를 사용하여 캡슐 외경이 50,52,

54,56mm 등 다양한 조건에 하여 기술 검토하 다.캡슐 내 시편 배치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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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와 같이 캡슐 외경 변경에 따라 심 집 배치 방식과 분산배치 방식으로 배치

하여 련 부품 세부 규격들을 설계하 다.

기본 으로 캡슐 외경은 클수록 경제 인 측면에서 유리하나,시험공 내 냉각수

의 흐름이 어들므로 이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먼 조사시험 캡슐의 냉각특성

을 악하기 하여 캡슐 외경에 따른 압력강하를 계산하여 표 3.1.2와 같이 외경이

50mm 이상인 경우 하나로 조건인 유량 12.7kg/sec조건에서 압력강하 209kPa이상

인 제한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온도 계산

의 도 보정을 통해 얻어진 모델을 사용하여 GENGTC 코드로 OR 실험

용 캡슐의 외경 φ52,54,56mm에 하여 0.4KHe,1atm,1atm 조건에서 열계산하

다.시편 목표 온도는 400℃로 하여 열매체-외통간의 gap을 조 하여 계산하

으며,시편의 심배치형 분산 배치형 모델 부에 하여 표 3.1.3과 같은

표면 열 달계수 값들을 사용하여 계산하여 표 3.1.4와 같이 시편부 캡슐 표

면에서의 온도를 계산하 다.

IP조사공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캡슐 표면 온도가 100℃에 근 하여 ONB

조건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 캡슐 내 장착된 히터 출력을 올리는

경우 캡슐 표면온도가 격히 상승하여 거의 히터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된다.

나.조사시험용 모의 장치 설계/제작/성능시험

(1)OR공 캡슐 모컵

OR공에서 조사시험할 재료 조사시험 장치를 제작하기에 앞서 노외에서 성능 시

험을 통해 압력강하와 진동 특성을 조사하고 열 특성을 검토하기 해 조사시험

장치의 모컵을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OR공에서 요구되는 수력

학 요건인 12.7kg/s의 유량이 흐를 때 209kPa이상의 차압이 형성되는지 조사하

기 하여 캡슐을 제작하기 이론 인 방법에 의해 압력강하를 평가한 후 원자로

노심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3.1.3,3.1.4].이에 따라 φ50mm 이상이면 하나로

에서의 유량 조건을 만족하 으며,모의 장치의 제작은 시편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φ52,54,56mm를 선정하여 노외실험에서 차압과 유량을 확인하 다.

(2)차압시험

OR공 캡슐의 차압시험은 하나로노외시험시설의 단일채 시험루 에서 수행하

다.노외시험을 하기 본체의 직경 변화에 따른 유량과 차압에 한 계산을 하여

본체의 직경이 φ49mm 이상이 되면 차압 조건 209kPa에서 12.7kg/s이하의 유량이

흐른다고 평가하 다[3.1.3,3.1.4].이론 평가에 따라 노외시험에서는 본체의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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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52,54,56mm 세가지에 해 차압을 측정하 으며,그 결과에 따라 합한 본체

크기에 해 진동시험을 수행하기로 하 다.차압시험 결과는 그림 3.1.3과 같다.이

자료에는 dummyfuel과 핵연료 캡슐의 차압시험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OR공 캡

슐과의 비교를 해 참고 자료로 제시하 다.

다.진동시험

(1)시험 조건

캡슐의 시편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진동시험에서는 φ54,56mm 두가지 본체에

해 진동시험을 수행하 다.진동시험은 하나로 노외시험시설의 1/2노심시험루 에

서 수행하 다.1/2노심시험루 는 유량 조 이 용이하지 않아 진동시험 시 유량은

정격 유량보다 10% 정도 크고 차압은 220kPa인 조건에서 수행하 다.

(2)계측지 가속도계 부착

OR공 재료캡슐은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과 외형이 같다.그러므로 진동시

험을 한 가속도계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진동시험 시에 장착한 것과

같은 치에 가속도계를 부착하 으며 그림 3.1.4와 같다[3.1.5].

캡슐은 세장비(細長比)가 매우 크므로 축방향의 종진동(longitudinalvibration)

보다는 횡방향(lateraldirection)의 굽힘진동(bendingvibration)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캡슐 장 시 보호 의 상부는 ORclamp에 의해 지지되므로 clamp 쪽 보

호 상부에는 굽힘진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그러므로 보호 쪽 수평방향

진동을 계측하기 하여 보호 상부에 2개의 수 용 가속도계 Ch1과 Ch2(A1과

A2)를 서로 90°방향이 되도록 설치하 다.

OR공 내부에서의 캡슐 진동을 측정하기 하여 그림 3.1.5와 같이 소형 2축가속

도계를 캡슐 내부의 C-C단면에 Ch5와 Ch6(A5와 A6) 치에 설치하 다.이 가

속도계의 한 방향은 보호 가지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하 다.

진동신호는 직경이 54mm와 56mm인 캡슐에 해 가속도 신호와 변 신로를 각

각 3회씩 측정하 다.변 신호의 피크는 8.5Hz부근과 19Hz부근에서 발생하고 있

으며,그 이상의 주 수에서는 별다른 피크가 측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하

나로 노심의 경우 펌 의 회 에 의한 주요 가진력(bladepassingfrequency성분)

은 99.3Hz(1192rpm x5날개/60)부근에 캡슐의 고유진동성분은 측되지 않으므로

하나로 1차 냉각펌 의 회 에 의한 주요 가진력(99.3Hz)에 의한 캡슐의 공진은 발

생하지 않을 것으로 상되었다.

본체의 직경이 φ54mm인 경우 가속도의 최 진폭은 시험에 따라 40.67～

41.93m/s2의 범 에 있다.이 값은 하나로에서 요구되는 원자로구조물의 진동허용치

18.99m/s2 보다 크므로 합하지 않다.본체의 직경이 φ56mm인 경우는 가속도의

최 진폭이 10.4～12.14m/s
2
의 범 에 있으므로 하나로에서 요구되는 원자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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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동허용치 18.99m/s
2
[3.1.6]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 경우는 변

의 최 진폭도 0.41～0.47mm 범 에 있으므로 OR유동 과 캡슐의 간격 2mm보

다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OR공 재료 조사시험용 모의 캡슐의 노외시험 결과에 따르면 본체의 직

경 φ54mm는 합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본체의 직경이 φ56mm인 경우 하

나로에서 요구되는 원자로구조물의 진동허용치에 한 요구를 충족할 뿐 아니라 변

의 최 진폭도 유동 과 캡슐의 간격(2mm)보다 작다.그러므로 본체의 직경을

φ56mm로 한다면 조사시험 시 구조 건 성이 유지되고 인 구조물과의 간섭의

발생되지 않았다.

라.열 달 해석

본체 외통 표면 온도를 구하기 해서는 캡슐에서의 발열량을 알아야 한다.OR

공 캡슐은 설계 단계에서는 정확한 발열량을 알 수는 없다.그러나 이 캡슐의 발

열량과 비교하여 략 인 발열량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재료캡슐 04M-17K의 내

부 발열량은 36,289W[3.1.4]이며,크립캡슐 02S-08K의 내부 발열량은 29,194W이다

[3.1.7].OR공 캡슐의 본체가 φ56mm인 경우 CT공에 장 하는 캡슐과 비교할 때

부피가 약 87%이므로 발열량도 약 87%에 해당된다. 한 OR공은 외곽에 치한

조사공이므로 발열량이 CT공에서 보다 낮다.같은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OR공에서

의 최 발열량은 2.5～3W/g[3.1.8]으로 04M-17K나 02S-08K 캡슐의 CT공에서의

발열량인 5.5～6W/g의 50～60%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OR공에서 조사할 재료캡슐의 발열량은 CT공에서의 발열량의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04M-17K 재료캡슐의 발열량을 기 으

로 할 경우 OR공 캡슐의 발열량은 17,418W 정도라고 할 수 있다.

OR공 캡슐의 외통 표면 온도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할 수 있다.

   ∞ 

여기서,

      

∞  ℃

  ℃

 ∞ 




 ℃

∴     ℃

따라서 OR공 캡슐의 직경을 φ56mm로 할 경우 캡슐 외통에서의 온도는 43.7℃

로서 외통에서 ONB온도 이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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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OR공에서 조사하는 재료계장 캡슐의 본체 직경을 φ56mm로 선정하면

하나로에서 요구하는 수력 진동요건을 만족하며 캡슐 표면에서의 ONB 조건도

충족한다.

마.재료 조사시험용 제어장치 제작 개선

하나로에 설치된 2 의 재료조사시험용 제어장치 VHC-M1과 VHC-M3

VHC-M1은 노후화 성능 하로 인해 복수로 조사시험을 하거나 는 VHC-M3

제어장치의 보조기능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 다.특

히,조사시험 시 10torr이하의 고진공이 필요하지만 진공계통의 성능 하로 인해

65torr이하로는 도달되지 않아 고진공에서의 정 온도제어가 불가능하 다. 한

제어장치 면 조작부의 노후화로 밸 기능 하,스 치 lamp작동이 불량하

으며,제어 컴퓨터의 노후화로 동작 기능과 메모리 용량 확장이 필요하 다.

진공계통 수리 시 진공제어기의 APC,진공펌 배 의 교체,헬륨 공

배기부 연결부 개선을 하 다. 한 면조작부 개선을 해 진공제어부 조작반 설

치,히터제어부 면배치,제어부 조작스 치 lamp의 교체,sol-valve조작스 치

제어부 연결 작업을 하 으며,실험 data 장용 컴퓨터를 교체하 다.개선 후

성능검사를 통해 5torr이하까지의 고진공에 도달되고 고진공에서의 정 제어가 가

능하 으며,진공펌 ,스 치 램 등의 동작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

하 다.이번 성능개선은 VHC-M1제어장치의 부품 PLC,캐비넷 등 기본

임을 제외한 부분의 부품을 교체하 으며,그 외의 경우 기존 부품을 활용함으로

써 비용 감 효과를 얻었다.

3.OR/IP조사공 이용 재료조사시험용 장치개발/제어장치 활용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은 2008년과 2009년 30MW 출력의 하나로 OR5공에서

두차례 수행되었다.2008년에 제작된 캡슐(07M-21K)은 하나로 OR공에서 처음 조

사시험되는 캡슐로서 90Fe-9Cr-1Mo재질로(이하 9Cr-1Mo로 표기함)재질의 모재

(Matrix),용 부 열 향부(HAZ;HeatAffectedZone)로 이루어진 표 1/2

Charpy시편과 상 인장시편 등 총 107개의 시편이 장입되었다.조사시험은 24.62

일 (1주기)동안 수행되어 조사온도는 390±10℃,고속 성자 (E>1.0MeV)의 조사량

은 1.1～4.4×10
19
(n/cm

2
)로 원하는 범 내에서 시험되었다[3.1.9].

2009년에 조사된 두번째 캡슐(08M-09K)은 89Fe-9Cr-1Mo-1W (이하

9Cr-1Mo-1W)재료의 조사시험을 하여 첫번째 캡슐(07M-21K)과 동일한 구조

유사한 조사조건으로 설계․제작되었다.이 캡슐에는 9Cr-1Mo-1W 단일 재질의

모재(matrix),용 부 열 향부(HAZ;HeatAffectedZone)로 이루어진 표

1/2규격의 Charpy시편과 상 인장시편 등 총 92개 시편들이 장입되었다.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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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공에서 두 번째로 조사시험되는 재료 캡슐인 08M-09K 캡슐은 30MW 출력의

하나로 OR5조사공에서 390±10℃의 조사온도로,23.57일(1주기 운 )동안 조사시

험됨으로써, 성자 조사량이 최 4.2×10
19
(n/cm

2
)(E>1.0MeV)에 도달하 다

[3.1.10].

두개의 캡슐 모두 조사시편을 심으로 다단독립제어용 기히터가 장착된 5단

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조사시험 조사시편의 온도 조사량을 측정하기 하

여 14개의 열 5개의 신형 Ni-Ti-Fe 성자 모니터가 설치되었다. 한 본

캡슐에도 캡슐 보호 내 gas 부에 조사시험 후 수조 내 단과정에서의 냉각수

유입을 방지하기 한 Al-STS304압 설계가 용되었다.

가.07M-21K캡슐의 설계 제작

(1)07M-21K캡슐 기본 설계

I-NERI과제인 ‘제4세 원 용 고온재료의 환경 조사효과 연구’과제에서

요청한 고온 후보 재료의 조사 특성을 평가하기 한 조사시험용 캡슐을 설계하

다.07M-21K캡슐은 하나로 OR공에서 조사시험되는 최 의 재료 캡슐이므로 노외

안 성 검증을 하여 설계/제작/시험된 07M-09K 캡슐의 설계에[3.1.11]따라 설계

되었다.07M-21K 계장캡슐은 이용자의 조사시험 요구시편 조건들을 최 한

만족하도록 설계하 다.캡슐내 조사시편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하여 캡

슐 내 빈공간은 시편과 동일 재질 STS304로 spacer를 제작하여 설치하 다.

07M-21K 캡슐 내에는 9Cr-1Mo재질로 이루어진 모재,용 부,열 향부(HAZ)의

표 1/2Charpy시편 인장시편 등 총 107개의 시편들이 장입되었다.

캡슐내의 시편들에 하여 약 1x1019 n/cm2(E>1.0MeV)정도의 성자 조사가

요청되었으나,하나로가 30MW 출력에서 24일 운 -10일 검 운 체제로 운

되고 있으므로 캡슐은 OR5시험공에서 1주기,24일간 조사시험하여(576MWD)고

속 성자 조사량이 1.5～3.5x1019 n/cm2(E>1.0MeV)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2)조사 시편 배치

07M-21K 캡슐은 I-NERI과제인 ‘제4세 원 용 고온재료의 환경 조사효과

연구’과제에서 요구된 9Cr-1Mo재질의 시편들에 한 390℃ 조사시험을 해 설

계되었다.즉,캡슐에는 9Cr-1Mo재질의 모재(matrix),용 재(weldingpart),그리

고 용 열 향부인 HAZ(HeatAffectedZone)부로 이루어진 Charpy,인장,그리고

1/2Charpy등 다양한 규격의 총 107개 시편들이 장입되었다.표 3.1.5에 자세한 시

편 구성이 나타나 있다.이들 상의 인장 시편 등은 캡슐 열매체 시편 구멍 내

에 단순 층되었으며,1/2Charpy시편들은 4개씩 층하여 열매체의 시편구멍 내

에 장입하 으며,일부 빈공간에는 STS304재질로 필요한 규격으로 총 1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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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r를 제작하여 장입하 다.07M-21K 캡슐내 시편배치는 5단 모두 그동안 조

사시험용 캡슐에 주로 용되어 왔던 심의 빈 공간 구멍을 심으로 4공 분산배

치 구조로 설계하 다.각 단에는 그림 3.1.6,3.1.7과 같이 유사한 규격의 시편을 배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배치하 다.

(3)핵 특성

07M-21K 캡슐내 장입되는 시편의 재질인 9Cr-1Mo의 경우 그동안 일부 조사시

험을 통하여 CT 공에서의 표 캡슐 내 핵 특성이 알려진 바 있다.그러나 본 캡

슐의 경우 하나로 최 로 OR5시험공에서의 시험이고,캡슐 외경 한 60mm인 표

캡슐 규격에서 56mm로 감소하 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핵 특성을 재검토하

다[3.1.12].이 때 노심 조건은 IR1에 FTLIPS(In-PileSection)가 장 되어 있는 상

태로 가정하 다.먼 제어 치 450mm에 하여 임계도값을 계산하여 반응도

효과를 산출하 는데,OR5에 장 될 때는 -0.8mk의 반응도 효과가 나타났다.따라

서 하나로 운 기술지침서의 제한조건[+12.5mk이내]을 만족시켜 조사시험이 가능

한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조사량을 측하기 한 성자 에 지는 0.1 1.0MeV 이상으로 구분하

다.조사기간 동안에 평균 제어 치를 450mm로 가정하여 시편 치의 고속

성자속을 계산하 다.그림 3.1.8은 OR5에 한 고속 성자속 분포이며,CT/IR

에 비해 축방향 뿐만 아니라 횡방향으로 시편 치에 따라서 성자속의 변화가 심

한 것을 볼 수 있다.횡방향으로 성자속 변화가 심한 것은 CT IR2 치의 조

사시험에서는 볼 수 없는 상이다.OR5시험공에서 07M-21K 캡슐 내의 시편들이

치에 따라 받는 0.1MeV 이상 1.0MeV 이상의 고속 성자 Flux는 1.27～

4.90x1013n/cm2/sec(0.1MeV이상) 0.52～2.07x1013n/cm2/sec(1.0MeV이상)로 계산

되었으며,계산 결과의 표 편차는 4～5%로 나타났다.따라서 캡슐 내 시편의

치에 따라서 핵 특성은 표 3.1.6에서와 같이 30～46%에 이르며,이에 따라 시편의

치에 따른 핵 특성도 상당폭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조사 시편이

30MW OR5 시험공에서 1주기 24일 동안 조사시험시 받는 0.1MeV 이상

1.0MeV 이상의 고속 성자 조사량 계산 결과는,3.18～8.30x10
19
n/cm

2
(0.1MeV 이

상) 1.57～3.50x10
19
n/cm

2
(1.0MeV이상)로 상되었다.

07M-21K 캡슐의 발열량은 캡슐의 조사 시편,시편 holder 캡슐 외통에 해

발열량을 계산하 으며[3.1.12].07M-21K 캡슐 시편의 재질 형태의 차이로 인

한 향은 없을 것이나,장입 치에 따른 핵특성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

다.그러나 재의 캡슐 설계 특성상 시편 치에 따른 열매체 설계 차이를 주

는 것은 실 으로 어려워 본 설계에서는 동일 높이 시편에 해서는 방향을

무시하고 평균 gamma값을 용하기로 하 다.

(4)07M-21K캡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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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M-21K캡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외통 :STS316L,외/내부 직경 56/52mm

-열매체 :Al1050

-시편 :Modified(9Mo-1Cr)RPVsteel,CharpySpecimens(40pieces)

-시편 온도 :350～400℃

-시험공 조사기간 :하나로 30MW OR5공,24일(1cycle)조사

-조사량( 상):2.1x10
19
n/cm

2
(E>1.0MeV)

07M-21K 캡슐의 기본 구조는 노외시험용 OR공 계장캡슐을 이용한 노외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다.캡슐에는 9Cr-1Mo 재질의 모재(matrix),용 재

(weldingpart),용 열 향부인 HAZ(HeatAffectedZone)부로 이루어진 스탠더드

와 1/2Charpy,인장 등 다양한 규격의 91개의 시편이 장입되었다. 상의 인장 시

편은 열매체 시편 구멍에 단순 층되었고 1/2Charpy시편은 4개씩 층하여 열매

체의 시편구멍 내에 장입하 다.캡슐 내부 구조는 여러 종류의 시편을 담아두는 5

단의 열매체로 구분되고 열매체 외부에는 독립 으로 동작되는 히터가 감겨있다.

조사시험 에 시편의 온도를 측정하기 해 그림 3.1.6과 같이 14개의 열 가 설

치되어 있다.시편의 온도는 시편에서의 핵발열량 뿐 아니라 열매체 주 의 히터와

캡슐 내부 빈 공간에 채워진 헬륨가스 압력에 의해 정해진다.캡슐 온도는

GENGTC[3.1.13]와 ANSYS code[3.1.14]에 의해 계산된다.노심에서 수직 치에

따라 핵발열량이 변하기 때문에 치별 갭조정은 시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 매우 요하다.시편 치별 갭조정은 GENGTCcode에 의한 온도계산에 따라

정해진다.

(5)07M-21K캡슐의 안 해석

캡슐 련시설을 하나로에서 안 하게 사용하기 해서는 이들에 한 구조

건 성 안 성이 객 으로 입증되어야 한다.07M-21K 캡슐은 외형 규격이

기존의 캡슐과 유사하므로 기본 으로 안 할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본 캡슐은

직경이 56mm로 변경되었고,OR5조사공에서 처음으로 시험되는 재료 캡슐이므로

이에 해 조사안 성을 검토하여 하나로 조사시험을 신청하 다.이에 해 련

자들의 심의 결과 본 캡슐은 조사공이 다르긴 하여도 이 에 이미 안심을 거쳤으므

로 심의가 불필요한 사안이라는 결정 하에 별도의 안 심의 없이 조사시험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07M-21K 캡슐의 주요 안 성 건 성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안 성 검토

(가)재질의 성자 조사 안 성

07M-21K 캡슐은 기본 으로 그동안 수차례의 조사시험을 통해 조사안



- 62 -

성이 입증된 직경 60mm인 표 형 재료계장캡슐 설계에서 직경만 56mm로 변

경하 을 뿐 안 성과 련된 기본 설계는 동일하므로 안 상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캡슐은 하나로 in-core 심의 OR5시험공에 장입될

정이므로 0.52～2.07x1013 n/cm2․sec의 고속 성자속(E>1.0MeV)에 놓이게 된

다[3.1.15].07M-21K 캡슐은 하나로에서 24일간 1회(1주기)조사시험을 수행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반 으로 냉각수와 하는 캡슐 부 의 재질은

성자 조사 환경에서 사용하는 동안 속학 건 성을 유지해야 하고,이러한 에

서 캡슐 피복 인 STS316steel의 경우,약 1.0x1022n/cm2(E>1.0MeV)의 사용 제한

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3.1.16], 1.07～4.29x1019n/cm2

(E>1.0MeV)의 범 에서 조사시험될 07M-21K 캡슐 재질은 조사시험 기간동안

성자 조사에 하여 건 성을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단된다.한편 무계장캡슐의

경우 하나로 22MW 출력에서 약 140일 간 조사시험된 사례도 있으므로 07M-21K

캡슐의 조사 건 성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단된다.

(나)시편 조사온도 계산

앞의 여러 단계를 거쳐 설계․제작된 캡슐내 시편의 조사온도는 하나로

출력 30MW 가동시를 기 으로 하여 GENGTCcode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

산하 다.온도계산은 5단 각각에 하여 수행하 고,계산에 필요한 냉각수 온

도는 연구로 출력 증가에 따라 32～34℃의 값을 사용하 으며,캡슐 외통 표면

에서의 냉각수에 의한 열 달계수는 3.3W/cm
2
℃를 사용하 다.캡슐이 OR5시

험공에 존재할 때의 캡슐 각단에서의 gammaheating값은 MCNP코드를 이용

하여 계산하 다[3.1.15].캡슐 규격은 설계도에 하여 사용하 으며,캡슐 내

분 기는 He(helium)gas를 사용하여 0.4KHe,1atm 조건과 1기압 조건으로 계산

하 다. 마이크로히터(micro-heater) 출력의 경우, hot part의 항은

specification상 10.28Ω이고 제한 류는 20A이므로 최 압은 205V,최

출력은 4,112W이다. 그러나 히터의 안 상 3,000W로 사용범 를 제한함으로써

최 선출력은 263W/cm로 제한된다.이들 실험변수들에 따라 07M-21K 캡슐에

해 GENGTCcode를 이용해 조사시료 온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

하나로 조사시험공에 He이 1기압으로 유지된 캡슐이 장입되는 경우,캡슐내

각단에서의 조사시료 온도는 기본 으로 약 200℃ 근처로 상승한다(00M-03K

캡슐의 경우 193～254℃로 상승).이에 캡슐 내부 Hegas압력을 1기압에서 0.4

KHe,1atm 기압으로 낮출 경우 조사시료는 각각 희망하는 목표온도에 근 하도록

설계하 다.최종 으로 각단별 설치된 마이크로히터를 이용하여 각 단별 온도

의 미세조 을 하게 되는데,이러한 조 에 따라 캡슐에 장입된 시편의 조사온

도는 최종 조사시험 온도로 조 되게 된다.

한편 gammaheating의 경우 Al STS316외통의 경우 시편에 한 물질상

상수는 각각 0.75 0.93으로 계산되었으나,GENGTC열계산에서는 기존 캡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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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왔던 바와 같이 0.8 1.0값을 이용하여 열계산하 다.이에 따라 체 온

도는 약간 높게 계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캡슐 계장 설계

07M-21K 캡슐에 한 계장설계는 05M-07U 캡슐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

하 다.캡슐 내에 장입된 다양한 재질 형태의 시편들을 감안하여 재의

junctionbox연결 시스템에서 최 허용치인 14개의 K형 열 (thermocouple)를

배치하 으며,각단에는 기존의 캡슐들과 동일하게 최 263W/cm 용량의 마이크로

히터를 설치하 다. Charpy시편부의 경우 시편부 양측에 구멍을 뚫어 열 를

설치하 으며,인장시편의 경우 gauge부분의 열매체를 통하여 열 (TC5,8,

A)가 시편부에 닿도록 하 다.표 캡슐보다 추가로 장입된 2개의 열 는

junctionbox의 히터 연결 line을 통하여 인출되어,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 다.

07M-21K 캡슐내의 열 치는 각각 그림 3.1.6,3.1.7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각 단은 제어장치의 설계에 따라 TC3,5,8,10,12의 온도로 히터가 제어되도

록 되어 있으므로 캡슐 설치시 열 TC2와 TC3,TC4와 TC5,TC7과 TC8

을 서로 교환하여 제어장치에 연결하여 시험하도록 하 다.

07M-21K 캡슐의 모든 단에는 07M-13N 캡슐부터 용된 조사시편의 고속

성자 조사량 평가를 한 신형 fluencemonitor(FM A)가[3.1.17]장입되어 있

다.캡슐내 고속 성자 평가용 FM A의 설치 치는 열매체 부품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각단의 심부 220° 치에 각각 치하도록 하 다. 이들 FM은 항상

cap부분이 캡슐 쪽으로 향하도록 하고,조사 후 해체과정에서의 섞임을 방지

하기 하여 Al외통 뚜껑 윗면과 아랫면에 구분표시를 각인하여 구분하도록

하 다.

(라)핵 안 성 평가

본 캡슐의 핵 특성 평가를 해 OR IP공을 상으로 핵 특성을 분석

하 다.노심 조건은 IR1에 FTLIPS가 장 되어 있는 평형노심을 기 으로 하나로

출력 30MW,제어 치 350～550mm를 기 으로 하 다.반응도 효과를 산출하

기 해 같은 제어 치 450mm에 해 여러 조건에서 임계도값을 계산하 다.

OR5에 장 될 때는 -0.8mk의 반응도 효과가 나타났으며,IP5에서는 계산의 표

편차인 0.1mk의 범 내에 있다.따라서 하나로 제한조건인 +12.5mk이내에 있다

는 것을 확인하 다.조사량을 측하기 한 성자 에 지는 0.1 1.0MeV이상

으로 구분하 다.조사기간 동안에 평균 제어 치를 450mm로 가정하여 시편

치의 고속 성자속을 계산하 다.계산결과 실험공이 노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자속의 변화가 CT공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성자속

(E>1.0MeV)은 시편공 치에 따라 OR공의 경우 1.42～2.07x1013n/cm2․sec,IP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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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1.03～1.77x10
11
n/cm

2
․sec로 나타났다.OR5에 한 핵 발열량은 제어

치에 따라 주기 (350mm), (450mm),말(550mm)로 구분하여 계산하 고,IP5

에 한 발열량은 주기 평균 치에 해서만 계산하 다.최 발열량은 시편공

치에 따라 OR공의 경우 2.1～2.5W/g,IP공의 경우 0.59～0.66W/g로 나타났다.발

열량 평가 결과에 해 기존 캡슐과 비교할 경우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서 안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열 성능 평가

열해석을 한 경계조건으로는 2D모델에 하여 캡슐외통 표면에서의 열

달 계수는 30.3×10
3
W/m

2o
C,외통 주변 냉각수의 온도 32～34

o
C를 경계조건으로 사

용하 다.조사시험 시 제어 은 450mm에 치하 으며,해석에서는 제어

450mm에서의 발열량에 시편(90Fe-9Cr-1Mo강),A1050(열매체),STS316L(외통)

재료의 도를 곱하여 열 발생 도로 환산하 고,이를 하 값으로 사용하 다.그

림 3.1.9는 캡슐이 OR5실험공에 설치되었을 때 각 단에 한 ANSYS해석모델과

온도 해석결과를 나타내며,제어 의 치가 450mm에 하여 조사시험 시 각 단을

고려하여 계산된 최 온도는 136～236
o
C의 범 를 나타내었다.해석 결과에 따르면

3단에서 236oC의 최 온도가 발생하 으며 시편 심에서의 온도는 주변 열매체의

온도와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캡슐이 IP5실험공에 설치되었을 때 각 단

에 한 ANSYS해석모델과 온도 해석결과를 나타내며,조사시험 시 각 단에 하

여 계산된 최 온도는 78～96
o
C의 범 를 나타내었다.해석 결과에 따르면 3단에서

96
o
C의 최 온도가 발생하 으며 시편의 온도는 낮은 gammaheatingrate로 인하

여 주변 열매체와 비교하여 아주 작은 온도 차를 발생시킨다.IP5실험공의 낮은

성자 조사량에 의하여 시편의 온도는 100oC이하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7)07M-21K캡슐의 제작

안 성 평가 후 07M-21K 캡슐은 최종 인 설계 검토와 함께 제작되었다.그림

3.1.10은 캡슐 내 장입할 주요 시편부이고,시편부 계장부는 그림 3.1.11과 같이

배치/설치되었다.그림 3.1.12는 부품 조립 후 외통 삽입 의 모습과 최종 완성된

캡슐 모습을 나타내며,상세 부품들의 세부 내역은 캡슐 EMR보고서[3.1.18]에 포

함되어 있다.07M-21K 캡슐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은 05M-07U 캡슐과 동

일한 ASTM 규격 이에 상당하는 품질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 다.캡슐

제작과정 제작후 건 성 평가 차에는 05M-07U 캡슐에 용되었던 항목으로

수행하 는데,특히 제작과정 제작후 검사과정은 하나로 품질보증 체계에 따라

연구원 품질보증실 감독 하에 수행하 다.캡슐 제작후 최종제작보고서(EMR,End

ofManufacturingReport)를 제작사로부터 인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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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노외 성능 시험

본 캡슐을 하나로에 장 하기 노외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설계와의 양립성을

검토하고 성능검증시험을 수행하여 캡슐 제원의 합성과 하나로 요건 만족 여부를

측정하 다.열 와 히터에 한 기 항 측정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다.

노외시험시설의 단일채 시험루 를 이용하여 차압시험과 열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3.1.19].차압시험을 통해 209kPa에서 4.48kg/s의 유량을 측정함으로써 하나로

요건인 19.7kg/s이하의 유량 조건을 확인하 다.본 캡슐은 열매체와 외통 사이의

간격이 표 형 캡슐에 비해 크므로 진공도 히터 출력에 따라 온도가 격히 올

라갈 수 있으므로 출력을 단계 으로 조 하 다.온도측정 시 진공도는 760과

100torr,히터 출력은 1.8과 3kW에서 시험하여 5단 모두 350℃ 이하 한도로 시험변

수를 조 하 다.열 성능시험 결과는 그림 3.1.13과 같다.캡슐고정시험은 본 캡슐

이 OR공에서 처음 시험되는 재료캡슐이므로 고정과정을 정확히 악하기 하여

1/2노심시험루 에서 수행되었다.캡슐 고정시험에서 상부스톱퍼가 38.33mm 높게

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수정작업을 하 다.노외시험을 통해 캡슐의 설계와

의 양립성과 계장 부품의 성능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 다.

나.08M-09K캡슐 설계와 제작

(1)08M-09K캡슐의 설계

두번째 조사시험을 해 제작된 08M-09K 캡슐은 9Cr-1Mo-1W 재료의 조사시

험을 한 캡슐로서 이 캡슐인 07M-21K 캡슐의 조사 경험과 결과를 참고하여

설계 제작되었다.

캡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외통 :STS316L,외/내부 직경 56/52mm

-캡슐 재질 :열매체부 Al 외통 STS316L

-시편 :Forged9Cr-1Mo-1W RPVsteel,CharpySpecimens(40pieces)

-시편 온도 :350～400℃

-조사량 :2.1x10
19
n/cm

2
(E>1.0MeV)

08M-09K 캡슐의 형상은 이 캡슐과 같고,시편인 9Cr-1Mo-1W의 특성이

07M-21K 캡슐에 사용된 9Cr-1Mo재료의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캡슐의 핵

,열 특성[3.1.20]이 그 로 사용되었다.08M-09K 캡슐 설계 변경사항은 이

캡슐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편 조사온도를 일정하게 하기 해 시편 배치 치

를 변경하 으며 열 와 히터 등 instrumentation에서의 약간의 설계개선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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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 특성 계산

08M-09K 캡슐내 장입되는 시편은 07M-21K 캡슐과 유사 재질인 9Cr-1Mo-1W

이며,캡슐의 유사 설계 동일한 조사공인 OR5에서의 조사시험 등의 이유로

07M-21K 캡슐에 해 계산된 핵 특성을 사용하기로 하 다.그림 3.1.14에 나타

난 것과 같이 시편 치에서의 변화에 의해 시편이 받는 고속 성자속의 축방향 분

포가 약간 다르게 계산되었다.계산된 핵 특성은 노심 조건으로 IR1에 FTL

IPS(In-PileSection)가 장 되어 있는 상태로 가정하 다.따라서 제어 치 450

mm에 하여 08M-09K 캡슐이 OR5에 장 될 때는 07M-21K 캡슐과 동일한 -0.8

mk의 반응도 효과가 나타나므로,하나로 운 기술지침서의 제한조건[+12.5mk이

내]을 만족시킬 것으로 단된다.한편 표 3.1.7에서 알 수 있듯이 W 성분의 열 성

자 흡수 단면 이 Fe재질에 비해 약 7.2배 수 이나,함량이 1% 미만이고,해당

캡슐은 노심 외곽인 OR공에서 시험되고,CT 공에 캡슐없이 단독으로 시험계획인

을 감안할 때 별다른 향이 없을 것으로 단되었다.

(3)08M-09K캡슐의 안 성 분석

08M-09K 캡슐은 이 에 조사된 07M-21K 캡슐과 같은 형상,재질을 가지고 비

슷한 시편을 담고 있으며 같은 조사공 OR5에서 조사시험되기 때문에 안 한 것으

로 단되었다.그러므로 이 캡슐의 조사시험을 해 기존 실험과의 유사성 안

성이 기술된 ‘실험신청서’를 ‘하나로안 심의 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았다.

4.OR/IP조사공 이용 재료조사시험용 장치 성능 검증

가.07M-21K캡슐의 조사시험

07M-21K캡슐은 30MW 출력의 하나로 OR5공에서 24.62일(1cycle)동안 조사

되었다.조사시험 시편의 온도는 노심의 감마선에 의한 핵발열량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요구되는 온도(390℃)로 맞추기 해 히터와 헬륨가스에 의해 제어된다.

히터는 시편을 넣는 열매체에 감겨 있으며,헬륨은 캡슐 내부의 공간에 채워져 있

고 압력 조 에 의한 가스의 열 도도 변화에 따라 열 달이 달라지게 하여 온도를

제어한다. 체 조사기간 동안 시편의 온도는 그림 3.1.15와 같이 390±10℃의 범

에서 유지되었다.

시편의 성자 조사량은 MCNP code에 의해 계산되었다.캡슐 내 시편은

0.1MeV 이상의 1.27x1013～4.90x1013n/cm2/sec의 고속 성자 flux 조사조건에서

24.62일 조사시험 후에는 2.70x10
19
～1.04x10

20
n/cm

2
의 고속 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 1.0MeV 이상의 5.18x10
12
～2.07x10

13
n/cm

2
/sec의 고속 성

자 flux조사조건에서 24.62일 조사시험 후에는 1.10x10
19
～4.40x10

19
n/cm

2
의 고속

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한편 0.1MeV 이상 1.0MeV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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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성자 조사량의 최 값은 노심 심 약간 아래 높이에서 약

1.0x10
20
n/cm

2
(0.1MeV이상) 4.4x10

19
n/cm

2
(1.0MeV이상)로 상되었다.

나.08M-09K캡슐의 조사시험

조사시험 시편의 온도는 노심의 감마선에 의한 핵발열량에 의해 주로 결정되

며,요구되는 온도(390℃)로 맞추기 해 히터와 헬륨가스에 의해 제어된다.히터는

시편을 넣는 열매체에 감겨 있으며,헬륨은 캡슐 내부의 공간에 채워져 있고 압력

조 에 의한 가스의 열 도도에 변화에 따라 열 달이 달라지게 하여 온도를 제어

한다. 체 조사기간 동안 시편의 온도는 그림 3.1.16과 같이 390±10℃의 범 에서

유지되었다.

시편의 성자 조사량은 MCNPcode[3.1.21]에 의해 계산되었으며 결과는 그림

3.1.17에 나타나 있다.캡슐 내 시편은 0.1MeV 이상의 1.27x1013～4.90x1013

n/cm2/sec의 고속 성자 flux 조사조건에서 23.57일 조사시험 후에는 2.85x1019～

9.90x10
19
n/cm

2
의 고속 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 1.0MeV

이상의 5.18x10
12
～2.07x10

13
n/cm

2
/sec의 고속 성자 flux조사조건에서 23.57일 조

사시험 후에는 1.13x1019～4.20x1019n/cm2의 고속 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

산되었다.한편 0.1MeV 이상 1.0MeV 이상의 고속 성자 조사량 최 값은 노심

심 약간 아래 높이에서 약 9.90x10
19
n/cm

2
(0.1MeV 이상) 4.4x10

19

n/cm
2
(1.0MeV이상)로 상되었다.

다.조사시편 dpa계산

일반 으로 조사시편의 성자 조사손상 정도를 나타내기 하여 고속 성자 조

사량 단 와 dpa(displacementperatom)단 를 사용한다.지 까지 하나로 캡슐

분야에서는 고속 성자 조사량 단 만을 사용하여 왔으나, 차 dpa단 에 한

이용자 요구가 증하 으며,국제 공동연구인 본 캡슐 시편에 해서도 dpa값에

한 요구가 있었다.따라서 유사 시편 시험 조건인 1차 조사시험인 07M-21K

캡슐에 용하 던 방법에[3.1.22] 하여 08M-09K캡슐 시편에 하여 dpa를 계산

하 다.

조사시편에 한 dpa 계산은 국내 상용 원자로 dpa 계산에 활용되고 있는

SPECTER코드를(Fotran 일)[3.1.23]이용하여 계산하는데,해당 코드는 100개 이

하로 세분화된 성자 에 지 그룹(MeV)에 한 성자 flux값을 사용하여 dpa를

계산한다.08M-09K 캡슐 시편에 한 계산시 필요한 성자 spectrum 값은 핵계

산 부서에서 계산한 07M-21K 캡슐의 값을(94군 값)그 로 사용하 다.한편

SPECTER코드는 주기율표의 부분 원소에 한 dpa계산을 수행하므로,합 질

량비를 알고 있는 시편에 해 atomicfraction으로 환해서 최종 dpa계산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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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OR5조사공에서 23.57일(704.33MWD)동안 조사시험된 08M-09K 캡슐 내

각 단 시편에서의 dpa는 표 3.1.8에서와 같이 0.033～0.067로 계산되었으며,최소값

은 최상단인 1단에서 얻어졌으며,최 값은 심부인 3단에서 얻어졌다.

캡슐이 장 되는 OR5공은 노심 외곽에 치해 있으므로 시편의 수직 치와

방향에 따라 조사조건이 변한다.시편의 수직 치와 방향에 따라 얻어진 온도와

조사량의 결과를 나타낸다.시편의 수직 치와 방향에 따라 얻어진 온도와 조사량

dpa는 표 3.1.8에서와 같으며 각 단 시편의 심 치에 해 계산되었다.

조사시험 후 캡슐은 하나로의 작업수조로 운반되어 한달 동안 냉각된 후 단기

로 본체를 단하여 IMEF(IrradiatedMaterialsExaminationFacility)로 이송되었

다.IMEF에서 캡슐은 분해되어 조사된 시편의 특성을 검사하 다.시편의 조사량에

한 계산값은 IMEF에서 FM(FluenceMonitor)을 꺼내어 분석한 측정값과 비교될

것이다.

라.조사후시험 분석

조사시킨 개량 9Cr-1Mo-1W강 용 부와 HAZ부의 충격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V-notchCharpy충격시험을 수행하 다. 성자 조사에 따라 개량 9Cr-1Mo-1W강

용 부의 DBTT는 상온 이상으로 용 부의 충격 특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HAZ부의 DBTT는 상온 이하로 HAZ부의 충격 특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I-NERI 과제인 ‘VHTR Environmentaland Irradiation Effects on High

TemperatureMaterials’에서 요구된 고온 재료의 조사시험은 하나로의 OR5시험공

에서 2개의 캡슐(07M-21K 08M-09K)을 이용하여 성공 으로 수행되었다. 체

조사시험 기간 동안 2개의 캡슐 모두 시편의 조사온도는 요구되는 온도인 390±10℃

범 에 있었다. 한 고속 성자(E>1.0MeV)의 조사량은 1.1～4.4×10
19
(n/cm

2
),시편

의 dpa는 0.033～0.07범 의 값을 가졌다.조사온도와 조사량은 두 번의 조사시험

동안 모두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 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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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고온조건 조사기술 개발

1.재료 조사장치 구조개선 설계

가.재료 고온용 조사장치 설계

(1)재료시험용 고온 조사시험 련 기술 조사

◦ 재료 고온 조사시험 사례 련 기술 조사

하나로를 이용한 500～1000℃의 고온 조사시험 장치를 개발하고자 해외 고온

조사시험 기술 하나로의 CT/IR/OR/IP조사공 특성 등을 평가하여 그 용 가능

성 범 를 평가하 다.이를 해 하나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험공들에

한 고속 성자속(E>1MeV) gammaheating특성 평가 고온 조사장치 련

기술들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로에서는 우선 으로 OR 혹은 CT 시험공을 활용한

고온 조사시험 장치를 개발하고자 하 다.향후 연 된 연구과제의 (제 4세 원

용 고온재료의 환경 조사효과 연구,I-NERIproject)조사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

발 상 시험공을 최종 으로 결정할 계획을 수립하 다.

◦ 차세 원자로 련 기술 황

GenIV원자로개발 련하여 개선된 원자로(SCWR,SFR,GFR,LFR,MSR)

를 설계․건조하는 분야 논문에 한 검토를 하 으며, 재 진행되는 로그램이

어디에 을 두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특히 련 재료에 한

주요 해결 문제[3.2.1]로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원자로보다 가동온도가

높고,높은 성자 조사량 조건에 놓이게 되며,극심한 부식 환경 조건에 있게 되

고,보다 긴 가동연한( ,60년)과 련하여 재료의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표 3.2.2[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GenIV원자로 가동 환경,재료선

정을 한 특성,원자로 핵연료 재료 등에 한 검토[3.2.3]를 통하여 구조재료로

서 고려되어야 할 인자를 검토하 다.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 비조사재의 기계 열 물성,방사선 향,부식 화학

양립성,재료 이용성,가격,가공성 합기술,안 성 폐기물 처리 ,

성자 경제성,연소도 등을 포함한 핵 특성에 한 자료 확보에 을 두고 있

다.그러므로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시험은 구조재료 쟁 에 한 다음과 같은 조사

시험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바람직하다. 한 원자로 유형에 따라 다소 차

이가 나지만 포 인 에서 재료 미세구조에 한 방사선 향,팽윤 (swelling)

(0.3-0.6Tm,>10dpa)/성장,온도 조사량에 따른 인장특성,폭 넓은 온도와 조사

량에 따른 크립 단 특성(<0.45Tm>10 dpa),크립-피로 상호작용,He 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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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Tm,>10dpa), 괴인성,부식 응력부식 균열,수소균열 화학 양립

성을 연구내역으로 한 조사시험이 수행될 것으로 단된다.

나.조사장치 구조 개선 설계

조사장치의 구조개선 비해석을 하여 심공 크기가 시편에 미치는 향과

열매체 내부구조에 갭(gap)추가에 따른 향을 검토 분석하 다.본 검토에 사용한

모델은 02M-02K 캡슐의 모델[3.2.4]이고, 심공 크기가 시편에 미치는 향은 종

래 12mm 크기의 구멍이 있는 경우와,7mm 크기의 구멍이 있는 경우 한 없는 경

우에 하여 범용 유한요소 로그램인 ANSYS코드를 이용한 열해석을 수행하여

검토하 다.

캡슐 이 내부구조에서 열매체 갭(gap)추가에 따른 향을 보기 하여

ANSYS코드를 이용하여 캡슐 내부 열매체에 신규 갭 추가에 따른 열해석을 수행

하 다.해석시 경계조건으로는 시편과 열매체 사이 갭은 0.1mm 고정하고 열매체

와 외통 사이 갭이 시편온도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기 하여 갭 크기가

0.15-0.35mm로 변함에 따른 시편의 최 온도를 해석하 다.해석결과 종 과 같은

모델을 사용한 경우 시편 최 온도가 125.6°C이었다.이와는 달리 열매체에 추가의

갭을 신설할 경우 시편의 최 온도는 갭 크기(0.15/0.35/0.55mm)에 따라 시편의 최

온도 증가 추세에 한 결과는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다.시편의 최 온도

는 추가의 갭 크기가 0.15,0.35,0.55mm로 증가됨에 따라 시편의 최 온도가 략

27-90% 정도 조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2.고온용 열매체 타당성 검토

가.하나로 고온조사시험 방안 검토분석

하나로를 이용한 고온조사시험방안은 외국의 조사장치/설비에 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종 캡슐의 사용한계 확인과 새로운 개념의 고체 액체 열매체(Mo,

W,Fe,LBE등)를 이용한 조사장치에 한 개념정립과 ANSYS를 이용한 열해석

을 통하여 후보 열매체들에 한 시편 갭,외통 갭,시편용기 두께 등이 열 거동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3.2.5].열해석을 해 사용한 캡슐 외경은 56mm,시

편은 사각 시편(10×10mm)이 4개 배치된 경우로서, 칭성을 고려 1/4모델을 생

성하 고,이때 요소망은 2차원 연성해석이 가능한 PLANE13요소를 이용하여 2D

모델을 생성하 다.외통 표면에서 열 달 계수는 33.0x103 W/m2℃,냉각수 온도

36℃, 한 열원은 하나로 OR조사공에서 발열량 2W/g로 가정하여 해석하 다.해

석 결과는 그림 3.2.2와 같으며,시편 최 온도는 갭 크기 증가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하고(최 1166℃),외통표면 온도와 시편 내의 온도차이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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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이 확인되어 고온조사시험(>900℃)에도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아울

러 고체 열매체보다 액체 열매체 사용 시 시편의 온도 조 이 유리하고,고온 열매

체 사용 시는 온도 구배를 이기 해 고 도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을 확인하 다.

나.고온용 후보 열매체 핵 열 특성 조사 고온용 후보 열매체 선정

(1)핵 특성 조사

차세 원자로 련하여 원자력 선진국 주도 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미국

랑스 조사장치에 한 자료에서 고온용 열매체에 하여 분석하 다.그 주요

열매체로 해당 조사 환경 하에서 타 열매체보다도 성자 흡수단면 산란이 작

고,녹는 이 비교 높고,구조재료 용기재료들과의 부식 항성이 크고,기계

특성 하가 은 장 이 있고,열 달계수 한 크고,방사성 해도(hazard)

화학반응 등의 안 성이 큰 재료를 선정하여 활용 이다.이에 부합되는 재료로서

W,Mo,Nb,흑연 NaK/LBE(leadbismutheutecticalloy)와 스테인 스강 Ti

을 들 수 있다.

(2)열 특성 조사

선정된 후보 열매체에 하여 재까지 재료 조사시험에 사용하지 않았던 하나

로 조사공 OR IP공에 한 고온조사시험 가능성을 평가하기 하여 상용유한

요소 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한 열해석이 수행되었다.갭은 시편과 열매체 사이

는 0.1mm 고정하 고,  열매체와 외통 사이의 갭은 0.05～1.5mm(0.05,0.1,0.5,1.0,

1.5mm)로 가정하 다. 한 하나로 냉각수온도는 36℃이고,캡슐외통 표면에서의

열 달계수 h는 26kW/m
2
℃ 용하 고,시편의 Gamma값은 1～5W/g로 가정하

고,실제 재료의 열 발생 도는 다음과 같다.

             W=gamma×19300kg/m3,   Mo=gamma×10200kg/m3

             Fe=gamma×7800kg/m
3
,     Al=gamma×2700kg/m

3

OR공의 고온조사시험 가능성 평가에 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후보 열매

체 종류에 따른 시편의 온도는 갭 크기가 일정할 때(갭 =1.0mm)이고 상 조사공

의 재료의 감마값이 1에서 5W/g까지 변함에 따라 시편의 온도는 그림 3.2.3에서와

같다.이 때 후보 열매체별 고온 조사시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순

서이다.

W >Mo>Fe>Al

이 결과를 토 로 할 때 간 정도의 온도 역(350-600
o
C)에 한 LMR재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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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험에는 종 에 사용하던 Al을 사용 가능하나 비교 고온 온도 역(>900
o
C)

에 한 VHTR재료조사시험에는 Al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열매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Moholder사용시:2W/g,1mm gap;시편 최 온

도 970oC).

IP공에서는 조사장치 표면에서의 온도가 하나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특히 감마열이 1W/g이상에서는 후보 열매체를 이용하여 제작되는 캡

슐 외통의 표면에서 온도가 100℃를 넘어 boiling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

하는데 어려움이 상된다.그러나 Al열매체를 사용할 때 감마열이 0.5W/g 역

( IP15)에서 갭을 5mm 정도로 설계하면 시편 최 온도가 481oC 정도 도달하여

간 정도의 온도 역(350-600
o
C)에 한 LMR 재료 조사시험에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시험 안 성 측면에서 볼 때 Mo이나 Fe열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인다. 한 비교 고온 온도 역(>900
o
C)에 한 VHTR재료조사시험에

는 Mo열매체를 사용할 경우 감마열이 0.5W/g인 조사공에서도 시편과 열매체 갭

을 5mm 설계할 경우는 시편의 최 온도가 872oC에 도달하여 VHTR재료조사시험

에 사용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OR조사공은 비교 고온 온도 역(>900
o
C)시험인 VHTR

MSR 재료조사시험 수행에 IP공보다 양호함이 확인되었고, 간 정도의 온도

역(350-600oC)시험인 SWR LMR재료조사시험에는 Al사용도 가능하나 Mo,

Fe등이 더 양호함이 확인되었다.아울러 비교 고온 온도 역(>900
o
C)시험에는

Al열매체 사용이 불가능하고 Mo등이 추천되었다.IP조사공은 간 정도의 온도

역(350-600
o
C)시험인 SWR LMR재료조사시험에 OR공보다 양호하다. 로

서 Al열매체 사용 5mm 정도의 갭을 고려하면 시편 최 온도가 872oC에 도달하여

고온 조사시험에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3.조사장치 제작기술 개발

가.캡슐의 기본설계[3.2.6]

OR공 재료조사시험용 모의 계장캡슐(07M-09K)의 외경은 압력강하 시험과 진동

특성 평가를 통해 56mm로 정해졌다.보호 은 ORclamp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핵연료캡슐의 보호 과 같은 사이즈인 42.7mm로 하 다.캡슐 외통의 재질은

강도 원자로 냉각수와의 양립성을 고려하여 기존 캡슐과 같은 재질인 STS316L

을 사용하 다.보호 재질은 일반 인 스테인 스강인 STS304로 하 다.캡슐 상

부에는 가이드 스 링(guidespring)을 설치하지 않았으며,캡슐 장탈착 시 OR

clamp나 유동 상하부에서 걸림이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하 다.

본 캡슐이 노외에서 성능시험을 하기 한 모의 캡슐인 을 감안하여 열매체로

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Al만 사용하지 않고 장차 고온 시험을 할 수 있는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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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재질을 4가지 선정하여 그들의 열 특성을 조사하 다.사용된 열매체는 Al이

외에 Fe,Zr,Ti,Mo등이다.캡슐 본체 내부는 5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단에는

독립 으로 작동하는 히터가 장착되어 있다.분할된 각 단 사이에는 열이동을 방지

하기 해 Al2O3단열재를 사용하 다.캡슐 내의 온도 분포는 내부에 장착된 열

를 통하여 측정되는데,본 캡슐에는 5개의 히터와 12개의 열 가 설치되었다.

나.열 성능 시험[3.2.7]

07M-09K 캡슐은 OR공 조사시험을 한 모의 캡슐로 제작되었지만,내부 열매

체로 고온 조사시험 장치에 사용될 후보 열매체 재질인 Fe,Zr,Ti,Mo를 장착하여

이들의 열 성능을 조사하기 한 목 도 가지고 있다.열매체들의 열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노외에서 히터로 시편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히터의 성능을 평

가하고 조사시험 시 히터에 의한 시편의 가열 정도를 평가하 다.먼 각 단 별로

히터를 가열하여 시편의 온도를 측정한 후 모든 단의 히터를 동시에 가열하여 온도

를 측정하 다.이때 진공도는 760torr와 100torr로 하 으며 히터는 1,800W와

2,850W로 가열하 다.

열 성능시험 결과는 그림 3.2.4와 표 3.2.3 3.2.4에 나타나 있다.그림 3.2.4

는 성능시험 결과의 체 경향을 보여주며,표 3.2.3 3.2.4는 760torr와 100torr에

서 측정한 각 시편의 온도를 나타낸다.

결과 각 열매체에는 같은 시편의 상부와 하부에 열 가 장착되어 있다.

1단 열매체는 그림 3.2.5에서와 같이 열매체가 59mm 연장되어 있으며,히터가 하부

100mm 부분에만 감겨 있어 상하부의 온도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그러나 다른

단에는 열매체와 시편의 같은 형상으로 제작 장착되어 있으므로 이론 인 해석

에 의하면 상하부의 온도는 같아야 한다.그러나 표 3.2.3 3.2.4에는 같은 시편의

상하부에 장착된 열 에서 50～60℃ 정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측에 어 나는 상이다.

각 단 시편에 나타난 온도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해 760torr와 100torr에서

의 온도를 분리하여 그림 3.2.6-8에 나타내었다.

그림 3.2.6은 760torr에서 히터 출력에 따른 각 단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었다.그

림 3.2.6은 TC(thermocouple)10개에서의 체 온도 변화를 나타내낸다.시편의 온

도는 2단 Fe열매체에서 1,800W일 때 400℃,2,850W일 때 527℃에 도달되었다.이

때 Al열매체 시편의 온도는 각각 224℃,287℃로 가장 낮았다.

Zr,Ti,Mo열매체의 시편 온도는 그래 에서 보면 760torr에서는 Ti>Mo>Zr의

순으로 명확히 나타나지만 100torr에서는 높은 순서를 구별하기가 어렵다.이런 상

황을 고려하여 시편의 온도를 높은 순으로 나타내면 Fe,Ti,Mo,Zr,Al순서로 나

타낼 수 있다.

Ti과 Zr열매체의 경우 갭 간격이 0.3mm로 같으므로 열 달량은 재질의 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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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계된다.두개의 열 도도를 비교해 보면 Ti이 3.5% 정도 낮다.그러므로 열

달량과 온도 차이도 그 정도의 차이가 날 것으로 측할 수 있다.결과를 살펴보

면 Ti열매체에서의 온도가 Zr열매체에서의 온도보다 0～4% 정도 높게 나타났으

므로 이론 인 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그러나 100torr,2800W에서는 Zr열매체

에의 온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이 부분의 온도 변화는 특이한 상으로 열 도

도 외에 향을 주는 갭 간격에서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Ti과 Zr의

열팽창계수를 비교하면 Ti이 높으며 온도 증가 시 팽창으로 인해 갭 간격이 좁아질

수 있다.그로 인한 열 달량이 증가로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고온용 열매체 기 실험

가.열매체 평가

07M-09K캡슐의 노외시험 열매체 2～5단에서 히터의 손이 발생되었다.그

러나 1단 Al열매체의 히터는 손상되지 않았다.기존 재료 캡슐에서는 열매체를 Al

으로만 사용해 왔는데 재까지 시편의 온도는 07M-13N 캡슐 조사시험 시 최

460℃에 도달되었다.온도 측정 시험 결과는 그림 3.2.9에 나타나 있으며,열매체의

건 성 여부는 캡슐 분해 후 육안 찰에 의해 확인하 다.시험 시 Al열매체 내

부의 시편은 522℃에 도달되었으며,열매체 건 성을 확인하기 해 이 상태로 4시

간 이상 유지하 다.캡슐 분해 후 Al열매체의 상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식이

나 용융의 향을 받지 않고 건 성을 유지하 다.

히터의 과열로 인해 열매체가 받은 손상과 부식 정도를 찰한 결과는 표 3.2.5

와 같다.3단은 히터의 발열부가 녹을 정도로 과열되었으며 그 주 상하부는

상당한 부식이 발생되어 표면이 검게 변색되었다.2단 열매체는 Fe가 자체의 성질

로 인해 부식이 쉽게 되었으며 상하부가 검게 변색되었다.4단 Ti열매체는 부식

정도가 약했으며,5단(Mo)과 1단(Al)열매체는 부식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하 다.

본 캡슐은 노외시험용 캡슐로서 열매체로 Al외에 고온 조사시험을 해 Fe,Zr,

Ti,Mo재질의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해 제작되었다.노외 시험 히터 손상

의 원인은 히터의 과출력으로 인한 과열로 추정되지만,Zr재질의 열 달 는

기 특성에 한 것도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추후 고온 열매체 특성을 조사하기 한 노외시험용 캡슐 설계 제작에서는

열매체를 2 구조로 하여 시편 주 에만 고온열매체 재질을 사용하고,외곽에는

Al열매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이 게 하면 시편의 고온 조사요건도 만

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자흡수단면 이 높은 열매체를 되도록 게 사용하

게 된다.이때 사용되는 고온 열매체 후보 재질로 Mo,Zr이 검토되었으며,그라

이트도 사용 가능한지 련특성을 검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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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 달 해석

본체 외통 표면 온도를 구하기 해서는 캡슐에서의 발열량을 알아야 한다.OR

공 캡슐은 설계 단계에서는 정확한 발열량을 알기가 어렵다.그러나 이 캡슐의

발열량과 비교하여 략 인 발열량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재료캡슐 04M-17K의

내부 발열량은 36,289W[3.2.8]이며,크립캡슐 02S-08K의 내부 발열량은 29,194W이

다[3.2.9].OR공 캡슐의 본체가 φ56mm인 경우 CT공에 장 하는 캡슐과 비교할 때

부피가 약 87%이므로 발열량도 약 87%에 해당된다. 한 OR공은 외곽에 치한

조사공이므로 발열량이 CT공에서 보다 낮다.같은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OR공에서

의 최 발열량은 2.5～3W/g[3.2.10]으로 04M-17K나 02S-08K 캡슐의 CT공에서의

발열량인 5.5～6W/g의 50～60%에 해당된다.OR공 캡슐의 직경을 φ56mm로 할 경

우 캡슐 외통에서의 온도는 43.7℃로서 외통에서 ONB온도 이하가 된다.

다.IP공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의 열 특성 해석

하나로의 IP공에서는 강제 인 류 상(forcedconvection)이 없으므로 이 실

험공에서 조사하게 되는 캡슐은 온도차에 의해 형성되는 자연 류(natural

convection)환경에 놓이게 된다.표면 열 달 계수()는  ℃ 로 평가되

었다.자연 류 상태에 있는 캡슐의 경우 발열량에 따라 열 달 계수가 달라진다.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의 경우 발열량의 변화는 크진 않지만 시편에 따라 약간 달라

질 수 있다.따라서 IP공에서 조사시험할 캡슐은 핵 계산에 의해 발열량이 정해

지면 열 달 계수에 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5.고온조건 조사장치 성능검증

가.고온용 조사장치 설계 제작

캡슐을 이용하여 500℃ 이상의 고온 조건에서 재료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한

요소기술 개발을 한 노외 고온시험용 이 열매체 재료 계장캡슐(08M-10K)을 설

계/제작하 다.

캡슐의 기본구조는 다공구조의 재료조사시험용 표 형 계장 캡슐에 근거하

여 설계하 다.기존 캡슐과 다른 부분은 기존 캡슐은 열매체를 Al단일 재질로

하 지만 08M-10K캡슐은 이 열매체 구조로 하고 원자로 내의 감마열을 모사하

기 하여 캡슐 심부에 히터(카트리지 타입)를 설치하 다.시편의 온도는 원

자로의 감마열을 체하는 심의 히터와 각 단별로 독립 으로 작동하는

기히터로 조 되며,캡슐 내 He진공도 제어에 의해서도 조 된다.캡슐 시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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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온 도달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열매체 내부 열매체에 4공 구조의 시편공을

분산배치 구조로 설계하 다.08M-10K 캡슐은 설계 편의상 모두 STS304단

일 재질의 4각 규격의 시편을 배치하 다.

캡슐의 내부 열매체와 Al외부 열매체 사이에는 0.3mm gap이 있다.외부 열매

체와 외통 간의 간격은 열매체를 2등분으로 구분하여 상부는 0.05mm,하부는

0.15mm로 되어 있다.시편은 각 단 모두 10x10mm 단면 의 STS304직육면체 형

상 4개를 배치하 다.노외시험에서 열매체 주 의 마이크로히터 만으로는 고온에

도달하기가 어려우므로 캡슐의 앙에 히터(rodtype카트리지 히터)를 설치하

다. 히터의 사이즈는 φ11.8x945mmL이며 용량은 3kW(220V단상)이다. 히터

는 캡슐 앙에 뚫려 있는 φ12mm의 구멍에 장착되어 있다.각 단 열매체의 재질,

갭 노외시험 목표온도를 정리하면 표 3.2.6과 같다.본 캡슐을 이용한 조사장치

의 성능검증 시험은 하나로 노외시험시설을 이용하여 고온조건에서 성능시험 후 열

매체 열 ,히터의 건 성과 캡슐 구조 변화를 조사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특히 목표온도인 500℃로 올린 상태에서 일정 시간 유지한 후 캡슐을 분해하

여 열매체와 내부 구조물의 변화 상태를 찰하 다.

나.온도 측정 시험

(1)온도 측정 실험

캡슐을 노외시험장치에 장착하고 냉각펌 를 동작시켜 원자로에서와 같은 유량

조건을 만든 후 캡슐에 장착된 마이크로히터 만을 가동시킨 후 온도를 측정하 다.

마이크로히터는 1,800W와 2,800W로 가열하 으며,캡슐의 진공도는 760/100/36torr

로 변경하 다.이때 각 열 에서의 온도 측정 결과 물속에서는 히터 마이

크로히터를 모두 동작시켜도 500℃의 온도까지 도달되지 않았다.캡슐을 물속에 넣

은 상태에서 냉각수 펌 를 가동시키고, 히터와 마이크로히터를 작동시켰을 때의

시편의 온도는 최 218℃까지 밖에 도달되지 않았다.

공기 에서는 마이크로히터만 가동시켜도 온도가 500℃에 도달될 수 있었다.

캡슐 내 진공도를 760torr로 하고 마이크로히터를 1,800W로 올린 상태에서 온도를

측정하 다.그림 3.2.10은 체 열 의 온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최 온도는

2단 외부열매체(Al)에서 513℃로 나타났다.세부 인 온도 경향을 보기 해 각 단

별로 온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공기 에서 히터와 마이크로히터

를 동시에 가동시켜 600℃의 온도에 도달하 다.이때 캡슐 내 진공도를 760torr로

하고 히터를 1,600W,마이크로히터를 1,800W로 올린 상태에서 온도를 측정하

다.최 온도는 4단 외부열매체(Al)에서 610℃로 나타났다.Al열매체에서의 온도

가 610℃로 측정되어 Al의 melting온도인 660℃에 가까이 도달했기 때문에 이 실

험은 잠시 온도를 가열한 후 바로 정지하 다.1단과 2단 열매체에서는 Al열매체

보다 시편의 온도가 높았으며,3단과 4단에서는 시편보다 Al열매체의 온도가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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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가열 내구성 시험

공기 에서 히터와 마이크로히터를 동시에 가동시켜 체 시편의 온도를

500±10℃의 목표온도로 맞춘 상태에서 5시간 동안 유지시켰다.이 실험을 통해 히

터와 열 의 내구성을 시험하 다.추후 캡슐 분해를 한 후 캡슐 내 부품 특히

열매체의 건 성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하기로 하 다.이 실험에서는 히터에

6A(1,242W)의 류를 공 한 상태에서 열 12개의 온도를 목표온도로 올리고 5

시간 동안 유지시켰다.

온도가 유지되는 동안 마이크로히터는 기에 1단～5단 이 각각 150,0,0,0,

107W 다가 1시간 후에는 400,0,0,0,227W 으며,마지막 단계에서는 300,115,

32,12,178W로 가열된 상태 다.열 의 실제 온도는 최 온도 486℃(TC12),최

고온도522℃(TA)범 에서 유지되었다.그림 3.2.11은 체 열 의 온도가 500℃

부근에서 평형상태로 유지되면서 5시간 동안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실험 2단과 히터를 auto모드로 놓으면 갑자기 온도가 600℃ 근처까지 올라

가는 상이 발생되었다.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은 2단과 3단의 열매체에서만 발생

되었다.최 온도는 TC 6에서 615℃까지 순간 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다른

열 는 TC5가 590℃,TC9가 587℃까지 순간 으로 올라갔다.이 상은 순간

으로 발생되었으며 목표 온도로 조치하는데 3분이 걸렸다.2단 rampsetting값을

510℃로 놓으면 발생되었기 때문에 2단의 온도 setting값을 507℃로 맞추고 실험하

다.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상의 이유는 명확치 않으나 제어장치의 2단 최

온도 setting값이 507℃까지 밖에 않되어 있는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

단을 setting값 로 올릴 경우 로그램에서 혼선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따

라서 제어장치 로그램을 검하여 최 온도 setting값을 높이도록 하 다.

다.고온용 열매체 구조 특성 평가

(1)고체 이 열매체 구조 특성 평가

고온용 이 열매체 노외성능평가용 08M-10K 캡슐 시편의 온도를 500℃로 유지

한 상태에서 장시간(5시간)유지한 후 캡슐 내부 부품인 열매체,열 히터 등

의 상태를 확인하 다.장시간 유지 시험에서는 히터를 1kW로 올리고 마이크로

히터를 1,035W로 가열하 다.이 상태에서 모든 열 의 온도가 510±10℃ 범

내로 유지되었다.고온 가열 후 열 의 온도 유지 상태는 그림 3.2.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5시간 동안 고온으로 유지된 후에도 히터와 열

는 이상 없이 작동하 다.그 후 캡슐 내부 부품의 건 성을 확인하기 하여 그

림 3.2.12와 같이 캡슐의 외통을 단하여 내부를 분리하 다.그림 3.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캡슐은 체 으로 조립 상태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그 로 유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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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열 도 가열 과 같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었다.외통은 공기 에서 고

온으로 가열함으로 인해 흰색(STS316L)에서 붉은색의 녹이 슨 상태로 산화되었다.

이 산화 상은 물속에서 시험할 경우에는 외통의 온도가 40℃ 이하로 유지되므로

나타나지 않는다.외통의 변화는 본 실험의 목 인 내부 부품의 건 성 평가와는

무 하다.열매체에 한 특성은 표 3.2.7에 정리하 다.고온에서도 선정된 모든 열

매체가 사용가능하 다.하나로에서의 검증용 조사시험용 캡슐에서는 다른 나라에

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 Ti graphite를 열매체로 사용하기로 하 다.

(2)고체 이 열매체 평가

08M-10K 캡슐은 노외시험용 캡슐로서 열매체로 Al외에 고온 조사시험을 해

Fe,Zr,Ti,Mo재질의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해 제작되었다.Fe는 부식이 쉽

게 되는 단 이 있고,Zr과 Gr는 성자 흡수단면 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원

자로 운 측면에서 추천되는 재질이다.이 재질 외에 유럽 국가에서는 Ti재질을

고온열매체로 사용하고 있다.외곽에 Al열매체를 2 구조로 배치하고 시편 주

에만 고온열매체 재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 정도의 고온에서는 에 열거된 재

질들이 열매체로 사용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3)고온시험용 고체열매체 캡슐(09M-09K)설계제작 조사시험

표 형 재료캡슐에 사용해 온 Al열매체의 고온 조사시험 제한성을 극복하기

해 노외시험용 캡슐(07M-09K와 08M-10K)이 설계․제작되어 성능시험을 하 다.

07M-09K 캡슐에서는 열매체 재질을 변경과 4공분산형 시편 배치 설계를 하여 고

온 성능 검사를 수행하 고,08M-10K캡슐에서는 열매체로 Ti 그라 이트 재료

의 선정과 함께 열매체의 형상을 이 으로 하여 고온 성능 제작성에 한 타당

성 검사를 수행하 다.500℃의 고온에서 조사시험하기 한 계장캡슐(09M-09K)을

노외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설계 제작하 으며,30MW 출력의 CT 시험공에서 1

주기 동안 조사시험하 다.본 캡슐은 최근 고온시험용으로 이 열매체 구조로 제

작되어 노외시험된 08M-10K 캡슐의 시험 결과[3.2.11]에 따라 이 열매체 구조로

설계하 다.

(가)열매체 선정

09M-09K캡슐 내 장입되는 열매체 재질 의 하나로 Ti합 을 선정하 다.

Ti재질은 유럽 각국의 고온 조사시험에 활용되어지고 있으므로[3.2.12]상 으로

그 안 성이 검증되어 있다.Ti의 경우 후보 고온재료 도 경제 인 측면에

서 유리한 것으로 단되나,열 성자 흡수 단면 이 상 으로 높아 보이므로 이

에 한 핵 열 특성 평가를 하 다.그라 이트 재질은 고온에서의 기계

성질이 뛰어나 VHTR등의 노심에 사용되는 재료로 캡슐에도 활용 타당성을 조사

하기 해 열매체로 사용하 다.성능시험용 캡슐인 07M-09K 08M-10K 캡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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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Ti 그라 이트 재료는 후보 열매체로 선정되어 기술 타당성과 노외성능 평

가가 수행된 바 있다[3.1.11].

(나)기본설계

그림 3.2.13은 09M-09K 캡슐 시편의 단면형상과 치수를 나타낸 것이다.캡슐

은 앙에 직경 10mm인 공 상태를 유지하고 시편 장착은 4개의 치에서 이루

어진다.시편부 규격은 10×10mm 직각형 구조이다.09M-09K캡슐의 열매체 설계는

2 구조로 하 다.열매체의 외부는 기존의 Al재질로, 심부 열매체만 Ti 는

graphite로 재질로 바꾼 구조를 가진다.시편부 체 길이는 표 형 캡슐과 마찬가

지로 114mm이며,사각 시험편은 내부 열매체 시편홀과 0.1mm 간격을 유지하며 장

착되어 있다.안쪽 열매체외 외부 열매체 사이의 간격은 0.15mm로 균일하고,외부

Al열매체와 STS316외통 사이에는 각 단의 치에 따라 0.16～0.36mm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모든 간격에는 He가스로 채워져 있고,압력은 1기압으로 한다.

(다)핵 특성 평가

09M-09K 캡슐의 경우 하나로에서 처음으로 수행하는 이 열매체 구조 캡슐

이며,내부열매체인 Graphite Ti재질의 경우 처음으로 조사시험되는 재질이므로

캡슐 설계 안 성 측면에서도 하나로에서의 핵 특성 계산은 매우 요하다.임

계도 계산 결과는 제일 높을 것으로 상되는 열매체 부가 Ti으로 제작되고,CT

공 장 될 경우 9.6mK로 계산되었으며,이 값은 하나로 운 기술지침서의 제한 조

건인 +12.5mk보다 작으므로 임계도 에서 안 하다.Ti와 Gr는 성자 감속능

력이 큰 재료이지만 성자속에 한 계산 결과 시편의 고속 성자 조사량에는 열

매체의 종류가 크게 향을 주지 않아 단일 열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다[3.2.13].

(라)발열량 온도계산

시편과 캡슐 외통의 발열량은 장 조사공 치에 민감할 뿐 캡슐 종류에는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그러나 열매체의 발열량은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CT 장 캡슐 에서 내부 구조물의 총 발열량은 단일 Ti캡슐에서

25.1kW로 가장 크고 단일 graphite캡슐이 13.7kW로 가장 작다.Ti,Al,graphite

각각의 단 무게당 발열량은 서로 15% 차이 정도이지만 캡슐에 들어있는 총 질량

의 차이로 총 발열량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이러한 경향은 OR5장 경우에

더 두드러지는데,OR5의 성자 스펙트럼이 CT의 스펙트럼보다 더 소 트하므로

Ti의 발열량이 상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캡슐의 열해석을 해 ANSYScode를 이용하 다.계산결과,He의 열 도

값이 1기압 상태인 경우 각 시험체의 최 온도는 1단에서,420oC,2단에서 447oC로

나타났으며 500
o
C보다 작았다.그러나 3단,4단,5단에서 각각 563

o
C,715

o
C,516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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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500
o
C보다 크게 나타났다.

(마)캡슐 제작

안 성 검토 후 최종 인 설계 검토와 함께 캡슐이 제작되었다.그림 3.2.14는

09M-09K 캡슐의 조립 부품들의 모습이다.부품들 계장품으로 인코넬 sheath

를 가지는 고온용 열 와 히터를 사용할 정이었지만,제작 고온용 계장품들

에 한 이징 시험에서 착 상태가 좋지 않고 헬륨 설이 발생되었다.본 캡

슐은 500℃에서 조사시험을 목표로 설계된 캡슐인 을 감안하여 기존의 표 형캡

슐에 사용해 온 계장품을 사용하 다.추후 제작될 정인 700℃ 이상의 조사시험

온도를 목표로 하는 캡슐에는 고온용 계장품들에 한 이징 건 성 시험을 한

후 계장품을 변경하기로 하 다.

(바)조사시험

09M-09K 캡슐은 30MW 출력의 하나로 CT공에서 24일(1cycle) 동안

조사되었다.본 캡슐은 고온시험용으로 개발된 캡슐이므로 조사시험 온도를 각

단별로 다양하게 구 하 다.그림 3.2.15는 09M-09K 캡슐의 조사시험 자료이다.

조사시험 기에는 캡슐에 어떤 제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변화를

찰하 으며,이를 통해 기에 변화가 심한 원자로의 상태를 조사하 다. 한

캡슐의 열매체가 Al-Al(1단),Al-Gr(2,3단),Al-Ti(4,5단)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사시험 1단은 500℃ 이하,2,5단은 600℃,3,4단은 700℃에 도달하도록

제어변수를 조 하 다.각 단별로 제어변수 조 에 따라 목표 온도에 도달된

모습이 그림 3.2.15에 나타나 있으며,결과에 따르면 Al-Al이 열매체는 500℃,

Al-Ti Al-Gr열매체는 700℃까지 도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태로

운 되어도 건 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6.고온용 이 피복 핵연료 용 조사장치 개발

핵연료의 조사시험 핵연료의 조사온도를 고온으로 높이는 것은 상용로 조건

에 근 하기 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핵연료의 온도를 가변 으로 조 하기 한

기능이 필요하다.따라서 핵연료 온도를 높이기 하여 이 피복 핵연료 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 핵연료의 조사시험 온도를 조 하기 하여 이 피

복 사이의 gas-gap에 흐르는 sweepgas의 혼합 비율을 조 하는 기술을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의 고온 조사시험을 한 이 피복

핵연료 을 개발하고 이를 하나로에서 조사시험 하기 한 조사 장치인 핵연료 계

장캡슐을 설계,제작하 다.

가.이 피복 핵연료 의 특성 분석을 한 노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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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 이 피복 핵연료 의 특성 분석을 하여 mockup을 제작하여 노외

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노외시험은 단일채 시험루 에서 OR5수직공과 동일한

냉각수 조건인 40℃,12.7kg/s(△P209kpa)에서 수행되었다.

노외시험의 내용은 He과 Ne가스의 혼합비에 따른 온도제어 효과,이 피복

사이의 gas-gap크기 효과,혼합 가스의 dynamic과 static상태에 따른 효과 등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노외시험을 한 07F-05K 모의 캡슐을 설계하고 제작하 다.

07F-05K에는 이 피복 사이의 gas-gap이 각각 0.1mm,0.2mm,0.3mm인 3개의

미니캡슐이 장착되어있으며,발열체인 핵연료를 모사하기 하여 8kW의 micro

heater를 각 미니캡슐에 사용하 고,내부피복 의 외부표면에 K-type열 (직경

1.0mm)를 장착하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이때 혼합된 gas의 유량은

온도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유량의 변화에 한 특성은 분석하지 않고 유량은

50cc/min으로 고정하 다.혼합비는 He과 Ne의 비율이 100:0에서 0:100까지 10씩

변화하면서 수행하 다.이 결과 최 온도 77℃(gap0.1mm,He과 Ne가스 혼합비

100:0,heater출력 0.5kW),최고온도 531℃(gap0.3mm,He과 Ne가스 혼합비

0:100,heater출력 4.5kW)를 측정하 다.

나.이 피복 핵연료 설계

이 피복 핵연료 은 이 피복 사이의 gas-gap에 gas를 흘리는 경우와 폐된

gas-gap을 가지는 두 종류를 설계하 다.하나로에서 실제로 성능 평가를 수행할

09F-08K 핵연료 계장캡슐에 장 되는 이 피복 핵연료 은 폐된 gas-gap을 가

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1)Gas-gap에 gas가 흐르는 이 피복 핵연료 의 설계

이 피복 핵연료 은 그림 3.2.16에서 보듯이 내부피복 ,외부피복 ,endcap,

5개의 핵연료 소결체,2개의 spacer그리고 1개의 plenum spring으로 구성되어있

다.핵연료는 KNF에서 제조한 PWR17x17형 UO2소결체를 사용하 으며.내부와

외부피복 ,end cap의 재질은 STS316L,spacer는 Al2O3,plenum spring은

STS304로 설계하 다.그리고 핵연료 심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C-type

thermocouple을 장착하고,내부 피복 의 외부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K-typethermocouple을 장착하 다.이 피복 의 재질을 STS316L로 선정한 것은

STS316L의 흡수단면 은 ～3.2barn정도로 zircaloy의 ～0.23barn에 비해 큰 편

이지만 고온 강도가 좋고,내식성이 좋으며,가공성이 높으므로 이 피복의 구조에

당하다고 단하 다.

내부와 외부 피복 의 사이에는 0.1mm의 gas-gap이 있으며 여기는 heliu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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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n혼합 gas가 흐르도록 설계되었다. 한 혼합 gas가 입력 을 통해서 유입되

고 배출 을 통해서 배출되도록 설계하 다.

(2)Gas-gap에 gas가 흐르지 않는 폐형 이 피복 핵연료 의 설계

이 피복 핵연료 은 내부피복 ,외부피복 ,endcap,5개의 핵연료 소결체,2

개의 spacer그리고 1개의 plenum sprin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핵연료의 심온도

를 측정하기 한 C-type열 1개가 핵연료 심에 장입되도록 설계하 다.

핵연료는 KNF에서 제조한 PWR17x17형 UO2소결체를 사용하 으며.내부와

외부 피복 ,end cap의 재질은 STS316L,spacer는 Al2O3,plenum spring은

STS304로 설계하 다.열 는 C-type을 사용하 다.그리고 내부와 외부 피복

의 사이에는 0.1mm의 gas-gap이 있으며 여기는 helium이 충 되도록 설계하 다.

이 gas 폐형 이 피복 핵연료 은 09F-08K 핵연료 계장캡슐에 장 되어 하나로

OR5수직공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이와 같은 gas흐름이 없는 이 피복 핵

연료 의 부품과 이를 고정하기 한 coolingblock을 그림 3.2.17과 같이 제작하고

조립하여 조립성을 확인하 다[3.2.14].

그리고 핵연료의 심온도를 측정하기 한 C-type열 를 장착하기 하여

그림 3.2.18과 같이 endplug를 설계하 다.Endplug와 열 의 신호선을 용 하

기 하여 laserwelding을 수행하는 것은 아직 국내의 기술로 확보되어있지 않으

므로 열 제작업체인 외국업체에서 용 을 수행하 다.

다.이 피복 핵연료 조사시험을 한 조사장치 설계

고온용 이 피복 핵연료 과 이를 조사시험하기 한 조사장치를 설계하 다.

조사장치는 이미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재료와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경험을 토 로 설계되고 제작되었다. 한 주요 요소 노외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설계와 제작에 반 하 으며,외국의 련기 (네덜란드 NRG,일본 JAEA.노

르웨이 Halden등)과 조사시험 기술 력(MOU) 는 jointseminar형태의 기술교

류를 통하여 련 기술을 설계에 반 하 다.

가장 먼 이 피복 핵연료 의 수력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유로단면 을

산출하고 이 피복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할 하나로 OR5수직실험공의 냉각수

조건(차압 209kPa에서 12.7kg/s이하)에서 핵연료 의 열 달계수를 평가하 다.

조사장치의 외경은 56mm,이 피복 핵연료 의 외경은 18mm로 선정하 다.조

사장치는 핵연료 계장 캡슐과 유사하게 개방형으로 설계하 으며,핵연료 을 감싸

기 한 외통,조사장치를 유동 하부에 장착하기 한 하단 고정부,핵연료 을

고정하고 냉각 시켜주기 한 coolingblock,센서들의 계장선을 인출하기 한 보

호 과 안내 등으로 구성되도록 설계하 다.이 피복 핵연료 의 심 치는

하나로 핵연료 심 치 보다 -22.5mm 아래에 치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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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피복 핵연료 과 조사장치의 선출력 계산과 열평가

이 피복 핵연료 의 선출력과 열분석을 수행하 다.이때 사용된 핵연료 소결

체는 PWR17x17UO2를 사용하 으나 농축도가 2.42%일 경우와 0.71%(NU)일 경

우에 하여 두가지로 수행하 다.이 두가지 경우 모두 피복 의 재질과 규격은

표 3.2.8과 같이 동일하게 고정하 다.

MCNP를 이용하여 이 피복 핵연료 의 선출력을 산출하고 안 성을 분석하

다.선출력은 하나로 핵연료 심을 기 으로 이 피복 핵연료 에 장입된 5개의

핵연료 소결체 심이 -22.5cm에 치하도록 설계하고 계산한 것이다. 한 제어

이 250mm에서 600mm까지 움직일 때 50mm 간격으로 계산하 으며,그림 3.2.19는

핵연료 1과 2의 선출력 계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 두 개의 시험 핵연료

의 장 방향은 그림 3.2.20 3.2.21과 같이 시험 핵연료 #1이 노심에 조 더

가깝게 배치되도록 설계하 다.

(1)2.42w/oUO2핵연료 소결체가 장착된 경우의 선출력과 열계산

이 피복 핵연료 조사장치의 주요 부 에 한 유로단면 과 수력 직경을 표

3.2.9와 같이 산출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정격 차압 209kPa일 때 OR5수직공에

서의 유량은 표 3.2.10과 같이 5.0kg/s으로 산출되었다. 한 조사장치 외통의 열

달계수는 표 3.2.11과 같이 캡슐 외통 외부표면에서 34.6kW/m
2
℃,이 피복 핵연

료 외부 표면에서 29.2kW/m
2
℃로 산출되었다[3.2.15].

그림 3.2.22과 같이 산출된 선출력을 바탕으로 ANSYS를 이용한 핵연료 의 열

평가를 수행하여 내부와 외부 피복 의 두께와 gap을 결정하 다.이 피복

사이의 gap크기는 0.1,0.2,0.3mm,내부피복 의 두께는 0.89mm에서 3.00mm까지,

외부피복 의 두께는 3.83mm부터 1.52mm까지 그리고 helium과 neongas의 비율

은 100:0부터 0:100까지 △10%씩 증가하면서 helium과 neongas의 혼합비에 따라

핵연료 심,핵연료표면,innercladding내·외표면,outercladding내·외표면 상세

온도를 평가하 다.그 결과로 내부피복 두께 3.00mm,외부피복 두께 1.72mm,

이 피복 사이의 gap크기 0.1mm 그리고 helium 100%의 조건에서 핵연료 심

온도 2,089℃,핵연료 표면온도 977℃,innercladding 내표면 온도 622℃,inner

cladding외표면 온도 458℃,outercladding내표면 온도 118℃가 산출되었다.

그리고 Heating7.0을 이용하여 설계된 이 피복 핵연료 의 열평가를 확인하

다.표 3.2.12에서 보듯이 ANSYS의 열계산 결과와 Heating7.0열계산 결과와 근

소한 차이를 보 음을 알 수 있었다.

(2)0.71w/oUO2핵연료 소결체가 장착된 경우의 선출력과 열계산

이 피복 핵연료 조사장치의 주요 부 에 한 유로단면 과 수력 직경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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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과 같이 산출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정격 차압 209kPa일 때 OR5수직공에

서의 유량은 표 3.2.14와 같이 6.54kg/s으로 산출되었다. 한 조사장치 외통의 열

달계수는 표 3.2.15와 같이 캡슐 외통 외부표면에서 25.94kW/m
2
℃,이 피복 핵

연료 외부 표면에서 24.23kW/m2℃로 산출되었다[3.2.16～3.2.17].

PWR17x17UO2농축도 0.71w/o5개를 핵연료 에 장착하 을 때 2개 핵연

료 에 하여 핵연료의 선출력과 피복 의 발열량을 표 3.2.16과 같이 산출하 다.

09F-08K핵연료 계장캡슐에 장 되어 하나로 OR5수직공에서 성능 시험을 수행할

핵연료 에는 0.71w/o소결체가 장 되었다.

표 3.2.16에서 보듯이 여기서 핵연료의 최 선출력은 제어 이 350mm일 때 핵

연료 #1의 -20.5mm 치에서 130W/cm로 산출되었다.평균 선출력은 111W/cm

이다.피복복의 최 발열량은 선출력과 마찬가지로 제어 350mm일 때 핵연료

#1의 -20.5mm 치에서 20W/cm로 계산되었다[3.2.18].

선출력을 바탕으로 핵연료 심과 내‧외부 피복 의 내면과 외면온도를

ANSYS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표 3.2.17에서 보듯이 핵연료 심의 최 온도는

741℃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용융온도인 2,827℃ 보다 낮으므로 안 하다고 단하

다. 한 핵연료 온도는 이 피복 사이에 gas-gap(0.1mm,helium)이 있는 경

우가 gas-gap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약 30% 정도 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19～3.2.20].그리고 1차년도에 수행한 노외시험의 결과에서 gas-gap크기가 커

질수록 그리고 충 되는 neongas의 혼합비가 높아질수록 핵연료의 온도가 상승하

는 것을 확인하 다.

마.이 피복 핵연료 과 09F-08K핵연료 계장캡슐의 안 성 검토

하나로와 핵연료 계장캡슐의 안 성 확보를 하여 안 성 검토를 해 반응도

평가,선출력과 발열량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건 성이 유지되었으며,핵연료도 사

고 시에도 건 성을 유지되는 것으로 단하 다.

바.이 피복 핵연료 제작과 건 성 평가

조사시험을 한 모든 핵연료 은 핵연료가 장 되어 있기 때문에 핵물질 취

허가가 없는 외부 제작 업체에서 조립과 용 이 불가능하므로 본 과제에서 자체

으로 조립과 용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따라서 그림 3.2.23과 같이 이 피복 핵

연료 을 본 과제에서 구축한 TIG용 기를 이용하여 용 하 다.이 용 은 피복

과 endplug의 용 과 pinhole의 용 으로 구분 된다.피복 의 용 은 기

에서 수행하 으며,pinhole용 은 helium을 가압한 진공 chamber내에서 수행하

다.용 수행 후 용 부 를 산세척을 수행하여 보다 안정 인 용 상태를 유

지하도록 하 다.그림 3.2.24는 이 피복 핵연료 의 내부피복 과 외부피복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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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피복 핵연료 의 용 부 에 한 건 성을 확인하기 하여 이 피복 핵

연료 을 1.2bar의 helium을 충 하여 TIG용 을 수행하고 helium leaktest,미세

조직 시험 그리고 인장 시험을 수행하 다.Helium leaktest의 장비는 다른 조사시

험용 핵연료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LCATELASM 120h를 사용하 으며,진공

도 1.0x10
-1
mbar에서 helium leak가 5.0x10

-7
mbar·l/sec이하일 때 합격으로 정

하게 되는데 번에 용 한 이 피복 핵연료 에서는 helium이 검출되지 않

았다.

이 피복 핵연료 의 건 성 평가를 한 인장시험을 하 다.인장 시편은 그림

3.2.25와 같이 내부피복 2개와 외부피복 2개를 제작하 으며 그림 3.2.26과 같

이 피복 이 단 될 때까지 인장 시험을 수행하 으며,4개의 이 피복 핵연료

의 인장 시편에서는 용 부 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단이 발생하 다. 한 표

3.2.18과 같이 내부 피복 은 504kgf에서 단되고,외부 피복 은 3,493kgf에서

단되었다.그리고 이때 각각의 displacement는 0.494mm와 4,123mm로 측정되었다.

이 피복 핵연료 의 용 후 건 성 시험에서는 helium leak도 발생하지 않았

으며,미세 조직 찰 결과 모재의 용융 깊이가 핵연료 의 두께보다 깊으므로 안

정 이고,인장시험 결과에서도 용 부 가 아닌 다른 곳이 단되었으므로 용

조건에 한 건 성을 안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완성된 이 계장 핵연료 은 용

후 24시간 경과 48시간 이내인 26시간 후에 helium leaktest를 수행하여 진공

도 1.0x10
-1
mbar에서 helium leak가 5.0x10

-9
mbar·l/sec이하인 것을 확인하 다.

이는 기 치인 5.0x10
-9
mbar·l/sec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사.이 피복 핵연료 (09F-08K핵연료 계장캡슐)의 노외시험

이 피복 핵연료 2개를 장 한 09F-08K 핵연료 계장캡슐에 한 노외시험을

단일채 시험 루 에서 그림 3.2.27과 같이 수행하 다[3.2.21].노외시험의 목 은

하나로 유동 과 캡슐의 건 성을 확인하기 한 것이다.노외시험은 하나로 OR5

수직공과 동일한 냉각수 조건인 40℃,12.7kg/s(△P209kPa)에서 수행하 다.먼

OR5수직공의 장‧탈착 시험을 수행하여 clamp가 상부 스토퍼를 잘 르고 있는지

확인하 으며,공기 무게(28.4kg)와 수 무게(23.1kg)를 측정하 고,하나로

OR5수직공 냉각수 동일한 조건에서 진동 이상 상이 없음을 확인하 다.그

리고 핵연료 심온도 측정을 한 열 2개와 성자속 측정을 한 SPND2개

의 상태를 검하 다.

아.이 피복 핵연료 (09F-08K핵연료 계장캡슐)의 조사시험

이 피복 핵연료 의 성능 검증을 한 조사시험은 2010년 1월 10일부터 2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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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까지 하나로 OR5수직공에서 약 25EFPD(EffectiveFullPowerDay)동안 조사

시험을 수행하 다[3.2.22].두 개의 핵연료 의 장 방향은 그림 3.2.28과 같이 하

나로의 canal반 방향을 북쪽으로 하 을 때 각각 동쪽과 서쪽에 치하도록 하

다.이는 설계 시 고려된 방향과 동일한 방향이다.

조사시험 에는 두개의 이 피복 핵연료 의 심온도를 한 C-type

thermocouple신호(℃),두 개 SPND의 mA와 mV출력신호,원자로 출력(MW),제

어 의 치(mm)를 1분 간격으로 수집하도록 하 다.이 게 수집된 신호는 그림

3.2.29와 같다.이 피복 핵연료 의 조사시험 기간동안 표 3.2.19에서 보듯이

30MW일 때 Rod1에서 최고온도 770℃가 측정되었다.

7.고온조사시험용 장치 설계

가.고온용 열매체 선정

미래원자력 시스템으로 개발 인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SFR)와 고온가스

로(VHTR)의 운 온도는 재의 상용 원자로인 경수로 보다 월등히 높다[3.2.23].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SFR)는 노심 출구온도가 545℃이며 온도 제한치는 650℃

로 상된다. 고온가스로(VHTR)는 기 설계개념에 따르면 원자로 출구 온도가

950℃로 상되었으며, 재 진행 인 설계에 따라 개념이 변경되더라도 800～90

0℃의 고온에서 운 될 것으로 상된다.이에 따라 기존 캡슐의 Al단일 열매체

를 고온부인 내부는 Ti 는 그래 이트(graphite)로, 온부인 외부는 Al재질로

하는 이 구조로 설계하 다[3.2.24∼3.2.25].Ti재질은 유럽 각국의 고온 조사시험

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상 으로 그 안 성이 검증되어 있으며[3.2.26],하나로에서

도 Ti열매체는 이미 07M-09K 09M-09K 캡슐에서 기술 타당성과 노외성능

평가가 일부 수행된 바 있다.Ti의 경우 도 경제 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단되나,열 성자 흡수 단면 이 상 으로 높아 보이므로[3.2.27]이에 한 핵

열 특성 평가가 필요하다.우리나라는 그래 이트를 감속재로 사용한 경험

이 없고 생산하지도 않기 때문에 설계 특성 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노심 설계자료

를 생산하기 해 조사시험을 통한 특성 평가가 필요하다.이러한 측면에서 그래

이트를 캡슐의 열매체로 사용하는 것은 재질 자체의 조사 특성을 악하는 수단으

로도 활용될 수 있다.

나.이 열매체 구조 설계

이 열매체 구조는 그림 3.2.30과 같다.열매체 재질로 520℃까지는 기존의 Al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온도조건에서는 기본 으로 보다 융 이 높은 열매체를

용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우선 노외 성능시험을 통해 Mo,Zr,Ti,Fe재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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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핵 특성,열 도도,내부 산화 등의 문제를 검토하 다.Ti의 경우 높은 열

성자 흡수성 낮은 열 도도 특성을 가지며,Fe은 높은 부식특성을 가진다.Mo

Zr은 열매체로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무 높다.최근 국내외 이용자들로부터 고

온 재질인 graphite에 한 조사시험 문의가 있어 이 재료도 열매체로 사용하여 성

능을 조사하 다.고온용 재료들은 기존 Al재질보다 제작시 기계가공이 어렵지만

이 열매체 구조로 할 경우 가공의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다[3.2.28].

이 열매체 구조에 하여 시편온도가 고온이 되어도 외부 열매체인 Al이

melting되지 않는다는 것을 ANSYS 로그램으로 해석하 다[3.2.29].고온용 캡슐

인 11M-22K캡슐 설계 모델로 각 단의 열매체의 발열량과 외부 He의 간극을 조

하면서 목표 시편온도에 가까워질 때까지 반복 으로 온도분포 해석을 수행하 다.

표 3.2.20에 각 단의 열 치에서 시편 목표 온도인 950℃를 달성하기 한 내

부 헬륨간극(0.2mm∼0.5mm)과 외부 헬륨간극(0.3mm∼0.65mm) 조건에 하여

ANSYS로 수행한 온도 해석결과 에서 시험편과 외부 열매체(Al)의 최 온도 값

을 제시하 다.

다.조사 시편 배치

하나로 조사시험용으로 설계되는 11M-22K 캡슐은 시편의 조사 특성을 보기

한 것이 아니라 고온 조사시험 후 열매체나 열 와 히터 등 instrumentations의

변화 특성을 보기 한 것이므로 시편은 모두 같은 크기를 가진 STS304재질로

제작하 다.11M-22K 캡슐의 2단에는 그림 3.2.31과 같은 고온용 핵융합로 blanket

부 에 사용되는 carbon-carboncomposite시편 5개가 장입되었다.이 재료는 고

온에서의 장시간 조사시험이 요구되지만 이용자와 합의 하에 시험용으로 본 캡슐에

장입되어 850℃로 2주기(56일)동안 조사시험되었다.

4단에는 동국 ,한양 ,경희 충남 등 4개 학이 공동으로 의뢰한 Zr-4

재료가 장입되었다.이 재료는 PWR압력용기 재료로 400℃로 조사시험되었다.4단

에 장입되는 시편은 그림 3.2.32와 같다.

8.고온용 계장기기(히터,열 ,FluenceMonitor등)성능 시험 분석

가.고온용 계장기기 선정

고온 조사시험을 하여 표 형 캡슐에 사용된 STS304Lsheath재질의 열

와 히터를 inconel과 STS310sheath재질 열 와 히터로 변경하 다.STS304L

sheath재질의 열 와 히터는 각각 700℃,900℃에 사용될 수 있지만 inconel과

STS310sheath재질은 1,100℃까지 내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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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온용 계장기기 성능시험

(1) 이징 작업

캡슐 제작시 이징에 의해 계장기기의 통부를 하는데,이 작업은 캡슐

본체 제작이 완료되고 상부를 용 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한다.캡슐의 이

징 작업은 용 사가 직 용 토오치로 달구어 용가재(fillermaterial)를 녹이는 수

동방식의 작업이다.따라서 용 사의 경험과 감이 요하다.캡슐 이징을 자동

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호선의 길이가 길고 캡슐이 달려 있어 이 어렵고

통구 1개에 3∼4개의 열매체 히터가 통과하기 때문에 자동 이징 방법을

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용가재로는 은납 을 사용하며 붕사 럭스를 사용하 다.

(2) 이징 시 계장품 손상

고온조사시험용 09M-09K 캡슐에는 처음에 inconelsheath열 와 히터를 장

착하여 이징 작업을 하 다.그러나 이징 작업 sheath가 손되고 용가

재가 모재에 잘 붙지 않는 상이 발생되었다. 이징 작업 sheath의 손은

여태까지 수행한 수많은 재료캡슐 제작 처음 발생되었다.그림 3.2.33은 이징

이 정상 는 비정상 으로 수행되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다.

(3) 이징 시험

고온용 재질인 inconelsheath를 가진 계장기기의 이징 손상 원인을 악하

기 해 그림 3.2.34(좌)와 같은 topendplug모컵을 만들어 가열시험과 비틀림시험

을 한 후 연 항 측정을 통해 건 성을 확인하 다.기존 이징 방식은 LPG+

산소 가스를 써서 산소용 기로 가열하 다.이때의 불꽃 온도는 1427.6℃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며 가스양 조 에 따라 온도가 변하 다.Inconel600과 STS304재질의

용융 은 1420℃ 정도이므로 sheath표면에 열로 인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어 보인

다.이 온도는 모재의 녹이지 않는 합 방식인 이징 정의에 벗어나는 온도이므

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비틀림시험에서는 360
o
비틀림을 후 이징을 할 경우 STS304Lsheath는

양호한 반면 inconelsheath는 손되었다.가열시험에서는 1427.6℃ 온도에서 STS

304재질은 1분 15 까지 가열해도 양호한 반면 inconelsheath는 7 만에 손되

었다.

(4)STS310sheath재질 이징 시험

고온용 instruments에 사용되고 있는 Inconel600sheath재질이 1400℃ 이상의

고온 가열시 잦은 손이 발생되고 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Inconel

600의 안으로 STS310sheath재질을 사용하여 비틀림과 고온가열 시험을 하

다.두 재질에 한 시험 결과는 표 3.2.21과 같다. 재 캡슐 신호선이 캡슐 상부를



- 89 -

통할 때 용 사가 수동으로 용 기 토치로 이징을 한다.이때 불꽃의 온도를

조 하여 이징하는 용 사의 숙련된 기술이 매우 긴요하다. 한 캡슐의 조립시

열 와 히터의 비틀림을 최소화하기 한 작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징 시

험결과 STS310sheath재질은 불꽃 온도와 비틀림에 Inconel600재질보다 향이

훨씬 었다.

다.Brazing기기(진공용 inductionfurnace)제작 설치

캡슐의 이징 작업은 용 사가 직 용 토오치로 달구어 용가재(filler

material)를 녹이는 수동방식의 작업이다. 수동 이징 방식의 단 을 보완하기

해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는 고주 유도가열 방식진공용 inductionfurnace를 제작

설치하 다.

표 3.2.22는 고주 이징 가열부분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그림 3.2.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workingcoil이 부착되어 있다.피가열물체의 형상에 따라서 코일의

회 수를 변경할 수 있는 형식이다.Brazing하는 동안 피가열 물체의 산화 방지를

해 석 (quartztube)내부를 Hegas로 채워 피가열 물체의 산화 상을 최소

화 하 다.

라.Brazing최 조건 설정을 한 실험

실험에서 사용한 용가재(fillermaterials)는 BAg-1,BAg-3와 BAg-8로 wire

paste형태이고,flux는 FB3-A를 사용하 다.BAg-1은 녹는 이 618℃로 가장 낮

다.좁은 간격에 당하며,모세 상이 뛰어나다.BAg-3은 녹는 이 688℃이며

Ni이 첨가 되어 부식 항성이 좋다.BAg-8은 녹는 이 779℃로 Cu합 합에

주로 사용되며,녹을 때 흐름성이 좋아 물체 표면 외부로 흘러나올 수 있다.

Wiretype의 각 용가재를 피가열 물체에 삽입한 모습은 그림 3.2.36과 같다.

한 와이어는 피가열 재료의 특성상 잘게 잘라서 삽입해야 이징 후에 용가재 부

족으로 인한 불량이 생기지 않는다.

Brazing최 조건을 설정하기 해서는 용가재의 형태,양,가열 온도,목표온

도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여 용가재가 부족하거나 외부로 이탈되는 상을 방지해야

한다. 비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BAg-1,BAg-3,BAg-8wire형식의 용가재를 잘게 단해 이징 부 에

빈틈없이 삽입한 결과 BAg-1의 용가재가 BAg-3,BAg-8의 용가재보다 젖음

성 합성이 우수하 다.

- 목표온도 도달시간을 1sec를 주었을 때 장비의 workingcoil에서 발생하는 자

기장에 의한 용가재 이탈이 발생하여 이징 실험이 불가하 다.목표온도

도달시간을 BAg-1인 경우 35sec로 하 을 때 용가재 이탈 상은 발생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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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목표온도 조건과 온도 상승기울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BAg-1wire형식의 이징 온도는 600℃에서 매우 안정 인 이징 결과

를 얻었다.

9.고온조사시험용 장치 제작

고온조사시험의 최종 목표는 VHTR에 사용되는 고온 재료의 조사를 한 것으

로 1,000℃에서 조사시험을 건 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여 조사시험하는 것

이다.고온 조사용 캡슐은 1,000℃까지 건 성 시험을 하기 해 순차 으로 온도를

올리면서 캡슐과 instruments의 건 성을 시험한다.첫 번째 조사시험용 캡슐은

09M-09K 캡슐로 하나로에서 500℃까지 온도를 올려 조사시험을 한 후 조사후시설

로 옮겨 내부 부품들의 건 성을 시험하 다.

두 번째 캡슐은 11M-22K 캡슐로 하나로에서 700℃까지 온도를 올려 조사시험

을 한 후 조사후시설로 옮겨 내부 부품들의 건 성을 시험하 다.이 캡슐에는 열

매체 재질로 Ti,graphite가 사용되었다.Graphite재질은 고온에서의 기계 특성이

우수하여 VHTR의 노심구조물로 사용되는 재질로 고온열매체 선정을 해 Ti과 함

께 사용되었다.

캡슐은 앞서 수행된 캡슐 기본설계/주요부 설계/건 성 안 성 해석 단계를

거쳐 최종 캡슐 상세설계 도면이 완성된 후 이에 하여 제작되었다.캡슐 제작과

정 제작후 검사과정은 하나로 품질보증 체계에 따라 연구원 품질보증실 감독 하

에 수행하 다.

10.고온조사시험용 장치 안 성 검토

가.핵 특성 평가

(1)계산 방법

하나로 평형 노심의 CT/OR5조사공에 하여 MCNP5코드로 임계도, 성자속

분포, 성자에 의한 발열량,즉발 감마에 의한 발열량 등을 계산하 다.계산된 임

계도의 불확도는 0.2mk이하이고, 성자속의 불확도는 열 성자속 1.5%,1MeV 이

상 고속 성자속은 2.5% 정도이다.지발 감마에 의한 발열량은 즉발 감마에 의한

발열량의 1/2이라고 보수 으로 가정하 다.

(2)반응도 효과

반응도가 큰 경우는 Ti단일 열매체 캡슐이 CT에 장 되는 경우인데,이 경우라

도 캡슐이 빠지면서 주입되는 반응도 +9.6mk는 하나로 운 기술지침서의 제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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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2.5mk보다 작으므로 임계도 에서는 조사시험이 가능하 다.SingleAl

캡슐인 08M-01K (시편은 SA508)경우 반응도는 +1.7mk,singlegraphite인 경우

+1.0으로 반응도값은 Ti>Al>graphite재질 순으로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성자속 발열량

Ti은 상 으로 큰 열 성자 흡수단면 (Ti6.1,Al0.23,puregraphite0.0035,

reactorgradegraphite0.005)을 보이며,graphite은 감속 능력이 크다.그러나 시편

의 고속 성자 조사량에는 열매체의 종류가 크게 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편에서 고속 성자속의 축방향 분포는 이 열매체 경우 단일 열매체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표 3.2.23은 11M-22K 캡슐 시편,캡슐 내부 부품,캡슐 외통의 발열량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성자 즉발 감마,지발 감마에 의한 발열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데, 성자에 의한 발열은 1% 정도에 불과하다.시편과 캡슐 외통의 발열량은 장

조사공 치에 민감할 뿐 캡슐 종류에는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이러한 경향은

캡슐 내부 구조물 에서 아래, 의 반사체나 간의 insulator에서도 마찬가지이

다.열매체(holder)발열량은 열매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약간 크다.CT 장 캡슐

에서 내부 구조물의 총 발열량은 단일 Ti캡슐에서 25.1kW로 가장 크고 단일

graphite캡슐이 13.7kW로 가장 작다.Ti,Al,graphite각각의 단 무게당 발열량은

서로 15% 차이 정도이지만 캡슐에 들어있는 총 질량의 차이로 총 발열량은 큰 차

이를 보이는 것이다.이러한 경향은 OR5장 경우에 더 두드러지는데,OR5의

성자 스펙트럼이 CT의 스펙트럼보다 더 소 트하므로 Ti의 발열량이 상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시편 온도 계산

캡슐내의 시편의 조사온도는 하나로 출력 30MW를 기 으로 하여 ANSYScode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온도계산은 5단 각각에 하여 수행하 다.

그림 3.2.37은 ANSYS로 계산된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헬륨 간격을 변화시키면서 몇 번의 반복 계산을 통하여 ANSYS 로그램으로

계산한 시험편 Al열매체의 최 온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되었다.각 시험체의

최 온도는 1단에서,721oC,2단에서 963oC로,3단,4단,5단에서 각각 970oC,

963
o
C,826

o
C로 나타나 목표값 보다 5% 정도 크게 나타나도록 헬륨 간격을 조 하

다.각각의 헬륨 간격은 Table4와 같이 내부의 경우 1,2단은 0.5mm,3,4,5단

은 0.2mm로,외부의 경우 각각 0.65mm,0.45mm,0.30mm,0.32mm,0.50mm로 하는

경우에 목표 온도에 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조건에서 Al열매체의 최

온도가 660
o
C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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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캡슐의 강도 건 성 평가

하나로 조사시험시 시편을 포함한 캡슐내 모든 부품의 온도는 융 이하로 충분

히 낮아 건 성을 유지해야 한다.특히 부품 열매체로 사용되는 Al1050의 융 이

660℃로 가장 낮으므로 시편의 온도 한 이를 감안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11M-22K 캡슐은 시편의 온도를 고온으로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시편을

담는 시편홀더(holder)부분을 melting온도가 높은 Ti이나 graphite재질로 교체하

다.열해석 결과에 따르면 시편의 온도는 2단에서 최 820℃에 도달되며,주

시편홀더의 온도는 그 보다는 조 낮지만 그 정도에 도달된다.따라서 캡슐 시편홀

더는 조사온도에서 충분히 안 할 것으로 평가된다.11M-22K 캡슐의 경우 시편과

시편 홀더로 사용되는 Ti과 graphite열매체의 온도만 고온에 도달되고,그 바깥 부

분 즉 외부열매체와 외통은 기존 재료캡슐과 같은 정도의 온도 범 에 있다.그러므

로 온도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응력으로부터 캡슐외통과 같은 압력 경계부는 강도

면에서 기존 캡슐과 같이 안 하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11M-22K 캡슐은 기존의

캡슐과 마찬가지로 모든 강도 건 성 요구조건들을 만족할 것으로 단되며,하나로

내 조사시험동안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 안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1.고온시험용 장치 노외성능시험

11M-22K 캡슐은 EMR 자료검사 캡슐 육안검사에서는 건 한 것으로

단되었다.이에 따라 정해진 시험 차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를 수행하여

캡슐은 별다른 성능 결함없이 설계 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하 다.

가.캡슐 량 검사

공기 에서 측정된 캡슐 체의 무게는 49.0kg으로 이 에 제작된

09M-09K 캡슐에서 측정되었던 49.5kg과 거의 같은 값을 보 다.

나.캡슐 장탈착 시험

조사시험 안 한 장탈착은 조사시험용 캡슐의 가장 기본 인 기능으로,단일

채 노외시험장치에서의 장탈착시험을 통하여 정상 임을 확인하 다.

다.캡슐 기특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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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내에 장착된 heater 열 의 기 특성을 평가하 으나,캡슐의 경우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제작 시 보고되었던 모든 열 히터의 연 항 도

통시험 결과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He가압 설검사

캡슐 본체 안내 을 각각 8/4kgf/cm
2
의 He가스 가압 후 압력변화를 확인

하여 캡슐의 건 함을 확인하 다.

마.유동 성능시험

유동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단일채 시험루 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기존의

캡슐과 외형 으로는 동일한 구조이므로 육안으로만 유사한 진동특성을 가지는 것

을 확인하 고,209kPa에서 1.19m3/min유량-차압특성을 측정하 으며,이를 단일

노외시험 장치상의 특성을 감안하면 17.6kg/s로 평가되는데,이는 하나로에서 요구

되는 유량 조건을(209kPa에서 CT/OR 각 19.6/12.7kg/s이하)만족함을 확인하

다.

12.고온조건 조사시험(최 700℃)

제작완료된 캡슐은 ‘캡슐 제작/시험 검사항’에 따라 련 비를 하 고,다음

과 같이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가.캡슐 설치 제어시스템 검

정해진 설계 /제작 /검사 과정을 거쳐 완성된 캡슐은 트럭을 이용하여 하나로

로 운반되어,반입된 후 조사시험 차[3.2.30]에 따라 시험 검이 이루어졌다.

먼 장입에 필요한 기존의 작업선(7.1 7.2m)설치 작업이 수행되었으며,알콜을

이용한 세척작업이 수행되었다.조사시험공에 장입될 때 핵 /열 특성을 감안하여

캡슐 보호 가지가 10시 방향으로 향하도록 CT공에 장 되었다.캡슐안내 은

CNS설치공사로 인하여 2m(1,899mm)길게 제작되었으며 원자로에 캡슐 장 후

제반 작업시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캡슐의 원자로내 설치 후 원자로 출력 진공 히터 정상 작동 여부를

조사시험 사 검을 수행하 다.

나.문자 송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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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조사시험의 감시를 해 문자 송시스템을 개발하 다.문자 송시스템은

야간 공휴일 감시업무로 인한 인력부족 상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다.이

계통은 간섭을 이기 해 히터 제어기능이 없는 열 에서 T/C 1,T/C 4,

T/C6,T/C9,T/C11의 5개를 선택하여 각 단의 온도를 송한다.정상 인 경우

6시간에 한번씩 문자가 자동으로 송되며,이상 온도의 경우는 해당 온도값 2

개 이상이 설정치를 넘어가면 메시지를 보낸다. 기에는 10℃ 내외의 noise가 불

규칙 으로 발생하 지만 신호분배기를 설치하여 noise를 다.

다.하나로 조사시험

11M-22K 캡슐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2012년 1월 4일까지(75,762주기 56일)

30MW 원자로 출력의 CT공에 설치되어 조사시험되었다.캡슐 제어는 VHC-M3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조사시험 동안 캡슐은 24시간 감시업무를 수행하여 각 시편

부 에 설치된 열 의 온도 시험세부사항을 주기 으로 기록하고 조사시험 상

태를 검하 다.

11M-22K 캡슐의 목표온도는 각 단 별로 다르게 1∼5단에서

600/700/850/400/700℃로 설정되었다.4단을 제외한 시편은 고온시험용 시편 (STS

304L)으로 목표온도인 700℃부근 는 그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도록 하 다.4단에

는 동국 ,한양 ,경희 충남 등 4개 학에서 의뢰한 PWR압력용기강 재

료인 Zr-4의 조사특성을 측정하기 한 재인장 링 시편 106개를 장입하여 40

0℃에서 조사시험하 다.고온시편의 경우 조사시험기간 14일 동안은 설계시의 설

정온도로 유지하다가 그후 14일 동안은 캡슐 내부의 진공도와 히터의 조 에 의해

온도를 올렸다.

조사시험 기간 동안 캡슐의 진공도는 기에 760torr에서 50∼60torr로 유지되

었으며,히터출력은 0.5∼2.5kW(0.5/0.5/0.4/2.5/2.0kW)범 내에서 유지되었다.

13.조사시험 자료 분석

표 3.2.24는 설계와 조사시험 측정된 온도를 나타낸다.설계시 온도계산은

GENGTCcode를 이용하 다.측정은 조사시험 기 하나로 출력 30MW에서 캡슐

의 진공도가 1기압으로 유지될 때 온도를 나타낸다.GENGTCcode계산에 의한 온

도는 측정값보다 조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경험 으로 알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측과 측정이 10% 범 내에서 일치하 다.

조사시험 기간 동안 시편온도는 1기압에서의 설계온도와 ±10℃ 범 내에서 일

치하 다.조사시험 후반기에 진공도와 히터 조 에 의해 온도를 올렸을 때 4단을

제외한 각 단에서의 온도는 700/900/850/700(±10)℃의 범 에 있었다.4단에서의 온

도는 진공도와 히터 제어에 의해 이용자가 요구한 380±10℃ 범 내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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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M-22K 캡슐은 목표온도 700℃로 설정하 지만 추후 고온용 캡슐의 최종 목

표온도인 1,000℃에 가깝게 운 하여 캡슐 내부 부품의 건 성과 열 ,히터

F/M 등 instruments의 동작을 확인하는 것이 요하다.시편의 온도를 설계 설정온

도에서 100℃ 이상 올려서 운 하 지만 조사시험 동안 캡슐부품의 건 성이 유지

되었으며,instruments의 동작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 다.

조사시험 시 캡슐 각단의 시편온도는 그림 3.2.38과 같이 변화하 다.시험 기간

캡슐 내 시편의 온도는 다른 캡슐들에서 확인된 상부 1,2,3단의 경우 차 온

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 고,하부 4,5단의 경우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캡슐 내 시편은 0.1MeV 이상의 13.5x1013～ 30.7x1013n/cm2/sec의 성자 flux

조사조건에서 56일 조사시험 후에는 6.53x10
20
～1.48x10

21
n/cm

2
의 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1.0MeV 이상의 6.3x10
13
～ 14.4x10

13
n/cm

2
/sec의

고속 성자 flux조사조건에서 56일 조사시험 후에는 3.04x10
20
～ 6.90x10

20
n/cm

2

의 고속 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0.10MeV 이상의 고속 성자

조사량 최 값은 노심 심 부근(-8.05cm/3단)에서 나타났으며,1.0MeV 이상의 고

속 성자 조사량 최 값은 노심 심 부근(-8.05& -5.2cm/3단)에서 나타났다.이

러한 핵 특성은 향후 캡슐을 해체하여 F/M 분석이 완료되는 경우,보다 정확한

성자 조사량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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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 기술 개선

확립

1.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품 국산화 기술검토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LVDT를 제작하는 기술은 국내에는 없으며,국외에

서도 극소수의 기 에서 조사시험을 하여 자체 개발하여 주문 제작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국내에서는 방사선 환경이 아닌 일반 실험실에서 사용하기 한

LVDT 개발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 양산체제나 주문제작을 한 기술과 장비를

갖춘 업체는 없으며,필요시 목 에 합하도록 특정한 LVDT를 자체 제작하는 극

소수의 업체가 있는 실정이고,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개발된 LVDT가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기 한 조건을 검토하기 하여 재

조사시험 시 사용되고 있는 LVDT와 일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LVDT의 기술을

면 하게 검토하여 부품의 재질,열처리와 코 처리 등의 기술을 악하 다

[3.3.1].

2.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품 국산화 시제품 개발

가.내방사선 압력용과 변형용 LVDT기본 설계

압력측정용 LVDT는 시험 핵연료 에 장착되어 조사시험 시 핵연료 의 내부압

력 변화를 측정하기 한 것이며,측정범 는 30bar이다.이는 코일과 코일을 감는

differentialtransformer와 이를 감싸는 housing,압력을 감지하기 한 bellows와

압력 변화에 따라 기계 변 를 유발시키는 core,그리고 bellows와 core를 감싸고

핵연료 에 용 하기 한 end plug 등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3.1).이 압력측정용 LVDT의 부품 dimension과 재질,각 부품의 열처리와 용

방법,그리고 조립 공정 등에 한 기본 인 설계를 완료하 다[3.3.2].

변형측정용 LVDT는 시험 핵연료 에 장착되어 조사시험 시 핵연료 소결체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기 한 것이며,측정범 는 ±2.5mm이다.이는 코일과 코일을

감는 differentialtransformer와 이를 감싸는 housing,변형을 감지하고 변병에 따

라 기계 변 를 유발시키는 core,그리고 core를 감싸고 핵연료 에 용 하기

한 endplug등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변형측정용 LVDT의 부품

dimension과 재질,각 부품의 열처리와 용 방법,그리고 조립 공정 등에 한 기

본 인 설계를 완료하 다.

LVDT의 1차와 2차 코일을 감기 한 자동 권선기를 주문,제작하 다(그림

3.3.2).이 권선기는 0.3mm 이하의 세선을 권선할 수 있으며,속도조 (~9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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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력조 ,jumping,traversewidth조 (～100mm)program 제어방식 기능을 가지

고 있다.

나.압력용과 변형용 LVDT상세설계

각 부품의 기능과 가공 조건 수립을 하여 국내외 련 기술 황을 상세히

악하고 기술 력을 수행하여 상세설계를 완료하고,각 부품의 가공조건을 수립하

다.LVDT의 주요 구성은 기계 변 를 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coil(primary

coil과 secondarycoil),coil을 감기 한 bobbin,기계 변 를 감지하도록 하는

core,core를 지지하기 한 supporter,coil이 감긴 부분과 core등을 보호하기 한

외통 등이다.이는 압력측정용과 변형측정용 LVDT에 공통 으로 용되었다.

그리고,압력용 LVDT에는 압력계(pressuretransducer)가 변형용 LVDT에는

변형계(elongationdetector)가 각각 설계되었다.압력계는 압력의 변 를 core에

달하기 한 bellows와 이를 감싸고 있는 endplug로 구성하 고,변형계는 변형의

변 를 core에 달하기 한 coresupporter와 이를 감싸고 있는 endplug로 구성

하 다.

(1)압력용 LVDT상세설계

압력용 LVDT는 30bar까지 측정할 수 있고,사용 온도 환경은 20～200℃,

sensitivity는 상온에서 약 5.0～6.0mV/bar의 범 안에 들어오도록 설계하 다.압

력측정용 LVDT의 구조는 크게 differentialtransformerassembly와 pressure

transducerassembly두 부분으로 설계되었다.Pressuretransducerassembly는 변

화되는 압력에 따라 core의 치가 변하는 기능을 가지며,differentialtransformer

assembly는 core변 를 기 신호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압력용 LVDT는 모두 18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부품의 재질,

dimension,가공 방법,열처리 방법 등은 그림 3.3.3의 상세도면에 기술하 다.

(2)변형용 LVDT상세설계

변형용 LVDT의 측정범 는 ±2.5mm이고, 사용 온도 환경은 20～200℃,

sensitivity는 상온에서 약 59.0～60.0mV/mm의 범 안에 들어오도록 설계하 다.

변형측정용 LVDT의 구조는 크게 differentialtransformerassembly와 elongation

detectionassembly두 부분으로 설계되었다.Pressuretransducerassembly는 변

화되는 길이에 따라 core의 치가 변하는 기능을 가지며,core변 를 기 신

호로 변환해 주는 differentialtransformer assembly는 압력측정용 LVDT의

differentialtransformerassembly와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변형용 LVDT는 18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 98 -

다.압력용과 변형용 LVDT가공조건 확립

MIcable(신호선,Φ1mm)과 guidesleeve의 용 조건 수립을 하여 국내의 용

기술 황을 악하고 시편을 제작하여 EBwelding,laserwelding,brazing등

을 시도하 다.신호선은 용 후 helium 상태의 유지,신호선의 연 항 상

태 유지가 되어야만 한다.여러 가지 방법 laserwelding(그림 3.3.4)과 silver

brazing방법(고주 가열기 사용,silverfiller(BAG-7.wiretype))이 그림 3.3.5에서

와 같이 과 연 항의 유지 상태가 합격으로 정되었으나 원자로의 냉각수

와 하는 조건에서는 silverbrazing보다는 laserwelding이 더 합하므로 laser

welding을 활용하고자 한다.

Magneticcoil을 감기 한 bobbin에 연상태를 높이기 하여 Al2O3의 plasma

coating 조건을 수립하 다.순도 99.5%의 Al2O3 분말을 그림 3.3.6과 같이 약

0.5mm 두께로 coating하 다.

이 LVDT는 방사선 환경과 높은 온도에서 사용되므로 련 재료의 선정이 요

하다.따라서 LVDT의 신호를 출력을 한 신호선은 inconel600sheathMIcable

(Φ 1mm),MIcable 단 단면에 수분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한 grass,coil과

MIcable신호선의 연결을 한 powderbond,magneticcoil을 방사선으로부터 보

호하고 연성을 높여주기 한 magneticshield용 permalloy(Ni-Fe)foil,shield

공간을 채울 Al2O3powder(99.99%,10㎛)등의 수 을 완료하 다.

라.압력용과 변형용 LVDT시제품 제작

압력용 LVDT는 압력계(pressuretransducer)와 LVDT,변형용 LVDT는 변형

계(elongationdetector)와 LVDT로 구성되어 있다.LVDT의 주요 구성은 기계

변 를 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coil(primarycoil과 secondarycoil),coil을 감기

한 bobbin,coil이 감긴 부분을 보호하기 한 외통 등이다.압력계는 압력의 변

를 core에 달하기 한 bellows와 이를 감싸고 있는 endplug로 구성하 고,

변형계는 길이의 변 를 core에 달하기 한 coresupporter와 이를 감싸고 있는

endplug로 구성되어있다.

30bar까지 측정이 가능한 압력용 LVDT와 ±5.0mm 까지 측정이 가능한 변형

용 LVDT의 시제품을 완성하 다.사용 온도 환경은 20～300℃가 되도록 설계되었

다.

3.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국산화 성능평가

가.LVDT노외특성 시험 장치의 설계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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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성능 시험은 상온～300℃에서 압력용과 변형용 LVDT의 선형성(linearity)과

민감도(sensitivity),도통 항과 연 항을 측정하여 특성을 악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노외 성능 시험을 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장치 들을 설계하고 제작하 다.

LVDT의 압변화를 측정하기 한 amplifier는 HRP(HaldenReactorProject)

에서 제작된 것을 사용하 다.이는 ±17V powersupply,400Hzoscillator,50mA

constantcurrentgenerator의 특성을 가진다.

압력용 LVDT의 노외 특성 시험을 수행하기 하여 압력계에 30bar까지의 압력

을 가하기 한 jig를 그림 3.3.7과 같이 설계하고 제작하 다.

변형용 LVDT의 노외 특성 시험을 수행하기 하여 변형계에 ±5.0mm까지의

길이 변화를 주기 한 jig를 그림 3.3.8과 같이 설계하고 제작하 다.

고온환경에서의 노외시험을 수행하기 하여 시스템을 구축하 다.LVDT의 환

경온도를 변화시키기 하여 OMEGA사의 hotpointcalibratorCL900(상온～482℃

range,0.9℃ accurate)을 사용하 으며,LVDT의 outputdata와 hotpoint의 온도를

수집하기 한 digitalrecorder는 YOKOGAWA사의 DAQSATION DX200을 사용

하 다.

LVDT 부품을 laser,TIG,EB 용 을 한 jig와 압력계의 bellows내부에

helium이 충 된 상태에서 용 을 수행하기 한 용 chamber를 제작하 다.

나.LVDT시제품 노외 특성 시험 결과 평가

노외성능 시험은 상온에서의 특성시험과 온도변화에 따른 특성시험 그리고 일

정온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출력신호의 안정성 확인을 한 longdurationtest를

수행하 다.이와 같은 특성 시험은 3회 이상 반복 으로 수행하 다.

측정된 LVDT의 노외특성 시험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의 특성[3.3.3∼3.3.4]과

비교하여 성능을 분석하여 그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 다.

(1)상온 특성 측정

상온에서 변형용 LVDT의 특성측정 방법은 core를 +5.0mm에서부터 -5.0mm까

지 1.0mm씩 움직이면서 output(V)을 측정하 다.그리고 압력용 LVDT는 0bar에

서 30bar까지 3bar씩 올리면서 output(V)을 측정하고자 한다. 한 primarycoil과

secondarycoil의 연 항과 회로 항을 측정하 다(표 3.3.1). 한 국산화하여 만

든 제품과 특성을 비교하기 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외국의 A사에서 제작한 변형

용 LVDT를 같은 방법으로 상온에서 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표 3.3.2).

(2)선형성(linearity)평가

선형성 평가는 ORIGIN의 linearfitting을 이용하 다.여기서 상 계수(R)가 1

이면 노외특성 시험을 통한 실험값과 linearfitting결과가 완 히 일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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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즉 100%의 선형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linearfitting후 상

계수(R)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선형성이 좋다고 단한다.상 계수(R)를 산출하

는 방법과 식(1)과 같다.

R=
S(xy)
S(xx)S(yy)

----------식(1)

where,S(xx)= ∑
n

i=0
(xi- x)

2
= ∑

n

i=0
xi
2
-(∑

n

i=0
xi)

2

/n :x의 편차제곱의 합

S(yy)= ∑
n

i=0
(yi- y)

2
= ∑

n

i=0
yi
2
-(∑

n

i=0
yi)

2

/n :y의 편차제곱의 합

S(xy)= ∑
n

i=0
(xi- x)

2
(yi- y)

2
= ∑

n

i=0
xiyi-(∑

n

i=0
xi)(∑

n

i=0
yi)/n

:x와 y의 편차제곱의 합

국산품으로 제작한 변형용 LVDT의 상온 특성 측정 결과를 ORIGIN의 linear

fitting을 이용하여 상 계수(R)=0.99825를 얻었다(그림 3.3.9).이 값을 상 으로

비교하기 하여 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A사의 변형용 LVDT를 동일

한 방법으로 linearfitting을 수행한 결과 상 계수(R)=0.9981을 얻을 수 있었다.따

라서 두 LVDT의 선형성을 비교해 볼 때 KAERI에서 국산품으로 제작한 LVDT의

상 계수(R)가 더 1에 가까우므로 선형성이 더 우수하다고 단된다. 한 상 계

수가 0이 될 확률(P)은 두 LVDT의 경우에서 모두 0.0001이하로 계산되었다.

(3)민감도(sensitivity)평가

민감도는 fullscale 출력 압을 core의 fullscale displacement로 나 값

(mV/mm)으로 정의하 다.표 3.3.1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KAERI에서 국산

화한 LVDT의 민감도는 1032.9mV/mm[=(5259-(-5070))/10]이다.

(4)고온 특성 측정

온도변화에 따른 LVDT특성 변화를 찰하기 하여 상온에서 350℃까지 50℃

씩 올리면서 상온에서와 동일한 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표 3.3.3,그림 3.3.10).

한 각 온도에서 primarycoil과 secondarycoil의 연 항과 회로 항을 측정하

다.이 실험은 각 3회씩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변형용 LVDT의 sensitivity는 그림 3.3.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상온(25℃)에서

350℃까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1,032.9mV/mm에서 1,167.7mV/mm로 상승하

다.이에 따라 온도별 민감도(sensitivityoftemperature)는 0.4148mV/mm/℃로

산출되었다.

변형용 LVDT의 연 항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변화는 있지만 연상태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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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Longdurationtest와 평가

Longdurationtest의 목 은 오랜 시간동안 LVDT의 출력신호의 안 성을 시

험하기 한 것이다.이 시험은 1,000시간(41.7일)동안 300℃에서 수행하 다.

변형용 LVDT는 displacement가 +2.0mm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300℃에서 1,000

시간 동안 LVDT의 출력신호(V)를 매 2분마다 자동으로 수집하도록 하 다.이 실

험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작하 으며 2009년 11월 9일까지 수행하 다.실험 결

과는 그림 3.3.12와 같으며 비교 안정 인 출력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4.노내 시험용 내방사성 LVDT 제작

가.LVDT개요 황

LVDT(LinearVariableDifferentialTransformer)는 차동변압기라고 하며 코일

이 감겨진 원통형 보빈에 자성체의 코어가 움직여 변화를 측정한다. 따라서 측정

하고자 하는 시편에 코어를 연결하면 길이 변화나 압력의 변화를 압값으로 측정

할 수 있다.일반 으로 LVDT는 코어에 의해서 발생되는 출력값이 매우 선형 인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소한 변 측정에서부터 200mm 이상의 변 까지 측정

하는 치공구를 비롯하여 여러 산업 장에 사용되고 있다.

조사시험에 사용되는 LVDT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LVDT를 그 로 사용할 수

가 없다.사용 조건의 가장 큰 제약은 내방사선 특성이다. 한 원자로내에서의 고

온 환경에서도 신호 특성이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따라서 고온·고압의

사용 조건과 내방사선 특성을 갖는 LVDT는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매

가격이 매우 고가이다.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LVDT는 노르웨이 할덴에서 개발하여 매되는

LVDT가 있다(그림 3.3.13).LVDT 사용 목 에 따라 핵연료 에 장착되어 피복

의 길이변화를 측정하는 LVDT,축방향 핵연료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LVDT,핵

연료의 평균 심온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LVDT,연료 내 내압을 측정하기

해 소형 벨로우즈를 연결하여 사용되는 LVDT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미 할덴

의 LVDT는 HRP(HaldenReactorProject)를 통하여 많은 조사시험에 사용되어 성

능 입증이 되었다.

원자력연구원내에서는 할덴의 LVDT를 구입하여 2003년 03F-05F캡슐에 내압

측정용과 길이 측정용 LVDT가 사용되었으며 이어서 2005년도 05F-01K 캡슐에 내

압측정용 LVDT가 사용되었다.이후 2008년도에 FTL연료 에 내압측정용 LVDT

가 사용되어 조사시험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그러나 계속 인 LVDT 사용에는 제

품 가격의 문제가 있다.LVDT 사용은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1회의 조사시험만 가

능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따라서 고가로 매되는 할덴의 LVDT를 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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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사시험 기술개발과제에서는 국산화 LVDT를 개발하기 해 1차 으로 그림

3.3.14와 같은 LVDT가 개발되었으나 미세 용 부분이 미약하여 조사시험에는 사용

되지 못 하 다.

나.조사시험용 LVDT개발

(1)길이 측정용 LVDT개발

그동안 LVDT개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가 개선된 LVDT를 설계

하 다.외형상으로는 크기를 작게 설계하 으며,내부에 사용되는 부품수를 많이

다.주요 특징으로는 세라믹 코일의 연 능력을 향상하기 해 고순도 알루미나

재질의 보빈을 사용하 으며, 한 내부에 알루미나 튜 를 삽입하 다.그리고 핵연

료 길이 변화를 축방향으로 달하는 코어 부분은 LVDT자체와 완 히 구분되도록

설계되었다.2010년도에 설계된 LVDT는 그림 3.3.15(우)와 같으며 변형 측정용 내방

사성 LVDT로 국내특허 출원을 하 다.

이후 2011년에는 설계도와 같이 제작 제작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

하여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되었다.외형상으로는 크기를 작게 설계하 으며,내부에

사용되는 부품수를 가능하면 이도록 하 다.내부부품은 년도 설계와 같이 세라

믹 코일의 연 능력을 향상하기 해 고순도 알루미나 재질의 보빈이 사용되며,외

통 사이 내부에 알루미나 튜 를 삽입하 다.그리고 핵연료 길이 변화를 축방향으

로 달하는 코어 부분은 변동없이 LVDT 자체와 완 히 구분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년도 설계와 아주 다른 방식으로 계장선으로 사용되는 MIcable부분으로

용 이 보다 용이하도록 4개의 신호선이 내장된 1개의 이블을 사용하도록 설계 변

경하 다.최종 확정된 설계도는 그림 3.3.16과 같으며,사용되는 재료는 직경 1.6mm

재질 STS316LMIcable을 기 으로 동일 STS316L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용 에

용이하다.

(2)압력 측정용 LVDT개발

압력 측정용 LVDT도 길이측정용 LVDT와 같은 개념으로 설계되었다.길이와

외경을 축소하 으며 외부로부터 차단을 해 용 을 한 재료는 최 한 동일 재질

로 설계하 다.상하 내부는 알루미나 튜 를 삽입하여 연성을 향상시키고,조사시

험 감마선의 형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 다. 한 벨로우즈와 연결되는 코어부

분과 LVDT 자체 부분은 완 히 구분되어 조사시험 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fissiongas의 향이 없도록 설계되었다.설계된 LVDT는 압력 측정용 내방사성

LVDT로 국내특허 출원을 하 다(그림 3.3.17우측).

2011년도에 압력 측정용 LVDT도 그림 3.3.18과 같이 길이 측정용 LVDT와 같은

개념으로 설계 변경되었다.LVDT계장선은 직경 1.6mm MIcable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며,LVDT와 연결되는 하단면을 설계 변경하 다.사용 재료는 STS316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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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연료 으로 사용되는 지르칼로이 피복 을 부착하기 한

이종 속 용 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3)LVDT코일 권선

LVDT의 세라믹 코일의 권선은 매우 요한 부분이다.세라믹 보빈에 세라믹이

코 된 코일을 권선하기 해 탁상용 권선기를 사용하 지만 권선수가 증가할수록

불규칙하게 감아진다.따라서 코일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반자동 권선

기 사용하여 세라믹 코일을 권선하 다(그림 3.3.19).권선지 주요변수로 코일의 텐션

이 요한데,여러 실험을 통해 텐션은 9로 설정하고,권선수는 기 540회에서 580

회로 조정하 다.코일 권선 후 코일을 고정하기 해 기에는 그림 3.3.19(우)와 같

이 세라믹 본드를 사용하 으나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해 나 에는 순간 착제를

사용하 다.보빈의 가공 상태에 따라 간혹 불규칙 으로 권선이 되지만,외형상 일

정하게 권선이 되면 권선되면 항값은 약 27~28오옴을 갖는다.

(4)LVDT부품의 열처리

열처리란 재료에 가열과 냉각의 조작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성질로 변화시키

는 것 즉 속의 잔류응력을 감소하거나 내부 조직을 변화 시켜서 필요한 기계 인

성질을 얻는 것을 말하며 동일재료도 열처리에 따라 그 응성은 범 하게 변할

수 있다.열처리를 통하여 모든 상업기계,구조물,모든 소성가공,성형가동,형상물

들에 용하여 그 성질에 합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재료별 열처리 조건

은 다음과 같다.

▪ANSI400series:649∼ 829℃에서 소둔/풀림 열처리를 한다.

▪Ni-Fe:Ni과 Fe의 이원합 으로 고투자율 합 이다. 당한 열처리를 하면 높

은 자기 투과도를 나타내며,온도가 높아져도 팽창이 잘 되지 않는

속으로 800℃ ∼ 950℃,N2분 기에서 열처리한다.

▪Inconel:900℃이상의 산화기류 속에서도 산화 하지 않고,신장·인장강도·항복

등 여러 성질도 600℃정도까지 부분 변하지 않는다.그리하여

1000℃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다.(Inconel에 1%의 나이오 을 첨

가한 것이 Inconelx로 열처리조건은 같다.)

열처리 장비로 JEIO TECH -MuffleFurnace(측정범 :0.0~1700.0℃,온도

제어방식은 PID(Proportionalintegraldifferential)를 사용하 으며 장비 작동 방법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① 시편을 챔버 안에 넣는다.

② 방출밸 Open→ PowerON→ Heat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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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소가스 공 밸 를 열어 가스를 공 (Flow meter를 통해 공 확인 가능,

20L/min)

④ 시편에 해당하는 열처리 로그램 선택

⑤ Run버튼 름

⑥ 열처리 후 질소공 밸 잠 → HeaterOFF→ PowerOFF→ 방출밸

Close

⑦ 시편 꺼냄

열처리 과정은 시편의 재료별 열처리 조건에 맞게 미리 장해둔 로그램을 선

택하여 열처리한다. 속의 산화를 방지하는 목 으로 99.999% 고순도 질소가스

를 분 기 가스로 사용하 다.

LVDT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의 열처리 조건은 다음과 같다.

▪MagneticShield(Ni-Fe-Foil):감은 후 질소분 기에서 790-845℃로 1시간 가

열 후 1시간 동안 315-370℃로 1차 냉각하고

공기 에서 상온까지 냉각한다.

▪Core(STS410):가공 750-780℃에서 1시간 동안 가열 후 가열로 안에서 냉

각한다.

▪Bellows(STS321):350℃에서 3시간 열처리

▪외통 Endcap(STS316L):가공 후 1050-1080℃ 에서 1시간 동안 가열 후

물로 냉한다.

(5)길이 측정용 LVDT부품 용

LVDT 외통은 0.66mm 두께의 STS16L이며 같은 재질로 용 되는 상하단 러

그는 150W 이버 이 출력에서 70-80%를 사용하면 충분히 용 된다.용 조건

은 angle420도,turnvelocity2rpm,frequency5Hz,pulsewidth20ms이다.용 시

산화를 방지하기 해 차폐 가스로 고순도 He가스를 사용하 으며,보조장치로 He

가스 차폐장치와 조명장치를 설치하 다.LVDT 외통용 후 외 상태는 아주 양

호하 다.코어 부품의 용 은 STS316L와 STS410이종 속의 용 이지만, 이

출력을 30%로 낮추어 용 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계장선 MI 이블의 용 은

MI 이블의 두께가 0.15mm로 매우 얇기 때문에 용 조건을 찾기가 어렵다. 재

출력을 25%로 하고 angle을 420도 용 조건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6)압력 측정용 LVDT부품 용

압력 측정용 LVDT는 LVDT 자체는 길이측정용 LVDT와 동일하게 용 되지만

LVDT 하단에 하단 벨로우즈를 보호하는 튜 가 조립되어 용 된다.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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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70%의 LVDT외통 용 과 같다.STS300벨로우즈는 이종 재료 STS316L과

조립되므로 출력 35% 조건으로 용 하 다(그림 3.3.20).최종 으로 핀용 을 하여

완성된 압력 측정용 LVDT는 그림 3.3.21과 같다.

(7)주요 LVDT제작 과정

1차 으로 LVDT 설계는 2010년도에 완성되었지만 제작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

설계가 많이 변경되었다.작은 튜 속에 여러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이 어렵고,정

한 오차로 부품을 가공하여야하는데 가공상의 오차가 항상 발생하 다.하지만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느 정도 수 으로 기술 확립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다음과 같

이 주요 LVDT제작 과정을 정리하 다.

(가)LVDT용 부품 가공 상태 확인

LVDT를 용 에 가공된 부품의 상태를 악하기 해 조립을 하여야한다.

일부 부품은 서로 조립되는 부분이 공차가 작아야 하는 부품이 있으며,MICable이

들어가는 부품은 어느 정도 공차가 있어야 조립이 용이하다. 반 으로 조립이 용

이한지 사 에 반드시 악하고 이상이 없으면 시편을 아세톤에 담아 음 세척

하고 건조시키다.그림 3.3.22와 3.3.23은 길이 측정용 LVDT와 압력측정용 LVDT의

조립 상태이다.

(나)보빈의 비

제작될 LVDT의 보빈을 비하기 해 사용할 보빈을 선정하고 항값을 측

정한다.측정값은 보통 약 27-28오옴의 항값이 갖는지 확인한다.

(다)MICable피복

STS316L 속 튜 에 4개의 소선이 알루미나 우더에 삽입되어 제작된 지

경 1.6mm MIcable을 비한다.사용 MIcable은 종단 부분에 습기를 막기 해

에폭시로 처리한다.이 MIcable을 피복하기 해서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기에는 기존의 Tool을 사용하여 피폭을 하려고 하 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 으며,Thermocoax로부터 MIcablel피복장치를 알아보았으나 무 고가여

서 활용하기 어려웠다.따라서 상당한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직 다아몬드 Wheel

을 사용하여 이블 종단을 2-3mm씩 피복하는 기술을 확보하 다.피복 후 항상

소선이 단선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하며 서로 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블내 4선의 소선의 상태 확인 후 1-4번까지 순서를 색깔로 마킹하여 차후 혼돈

하지 않게 한다.그리고 Coil과 연결되는 한쪽 부분은 세라믹 착재로 처리한다.

보통 세라믹 착재의 건조 시간은 1일 정도 경과하여야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라)MICable의 커넥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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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DT 신호선으로 출력되는 MIcable의 한쪽 끝은 그림 3.3.24와 같이

RS-232C 커넥터를 사용하 다.1번에서 4번까지 순서 로 MICable을 소선을 핀

에 삽입 후 납땜으로 연결한다.다음 MICable소선 납땜은 MIcable자체를 고정

하기 해 에폭시를 사용하 다.에폭시 작업 후 최소 12시간은 경과 후에 다음 작

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마)Coil연결 배치

항이 측정된 3개의 Coil이 감겨진 보빈은 LVDT Bar에 삽입하여 코일을

연결하여야 한다.그림 3.3.25와 같이 조립된 3개의 보빈 2번째 보빈은 1차 Coil

로 동작하고 1번과 3번 Coil의 출력선을 서로 연결하여 2차 Coil로 작동하게 한다.

이때 Coil의 연결은 출력 10%정도에서 이 를 이용한다. 이 에 의한 Coil연

결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면 종단을 세라믹 본드로 처리한다.한편 4개의 Coil소선

은 1번 보빈의 상단부에 시계 방향으로 순간 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이러

한 Coil연결 작업은 Coil의 소선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MICable소선과 Coil의 연결

MICable소선과 Coil을 연결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그림 3.3.26과 같이

MICable선을 지그에 고정하고 4개의 선을 확인된 순서와 일치되도록 연결한다.

연결 작업은 핀셋을 사용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감아서 연결한다.이때 회 축을

조 씩 돌려서 연결하기 편한 치에 오도록 하여야한다.연결된 4가닥의 선들은

그림 3.3.27과 같이 이 출력 약 10%에서 종단을 미세 용 하여 연결한다.선을

연결 후 연결이 되었는지 항값을 측정하여 확인한다.보통 16m MICable을 사용

시 1차 코일 항값(1-2선)은 약 68-70오옴이며,2차 코일(3-4선)은 약 98오옴이

다.만일 연결 후 이와 같은 항값을 얻지 못하면 연결에 문제가 있으므로 처음부

터 다시 제작을 하여야 한다.

(사)Coil연결부 처리 용

성공 으로 Coil연결이 되었다면 연결부를 고정시키고 연시키기 해 세

라믹 본드를 인가한다.그림 3.3.28은 Coil연결부를 세라믹 본드로 처리한 결과이

며,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LVDT Endcap을 조심스럽게 어 넣어 조립한

다.그림 3.3.29와 같이 조립이 되면 LVDT 외통과 MICable을 용 한다.LVDT

외통 용 은 이 출력 70-80%이며,MICable은 25%에서 수행한다.

(8)LVDT노외 성능시험

Halden에서는 LVDT에 원을 공 하고 출력신호를 발생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매되고 있지만 가격이 무 고가이어서 일반 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따라서 시

에 상용으로 매되는 장치를 사용하 는데, 한 모델로 MACRO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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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C-2412signalconditioner를 선정하 다.실험실 온도기 에서 변형용 LVDT 특

성 비실험에서는 sensitivity444mV(±1.0mm),신호 드리 트 1mV/10h로 안정

인 선형특성(그림 3.3.30)을 보여주었다.

이후 수차례의 LVDT 제조와 노외 성능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림 3.3.31과 같이

LVDT 제작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더욱 안정된 출력 신호값을 갖는 LVDT가 완성

되었다.2011년도 후반기에 제작된 LVDT의 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Halden

LVDT보다 linearity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제작된 LVDT 성능시험은 실험실 온도에서 수행되었으며,이 후 고온상

태에서 LVDT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실험 장비는 200℃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DryOven을 사용하 다.그림 3.3.32는 압력측정용 LVDT가 부착된 모의 연

료 을 제작하여 상온에서 부터 단계별로 온도를 상승시킨 후 약 20분 동안 온도를

유지시킨 후 측정한 결과이다.온도에 따라 측정값은 선형 으로 증가되는데,

LVDTCore와 함께 LVDT각 부품이 팽창하여 측정값을 증가시킨다.

5.내방사성 LVDT가 장착된 계장 핵연료 설계

2010년도에는 연료 상단부에 길이 측정용 LVDT와 압력측정용 LVDT가 장착된

계장연료 을 설계하 다(그림 3.3.32,3.3.33). 한 계장 연료 하단에 심온도 측

정용 온도센서가 설치되는 설계와 함께 Zr-4재질의 endcap과 tantalum sheath온

도센서를 이버 이 를 이용하여 용 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그림 3.3.34).

이후 LVDT와 외통 주요 재료가 STS316L로 설계 변경되었다.따라서 LVDT

와 같이 용 되는 연료 의 재료도 변경되어 그림 3.3.35와 같이 계장 연료 이 설계

되었다.주요 특징으로는 연료 상단에는 길이 측정용 혹은 압력 측정용 LVDT가

장착되고 하단면에는 심온도 측정 열 가 설치된다. 이때 하단면 핵연료의

심온도 측정시 단 마개를 통해 삽입되는 고온용 열 에 을 두고 과

검사를 해 설계를 하 다. 심온도 측정 연료 은 조사시험시 핵연료로부터

핵분열 가스가 생성되며,이 핵분열 가스는 단 마개와 고온용 열 의 이 완

벽하지 않으면 외부로 출될 수 있다.종래의 방식은 고온용 열 와 단

마개의 부 를 정 용 으로 용 하거나,기계 인 체결방식을 사용하 지만

만일 이들의 부 에서 조사시험 이상이 발생하여 핵분열 가스가 출되면 안

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따라서 1단계의 방식만 사용되는 심온도 측정

연료 은 안 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어,새롭게 1단계의 정 용 방법과 추가

으로 2단계의 기계 방식이 결합되는 심온도 측정 연료 을 설계하고,각

각의 건 성을 용이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하 다.

6.LVDT 장착 계장캡슐의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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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DT 계장 조사시험 캡슐은 하나로 OR조사시험공에 장착하기 하여 열수력

학 구조 건 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그림 3.3.36은 LVDT 장착 조사시험

캡슐의 체 설계도를 나타내고 있다.LVDT 계장 조사시험 캡슐은 심축이 없지

만 rodtip을 심으로 캡슐 하단의 guide부분, 간부의 핵연료 assembly부분,

캡슐 상단 부의 topendplate부분 핵연료 assembly를 지지하는 supporttube

out-tube로 분해조립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총길이 980mm의 조사시험 캡

슐은 외경이 56mm,두께 2mm인 스테인 스 316L재질의 tube를 사용하 으며,

캡슐 상부의 topendplate과 연결되는 약 4m의 보호 은 스테인 스 304를 사용하

다. 한 보통 무계장 캡슐은 시험공의 receptacle에 고정하기 해 캡슐하부 고정

단 재질로 Zircaloy-4를 사용하 지만,보호 과 연결되어 장착되는 계장 캡슐은 스

테인 스 304재료로 가공하여 시험공의 receptacle에 되도록 하 다.LVDT 계

장 조사시험 캡슐의 크기는 직경 56mm로 기존의 캡슐과 같지만 길이는 약 980

mm로 비슷한 조사시험 목 으로 제작된 06F-01K 계장 캡슐보다 약 60mm가 더

길다.따라서 06F-10K외통에 60mm 튜 를 가공 용 하 다.보호 연결되는

상부 GrappleHead의 길이는 71mm이며,핵연료의 장탈착 방법과 다르게 침니지

지 에 upperfixturestopper를 통하여 고정된다.LVDT계장 조사시험 캡슐은 하

나로 구동핵연료와는 달리 연료 배치구조가 근본 으로 다르다.하나로 구동핵연

료 집합체에서는 핵연료 이 핵연료 지지격자(ElementAssembly)와 support

tube 상,하단 endplate에 걸쳐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LVDT 계장 조사

시험 캡슐은 취 시 main하 이 보호 에 치한 upperfixturestopper가 침니지

지 OR clamp와 을 통해 고정되고,lowerfixturestopper가 하나로 반사체

상부와 을 통하여 고정된다. 한 rod tip과 연결되는 캡슐의 하 은 cup

spider과 에 의해서 달되도록 설계되었다.따라서 LVDT계장 조사시험 캡슐

은 cupspider에 하 이 간 으로 달되어 보호 장착에 의한 향이 최소화하

도록 설계된다. 설계도와 같이 제작된 열수력 시험용 계장 캡슐이 제작되었다.

산 감을 하기 해 캡슐 외통,캡슐 하단부 보호 은 2006년에 제작된

06F-01K 캡슐을 활용하기 해 핵연료 Assembly 일부 부품만 새롭게 가공하여

그림 3.3.37과 같이 제작하 다.

7.내방사성 LVDT 노내 성능시험을 한 조사장치 제작과 노외시험

설계가 완성되어 하나로 T classQA 자격을 갖는 SE&T 업체로 부터 캡슐 제

작을 하 다.약 2개월 걸쳐 제작된 캡슐의 부품은 그림 3.3.38,3.3.39와 같다.

제작된 열수력용 LVDT장착 계장 캡슐의 노외시험이 연구원내 종합엔지니어링

동 단일채 시험 루 에서 수행되었다.당 단일채 시험루 는 조사시험 캡슐

의 장탈착 시험과 열수력 시험을 비롯한 각종 성능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명한

아크릴 재질로 제작되어 사용하 지만,그동안 노후화로 인해 여러 차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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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발생되었다.그러나 년에 비로소 수조를 내구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

질로 교체하 다. 한 시험캡슐 종류에 따라 원형이나 육각 유동 을 장 하여 하

나로의 정상운 조건과 동일 온도 압력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이 수행된

다.

-캡슐 장탈착 시험

-캡슐 압력강하 측정 시험

-캡슐 장 시험

-캡슐 진동시험

그리고 본장치의 실험요건은 다음과 같다.

-유체 온도 :40℃ ±1℃

-압력강하 :209kPa이상

-유량 :12.7kg/s이하(원형유동 )

19.6kg/s이하(육각유동 )

압력강하 실험은 내구성 실험 에 단일 채 루 에서 수행하 다.유량은 변화

시키지 않고 209kPa에서 LVDT 계장 조사시험 캡슐에 흐르는 유량을 측정하

다.측정결과 온도 15℃에서 12.5kg/s로 측정되었으며,이 값은 하나로 제한조건

12.7kg/s보다 약간 작은 결과 값이다.제한 조건보다 약간 작지만 실제로 모든 계

장선이 설치되면 냉각수의 유량값은 더욱 작게 유입될 것이다.진동측정 실험은 단

일채 루 에서 냉각수 온도 40℃,유량 12.5kg/s(100% 유량)에서 캡슐 상단과

보호 이 연결되는 상부에 하여 두 지 을 측정 (동-서 방향 남-북 방향,그

림 3.3.40)하 으며,PeakAmplitude,RMSAmplitude 진동 주 수특성을 분석

하 다.실험을 해 Polytec제품의 진동측정 장비를 다음과 같이 구매하여 사용

하 다.이들 장비의 사용 방법과 해석 기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

은 진동 측정결과를 얻었다(단 ㎛).이 실험에서 보면 캡슐의 진동변 는 기 치

300㎛ 이하 보다 훨씬 작은 값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캡슐이 보호 을 통해 OR

clamp와 유동 상부에 걸쳐서 지지되기 때문이다.

내구성 실험은 압력 진동측정 실험 후 같은 단일채 시험루 에서 수행되었

다.실험은 냉각수 온도 40℃,209kPa조건에서 2011.09.22부터 2011.10.04까지

총 12일간 수행되었다.수행 추가 진동 측정을 해 실험을 일시 지하고 떨어

진 반사체 테이 를 부착하 으나 체의 내구성 실험에는 향이 없을 것으로

단된다.그밖에 실험기간 냉각수의 온도 40℃는 잘 유지되었으며 실험 장치에

한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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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내방사성 LVDT 노내 성능시험과 평가

조사시술 고도화 미래원자력 조사기술개발 과제에서는 그동안 LVDT를 개발

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재 연구개발의 결과로 LVDT를 제작할 수 있는 단

계에 있지만,원자로내에서의 성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나 개발 과정의 지

연과 수개월의 조사시험 캡슐 제작기간으로 인해 당 연구 계획보다 늦어져

LVDT성능성가를 한 조사시험의 연구계획 목표를 과제 기간내에 달성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이에 1개의 LVDT 장착 모의 연료 을 제작하여 IP5조사공에서 조

사시험을 수행하여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 다.아울러 조사시험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따라서 그림 3.3.41과 3.3.42와 같이

IP5에서 2012.01.16부터 1주기 기간 동안 조시시험 모의 연료 을 만들고 길이측정

용 LVDT를 제작하 다.LVDT의 길이는 하나로 수조의 깊이를 고려하여 16m 로

정하 으며 하단면에 열 는 실험의 간편성을 해 설치하지 않았다.

제작된 조사시험용 모의 연료 의 주요 재료는 표 3.3.4와 같다.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하기 해 조사시험 모의 연료 의 치 고정은 알루

미늄 모의시편 심이 하나로 핵연료 심에서 상부로 225mm 한 지 이며,그림

3.3.43과 같이 스테인 스 와이어로 연결하여 난간에 고정시킨다.

IP5은 냉각수의 유속이 없고 성자속이 낮아 시편의 온도는 매우 낮지만 모의

연료 에 한 온도평가는 필요하다.사 에 알루미늄 모의 시편을 사용하여 OR5

에서 캡슐 조사시험시 ANSYS를 사용하여 온도계산을 하 다. 0.98w/g

gamma-ray에 의한 계산결과 시편 피복 의 최 온도는 43.3/40.3℃ 로 매우

낮았다.한편 번에 조사시험 정인 IP5조사공의 성자속은 OR5의 27.5%이다

(KAERI/TR-2320/2002참조).따라서 냉각수 흐름이 없는 IP5에서의 gamma-ray

도 OR5보다 27.5%로 낮게 계산되므로,ANSYS Workbench를 이용하여 그림

3.3.44와 같이 최 온도가 41.9/41.0℃로 상한 바와 같이 매우 낮게 계산되었다.

9.F/M 조사량 분석 신형 F/M 측정 정 도 분석

가.신형 성자 FluenceMonitor(F/M)설계/제작/조사량 측정

재료 조사시험에 있어 성자 조사량은 매우 요한 인자이므로,이를 확인하기

해 fluence monitor를 캡슐에 장착하여 성자 조사량을 측정한다.Fluence

monitor는 내경이 0.1-0.127mm인 순 속 wire로 캡슐에 바로 장착하는 것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용로 운 조건에서는 fluencemonitor를 이송·장착하기

해 Altube안에 넣고 Alwire로 tube를 한 후 이를 다시 Al 이스에 넣어서

캡슐에 장착한다.Al은 성자 방사화 단면 이 비교 작고,방사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생성물의 반감기가 작기 때문에 fluencemonitor이송용기로 합하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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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Al의 녹는 은 660℃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온조건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할 경우

에는 fluencemonitor이송용기로 사용될 수 없어 고온조사시험을 해서는 fluence

monitor이송용기의 재질 변경이 불가피하다.새로운 fluencemonitor설계 시 이송

용기는 방사화 단면 이 작고 방사화 생성물의 반감기가 짧아야하며 녹는 이 높은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유럽 NRG(네덜란드 소재)에서는 고온용 fluencemonitor로 Fe,Ni,Tiwire를

quartzmini-tube에 넣고 고온의 환경으로 fluencemonitor가 녹는 것을 비하여

한다. 된 quartzmini-tube는 외부충격에 의해 깨지지 않도록 하기 해

STStube 이스에 넣는다.NRG에서는 Ti의 녹는 이 1,600℃로 높아 quartztube

에 넣지 않으며,외부 이스로 φ2x20mmLSTStube를 사용한다.NRG에서 사용

하는 고온용 fluencemonitor는 그림 3.3.45와 같다.NRG방식은 fluencemonitor를

quartz와 STS 이스에 넣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온도의 격한 변동으로 fluence

monitor가 녹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캡슐에 장착하기 어렵다.따

라서 하나로에서는 Fe,Ni,Ti과 같은 fluencemonitor를 singlequartz나 single

STStube에 넣는 방식을 채택하 다.하나로에서 조사할 고온용 캡슐은 1,000℃ 이

하에서 사용하므로 fluencemonitor가 녹을 염려는 없으나 STS강의 방사화가 큰

것을 고려하여 그림 3.3.45 3.3.46과 같이 singlequartz로 제작하 다.Single

quartz 이스인 경우 단가 감,취 제작이 용이한 장 이 있지만 외부 tube를

quartz로 제작하 기 때문에 작업 시 물리 ,기계 충격을 최소화하여 깨지지 않

게 해야 한다. 한 quartztube내부를 He분 기로 제작하여 fluencemonitor의

산화나 물성이 변하는 것을 방지한다.이를 해 quartztube를 완 하지 않고

hole을 제작하여 캡슐의 조사시험 시작 내부를 He으로 채울 수 있게 하 다.

나.F/M 조사량 분석 신형 F/M 측정 정 도 분석

하나로 노심을 상으로 조사시험 캡슐의 성자속 스펙트럼이 MCNP 산

코드로 계산되어 있으며,이것을 기 으로 조사량 평가 검증을 수행하 다.가장

리 알려지고 쓰는 성자 조사량의 검증방법은 속재료의 방사화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다.이 방법을 이용하여 원자력발 소에서 원자로 압력용기 조사량을 결정하

며 ASTM에 표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3.3.5∼3.3.9].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이 완료된 캡슐은 해체 조사후시험을 해 IMEF로 이송

되고 핫셀에서 해체한다.해체된 fluencemonitor는 핫셀 상부에 치한 로 박스

로 반출한다.

반출된 fluencemonitor는 성자 방사화 분석을 해 방사화 분석실로 옮겨진

다.이송된 fluencemonitor는 이송용기로부터 회수되는데,이 때 fluencemonitor를

칭량하여 조사시험 /후의 무게증감을 비교한다.분리된 fluencemonitor는 HPGe

detector를 사용하여 감마측정이 수행되며,측정결과로 fluencemonitor의 방사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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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이 방사능 정보가 조사량 평가에 기 가 된다.

계측된 방사능을 바탕으로 포화방사능(saturationactivity)이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포화방사능은 해당 핵종의 성자 방사화에 의한 생성율과 방사성 붕괴

성자 반응에 의한 손실율이 같은 정상상태(steady-state)를 가정한 단 시간당 붕

괴수를 나타낸다.

 exp

exp

여기서,

 :포화방사능

 :계측된 방사능

 :감쇠계수(decayconstant)

 :조사시험 후 계측될 때 까지 경과한 시간

 :조사시험이 수행된 시간

포화방사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반응율(reactionrate)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반응율

 :반응핵종의 원자수

여기서 반응율은 다음과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



여기서,

 :에 지가 E일 때 성자 반응 단면

 :에 지가 E인 성자속

성자 반응 단면 은 ENDF/B-VII,IRDF-2002등의 핵자료로부터 도출될 수

있으므로,이를 이용하여 성자속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다. 성자속을 계

산식을 이용하여 에 지 역별로 구할 수 있지만,일반 으로 성자 스펙트럼 수

정 로그램을 이용한다. 성자 스펙트럼 수정 로그램에 계산된 반응율과

MCNP에 의해 계산된 스펙트럼을 입력하면,입력된 정보에 따라 스펙트럼이 수정

되고,이에 따른 성자속이 출력된다.스펙트럼 수정 로그램은 SAND-II 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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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이용하고 있다.출력된 성자속과 MCNP 산코드에 의해 계산된 성자속

을 비교함으로써 성자속의 평가 검증이 수행된다.특정 에 지 역의 성자

속을 구하면,조사시험 기간을 곱해 조사량을 산출할 수 있다.

재료 조사시험에 있어 1MeV이상의 성자 조사량이 매우 요하기 때문에 이

를 확인하기 해 고속 성자 검출용 fluencemonitor인 Fe,Ni,Tiwire를 사용하

여 CT,OR5조사공의 고속 성자속을 측정하 다.일반 으로 재료 조사시험용 캡

슐의 경우 총 5단으로 구성이 되며 각 단마다 한 개의 fluencemonitorset가 장착

된다.그림 3.3.47은 OR5에서 조사시험이 수행된 09M-02K 캡슐에서 fluence

monitor의 장착 치를 나타낸다.Fluencemonitor는 각 단의 최상부에 장착되고,

캡슐 내부에서 반경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착 치를 고려해야 한

다.

표 3.3.5는 OR5에서 조사시험이 수행된 09M-02K 캡슐 fluencemonitor의 방사

능을 계측한 자료이다.2010년 8월 2일과 9월 15일로 계측한 날짜가 서로 다르기 때

문에 9월 15일 계측된 결과를 각 핵종의 반감기를 이용하여 8월 2일의 방사능으로

계산하여 사용하 다.1차 계측결과와 2차 계측결과의 오차는 몇 핵종에서 10%를

과하 지만,어느 한 쪽의 계측결과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2회의 계측결과를

평균하여 사용하 다.표 3.3.6은 최종 계측결과로부터 도출된 포화방사능 반응율

을 나타낸다.여기서 도출된 반응율과 MCNP 산코드에 의해 계산된 성자 스펙

트럼이 SAND-II 산코드에 입력되면,SNAD-II 산코드에서 iteration을 통해 스

펙트럼이 수정되며,이에 따른 성자속이 에 지별로 출력된다.

그림 3.3.48은 09M-02K 캡슐의 앙에 치하고 있는 Cstage에서의 MCNP

산코드에 의해 계산된 성자 스펙트럼에서 입력된 반응율에 의해 수정된 스펙트럼

을 함깨 나타내었다. 체 으로 열 성자 역 열외 성자 역에서는 MCNP

산코드에 의해 계산된 성자속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보이나,고속 성자(E>1

MeV)속은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fluence

monitor는 Fe,Ni,Ti의 고속 성자 검출용 fluencemonitor로 열 성자속(E<0.625

eV) 열외 성자속(0.625eV<E<1MeV)은 Fe58(n,γ)Fe59 한 반응만이 여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그 지만 고속 성자(E>1MeV)속의 경

우 Fe
54
(n,p)Mn

54
,Ni

58
(n,p)Co

58
,Ti

46
(n,p)Sc

46
등 세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교

정확히 측정 가능하다.다른 단에서 SAND-II 산코드를 사용하여 스펙트럼을 수

정한 결과 체 으로 그림 3.3.4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Cstage결과와 비슷하

다.이러한 스펙트럼 수정결과 도출된 고속 성자(E>1MeV)속과 MCNP 계산된

고속 성자(E>1MeV)속을 표 3.3.7에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최 오차가 18.48%

로 나타났지만,모두 ±20% 오차를 만족하 다.

10M-01K 캡슐이 CT 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 성자(E>1MeV)속 조사량을 SAND-II 산코드를 이용하여 도출하 다.

10M-01K캡슐의 fluencemonitor방사능은 총 3회 계측되었으며,이를 평균하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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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방사능과 반응율을 도출하 는데,이를 표 3.3.8에 나타내었다.이를 바탕으로 도

출된 고속 성자(E>1MeV)속 조사량을 표 3.3.9에 나타내었다.최 상부에 있는

단에서의 오차가 30.77%로 나타났지만,그 이외의 단에서는 최 오차 11.32%를 보

여 잘 맞는 결과를 보여 다.최 상부에 치한 단에서는 제어 의 향으로 분석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네덜란드 NRG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노심 심부

보다 상부 하부에서 조사량 평가의 오차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3.3.10].

OR5조사공에서 조사시험된 09M-02K와 CT 조사공에서 조사시험된 10M-01K

의 fluencemonitor분석결과, 부분 사 에 계산된 고속 성자(E>1MeV)조사량

과 잘 일치하는 평가결과를 나타낸다.

10.고온 재료용 복합 이 용 장치 챔버 설계 제작/용 성능 시험

가.LVDT 용 이버 이 용 장치 설계

이버 이 를 이용하여 특수 속 등의 재료를 용 하기 해서는 이 소스

에서 발생한 빔을 재료에 달하여 용융시키거나 아니면 고정한 빔의 아래에서 재

료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여 설계 제작하 음.그림 3.3.49는 이버 이

를 이용한 용 용 장치의 체 모형도와 각 세부 형태를 입체 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 이 용 용 학헤드 설계

그림 3.3.50은 이버 이 용 용 학헤드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빔을 집

즈로 보내서 용 시편 에 을 결속시킨다.여기서 45°의 각도로 설계한

벤드 미러가 사용되며,벤드 거울은 동(Cu)으로 만든 평면경이며,표면에 으로 증

착된 것임. 이 빔의 축을 조정하기 하여 거울의 치를 x-z축으로 바 도록

미세 조정 나사가 설치되었다. 이 를 입사하여 송 섬유( 이버 직경:50um)

로 사용하여 표 에 바로 조사시키는 장치와 주변기기가 그림 3.3.50에 나타나 있

다.

다.LVDT 용 용 장치 설계/제작

그림 3.3.51은 이버 이 용 의 기본 인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시

편의 재질,두께,형상을 입력하면 자동 으로 이 소스의 출력이나 조사 조건

( 를 들면,모서리 용 시 펄스제어 가스 분사조건 등),작업 테이블의 이송속

도 등이 결정되고 원주 용 에서는 티칭 데이터(teachingdata)에 의거하여 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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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치를 동시에 모니터하면서 용 하는 과정을 자동 으로 고도화할 수 있게

한다.실제 으로 이버 이 를 구동시키기 해서는 키(key)스 치를 원격

(remote)상태로 움직여 사용토록 하 다.

라.LVDT 용 주변기기 설계/제작

X축 z축의 구동장치에 설치된 학헤드는 감시용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장착

하게 설계되었다.그림 3.3.52는 학헤드를 이용한 일체형 감시기기의 개략 인 구

성을 보여주고 있음.단축 는 다축으로 구성된 이동용 테이블에 설치된 학헤드

감시용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었으며,용 표면에 이 맞추어지도록

135mm 거리의 집 즈를 사용하고,이때 CCD 카메라 상은 모니터에 나타

나게 되며,감시용 카메라로는 흑백 CCD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하 다.

마. 이 용 챔버 설계 제작

조사시험 연료 내에는 헬륨(He)가스를 채워 넣기 해 직경 1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헬륨가스를 가득 채워 넣은 후에는 핀을 꽂은 후 용 을 통해 해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진공/압력 챔버가 필요하다.핀용 방식으로 TIG (TungstenInertGas)

용 방식을 사용하 으나,TIG방식은 높은 출력을 요구하는 용 방식으로 고출력으로

인해 비드가 커지고,따라서 열 향부(Heat-affectedzone,HAZ)도 커지는 단 을 가지

고 있다.그리하여 최근에는 작은 입열량,작은 열 향부,최소한의 변형 등의 장 을 가

진 이 용 방식을 여러 산업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작년에 개발한 Fiberlaser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그림 3.3.53과 같이 용 챔버를 제작하고 핀 용 실험을 수행하

다.본 용 시편은 직경 1mm의 구멍에 핀을 끼움방식으로 구성되었다.개발된

압력/진공 용 챔버로 최 압력이 150bar이며 최 진공도는 ×  torr이하

이다.사용되는 이 는 년도에 개발된 IPG사의 150W pulse형 Fiber 이

이며 모델은 용 챔버에 용 헤드를 장착하여 사용하 다.핀 용 후 시편은

Diamond 단하여 Mounting,Grinding,Polishing하여 학 미경으로 용 부의

조직을 찰하 다.실험은 진공도 ×  ,압력 25bar에서 수행하 다.그림

3.3.54는 핀 용 후 사진으로 직경 1mm의 구멍에 핀을 낀 후 핀 주 를 4회 스팟

(spot)용 한 모습이다.Pulsewidth를 10ms(peakpower=1.5kw),20ms(peak

power=0.75kw)로 변경하며 실험하 다.그림 3.3.54(우측 그림)는 학 미경으로

핀 용 부의 조직을 찰한 모습으로 Pulsewidth가 20ms인 것이 10ms인 것보다

더 넓은 비드(bead)폭을 가지고 있지만 용입 깊이는 더 얕음을 보여 다.용입 깊이

는 략 0.2-0.3mm 이다.

11.하나로 고온조사 캡슐 계장기기 조사후 안 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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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조사 09M-09K 캡슐의 계장기기에 하여 조사후 건 성을 평가하기 해

조사 후 기 특성( 연 도통 항)변화를 측정하 다. 한 성자 조사에

의해 부품의 변형이나 열이 있는지 조사하고,계장기기에 미칠 수 있는 향을 평

가하기 해 IMEF핫셀에서 캡슐을 분해하여 내부 부품의 건 성을 찰하 다.

조사 후 기 특성 변화는 표 3.3.10과 같이 연/도통 항에 변화가 없었

다.09M-09K캡슐의 조사시험 기간 동안 계장기기는 이상 없이 동작되었다.

09M-09K 캡슐을 조사후 IMEF핫셀로 옮겨 단 분해한 후 내부 부품의 건

성을 조사하 다.핫셀에서 캡슐 분해한 모습은 그림 3.3.55-56과 같다.분해 과정

에서 열매체는 외통과 간섭되지 않고 원활히 분해되었다.09M-09K 캡슐은 이 열

매체로 외부는 Al내부는 Ti과 그래 이트로 되어 있다.두 열매체 간의 갭은

0.1mm로 어느 한 재료의 변형이 있을 경우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조사로 인해 두

재료의 수축,팽창 등의 변형으로 인한 간섭이 일어나는지 찰한 결과 두 재질은

원활히 분해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특히 그래 이트는 조사성장이 큰 재료로 알려

져 있는 재료지만 이번 조사시험으로 인한 가시 인 변형은 찰되지 않았다. 한,

시편공에 장입된 STS304L재료의 시편도 원활하게 분해되었다.

열매체와 시편을 분해하기 해서는 먼 히터를 풀고 열 를 빼내야 한다.열

는 시편에 되기 해 그림 3.3.57에서와 같이 25mm 이상 직선으로 삽입된

다.열매체 한개의 변형이 있을 경우 열 는 빠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러질

수도 있다.핫셀에서 분해 과정에서 그림 3.3.56에서와 같이 열 도 원활하게 분해

되었다.따라서 조사시험으로 인해 부품의 변형이나 손은 없었으며,이로 인한 계

장선에 미치는 향은 없었던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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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기술 개발

핵연료 조사시험 기술개발과 련한 무계장캡슐 개발은 1999년 5월에 완료되었

다.이 때 개발한 무계장캡슐은 표 3.4.1에 정리된 연구로용 핵연료,DUPIC핵연료,

경수로용 핵연료,SFR핵연료,VHTR핵연료 등의 조사시험에 활용되고 있다[3.4.1

∼3.4.13].이들 핵연료 조사시험과 함께 무계장캡슐의 설계 개선도 함께 진행되었

다.핵연료 개발을 해서 조사시험 핵연료의 특성(온도,압력,변형 등)을 실시간

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그러나 무계장캡슐을 이용한 핵연료 조사시험

은 조사 핵연료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다.이에 2003년 3월에 핵연료

조사시험 핵연료 특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이하 “핵연료용 계장캡슐”이라함)과 계장기술을 개발하여 표 3.4.2에 정리한 바와

같이 핵연료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3.4.14∼3.4.20].계장기술 개발을 통해 조사

핵연료의 특성,핵연료 심온도,핵연료 표면온도,핵연료 내압,핵연료 길이 변

화 열 성자속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측정한 핵연료

특성자료에 한 정확성 신뢰성 분석과 측정자료의 분석/평가가 진행되지 않았

다.이에 핵연료 조사시험 자료를 분석/평가하여 향후 핵연료 조사시험 측정,분

석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 개선안을 도

출하여 핵연료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핵연료 조사측정자료 분석/평가(온도,압력,길이변형)

가.핵연료 계장캡슐 조사시험 Database생산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개발을 해 재까지 제작 조사시험을 수행한

황은 표 3.4.3에서 정리한 바와 같으며,총 8개의 계장캡슐을 제작하여 이 4개

를 하나로 OR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이들 조사시험에 이용된 핵연료

는 PWR17×17형의 핵연료로 농축도는 2.42w/oU-235와 0.71w/oU-235이었으

며 KNF(KEPCONuclearFuel)에서 제조한 것이다.나머지 4개의 캡슐 1개의 캡

슐은 시험핵연료 제작 에 발생한 오류로 조사시험을 진행하지 못하 고,3개의

캡슐은 이 시험 핵연료 기술개발과 노외시험용으로 제작한 캡슐이다.이와

같은 캡슐 제작과 조사시험은 핵연료를 하나로에서 조사시험하기 해 필요한 조사

장치와 계장 기술을 개발하기 한 것이다.표 3.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장캡슐

개발과 함께 PWR상용원 핵연료를 하나로에서 조사시험하면서 핵연료의 조사특

성 즉,핵연료 심온도 표면온도,핵연료 내압,핵연료 길이 변화를 열 ,

LVDT,SPND 등의 계장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고,핵연료 계장캡슐

조사시험 황 측정자료 databasesheet를 표 3.4.3에 함께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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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로 캡슐 조사시험시 핵연료 특성 분석

(1)열 를 이용한 핵연료 심 표면 온도 측정자료 분석

그림 3.4.1은 앞의 표 3.4.3에서 정리한 조사시험 자료를 토 로 핵연료 들의 평

균 선출력에 따라 typcC와 typeK 열 로 측정한 핵연료의 심온도와 표면온

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이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의 온도는 선출력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SPND를 이용한 성자속 측정자료 분석

그림 3.4.2는 앞의 표 3.4.3의 조사시험 자료를 토 로 핵연료 선출력에 따라

SPND로 성자속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3.4.2(a)에서는 3개의 SPND 1

개는 약 45EFDP후에 그 기능을 상실하 고,2개는 조사시험 종료시까지 그 기능

을 유지하 고,그림 3.4.2(b)에서는 3개의 SPND 1개는 약 10EFDP후,2개는

약 32EFDP후에 그 기능을 상실하 다.그리고 그림 3.4.2(c)에서는 3개의 SPND

1개는 약 7EFDP후에 그 기능을 상실하 고,나머지는 조사시험 종료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 다.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조사핵연료 의 상 선출력을 평가하

고 있다.그리고 SPND의 기능상실의 원인으로는 조립과정 의 신호선의 손상 는

성자 조사에 따른 성능 하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해서는 원인을 찾아 해

결해야 한다.

(3)LVDT를 이용한 압력 길이 변화 측정 자료 분석

그림 3.4.3은 앞의 표 3.4.3에서 수행한 조사시험 자료를 토 로 LVDT를 이용하

여 측정한 핵연료 내압 길이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이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시험핵연 의 내압과 핵연료의 길이변화를 평가하고 있다.

(4)핵연료 조사시험 측정치와 산 해석코드의 분석을 통한 측치의 민감도 분

석

(가) 산코드의 수정

하나로 조사공에서 시험연료 의 성능해석을 한 산코드는 원자력연구개

발사업의 고연소도 고성능핵연료 기술개발과제의 지원을 받아 고연소도용 핵연료

정상상태의 성능분석코드인 INFRA 산코드를 하나로에 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모듈을 수정하여 INFRA-HANARO를 개발하 다.본 분석코드는 하나로의 낮은

냉각수 조건에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산코드내 함수를 수정하 다.앞으로는 핵연

료 재배치 (Relocation)모듈과 반경방향 출력 (RadialPower)분포 등의 부분이 추

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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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조사시험 측정치와 측치의 민감도 분석

INFRA-HANARO 산코드를 이용하여 핵연료 조사특성 자료를 분석하

다.핵연료의 심온도와 핵연료 내압 길이변화, 성자속을 측정한 02F-11K

의 측정자료를 기 으로 성능해석코드의 측치와 비교분석하 다.그림 3.4.4(a)와

(b)는 산코드로 해석한 02F-11K의 핵연료 온도해석 측치 결과와 핵연료 길이

변 를 측한 결과이다.이를 바탕으로 핵연료 조사시험이 수행된 02F-11K의

심온도 측정치와 산코드에서 해석된 측치를 그림 3.4.4(c)와 같이 비교분석하

다.조사시험 기의 핵연료 온도측정결과는 측치와 상당부분은 일치하고 있으

나,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온도의 측정치와 산코드에 의한 측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에 해서는 상세히 검토해야 하지만,연소도 약 15,000

MWd/MTU 까지 핵연료의 격한 고 화 재배치 등이 진행되므로 이로 인해

온도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해서는 산코드의 재배치 모델 수정

과 측정치의 손실부분을 확인하여 민감도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이후 지

속 으로 산코드의 측치와 조사시험 측정치들을 비교 검토하여 조사특성 측정

치의 신뢰도를 분석,평가할 정이다.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시험 측정치의 정확

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안을 2011년도 과제에서 도출할 정이다.

다.측정자료 분석

(1)온도 측정자료 분석

표 3.4.3의 조사시험 자료를 토 로 핵연료 3개의 평균 선출력 변화에 따라

typcC와 typeK 열 로 측정한 핵연료의 심온도와 표면온도 변화가 측정되었

다.먼 측정자료 그림 3.4.5와 같이 핵연료 심온도와 SPND 신호를 비교하

다.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로 출력상승시에는 핵연료 선출력과 SPND신

호가 선형 으로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하나로 출력감소시에는 출력상승시

와는 다르게 나타났다.이는 하나로의 빠른 shutdown으로 인해 열 의 의한 온도

측정이 하나로 shutdown이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용로 핵연료의 성능해석용 산코드(FRAPCON-3)를 이용하여 조사시험동안

핵연료의 온도 변화를 평가하 다.그림 3.4.6은 하나로 출력 상승시 핵연료의 선출

력 변화에 따라 측정온도와 계산온도의 변화,그림 3.4.7은 조사기간동안 측정온도

와 계산온도를 비교한 것이다.이들 그림에서 보면 핵연료 선출력 약 20kW/m 이

상부터 측정온도와 계산온도의 차이가 타나났다.이는 하나로 출력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약 50kW/m의 고선출력에서의 온도차이는 조사되는 핵연료

의 relocation 상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이에 성능평가 산코드의 relocationmodel에서 20%의 relocation이 있는 것으

로 가정하여 평가한 결과는 그림 3.4.8과 그림 3.4.9와 같다.이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측정치와 계산치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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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자속 측정자료 분석

핵연료 조사시험동안 SPND를 이용한 성자속 측정 결과는 핵연료의 상

선출력 평가에 활용된다.표 3.4.3의 조사시험동안 일부 SPND는 그 기능을 상실하

으나,나머지는 조사시험 종료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 다.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조사핵연료 의 상 인 선출력을 평가한다.계장캡슐 설계 단면도(그림 3.4.10참

조)를 살펴보면 조사핵연료 과 SPND의 치는 60̊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이에

하나로 노심 앙을 기 으로 볼 때,SPND의 신호를 이용하여 조사핵연료 의 상

선출력을 직 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에

SPND신호를 이용하여 신뢰성있는 조사 핵연료 의 상 선출력을 평가하기

해서는 그림 3.4.11과 같이 SNPD의 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단된다.그리고 캡슐

내로 흐르는 냉각수 유량 측정을 한 유량계 설치,시험핵연료 에서 발생되는 열

에 의한 냉각수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한 열 설치 방안에 해서도 계속 검

토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상과 같은 설계개선안을 바탕으로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을 제작하여 조

사 측정된 각종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면 핵연료 조사시험 측정자료와

함께 분석/평가에 한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3)압력 길이 변화 자료 분석

계장캡슐을 이용하여 조사시험한 핵연료에 해 그림 3.4.12(a)는 핵연료 내

압변화를,그림 3.4.12(b)는 핵연료 길이 변화를 측한 표 인 를 보여주고 있

다.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능해석용 산코드의 입력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따라 이들 결과를 측정자료와 비교하여 산코드 입력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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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조사시험 요소

기술 개발

1.SMART 증기 발생기 열 재료 조사시험용 장치 설계/제작/조사시험

가.SMART1차 캡슐 (09M-02K)조사시험

(1)OR5시험용 09M-02K캡슐 설계 제작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우선 사업인 SMART 개발사업에서 SMART 원자로

의 증기발생기는 기존 상용로와 달리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기존 증기발생

기와 상이한 사양을 가지고 있으며, 한 원자로 노심과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있으

므로 사용기간동안 상당량의 성자 조사량을 받을 것으로 측된다.따라서 재질

의 괴인성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범 를 결정하는 허용 성자 조사량을 설정하

는 것이 매우 시 한 사항이 되었다.조사시험 캡슐에 한 기본설계가 수행되었으

며,SMART 증기발생기 열 소재는 하나로에서 조사시험 실 이 거의 없는 재

질인 Ni주성분의 Alloy690으로 OR5 CT공에서의 핵 특성(반응도 효과, 성

자속 분포, 성자 스펙트럼,발열량 등)이 검토되었다.이러한 핵 특성을 기본으로

하여 열설계가 수행되었고,시편배치에 한 최종 설계가 수행되었다.조사시편의

핵 특성은 MCNP5 산코드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시편의 열 특성은

GENGTC코드를 통해 분석되었으며,ANSYS코드를 이용하여 검증되었다.

09M-02K 캡슐의 제작 차로는 하나로 품질보증 체계에 따라 캡슐 구매시방서

가 작성되어 구매처리되었는데,필요한 기술사항은 유사 재료 캡슐의 기술시방서에

하도록 하 다.09M-02K 캡슐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은 ASTM 규격

이에 상당하는 품질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 다.그림 3.5.1과 같이 캡슐 내에

장입될 시편 필요한 spacer는 동일한 Alloy690재질로 별도로 제작하여 제작사

인 SE&T(주)에 달하 다.

(2)OR5시험용 09M-02K캡슐 조사시험

하나로 OR5조사공에 설치되어 2010년 2월 19일부터 시작된 09M-02K 캡슐의

조사시험은(63주기 운 )4회의 원자로 불시정지를 거쳐 3월 21일까지 763.8MWD

(25.46일,30MW 기 )동안 조사시험되었다.시편온도는 부분의 시편에서 목표

조사온도인 250±10℃ 범 로 유지할 수 있었다.조사시험시 캡슐 각단의 시편온도

는 그림 3.5.2와 같이 변화하 다.

캡슐내 시편은 0.1MeV 이상의 1.50～4.06x10
13
n/cm

2
/sec의 고속 성자 flux조

사조건에서 25.46일 조사시험 후에는 4.18～8.90x10
19
n/cm

2
의 고속 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 1.0MeV 이상의 0.64～1.72x1013n/cm2/sec의 고속

성자 flux조사조건에서 25.46일 조사시험 후에는 1.77～3.76x1019n/cm2의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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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SMART 증기발생기 열 의 경우 60

년 설계수명동안 약 1.56x10
19
n/cm

2
의 고속 성자 조사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조사시편에 한 dpa계산은 국내 상용 원자로 dpa계산에 활용되고 있는

SPECTER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는데,09M-02K 캡슐내 각 시편에서의 dpa는

0.039～0.081로 계산되었다.

나.SMART2차 캡슐 (10M-01K)조사시험

(1)CT시험용 10M-01K캡슐 설계

SMART 원자로용 증기발생기 열 재료인 Alloy690의 조사 특성 평가를

한 첫 번째 조사캡슐인 09M-02K 캡슐이 하나로 OR5조사공에서 250±10℃의 조사

온도로 최 3.76×10
19
n/cm

2
(E>1MeV) 성자 조사량까지 성공 으로 조사시험

된 바 있다.이에 따라 두 번째 조사캡슐로 1x1020n/cm2(E>1MeV) 성자 조사

량 조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하나로에서 성자속이 좀 더 높은 CT공에서 조사하

기 한 10M-01K 캡슐을 설계되었다.시편의 조사온도는 1차 캡슐과 동일하게 25

0℃로 설계되었다.캡슐에는 1차 캡슐과 유사하게 각기 다른 3batch의 Alloy690

재질로 이루어진 0.4T CompactTension, 상 인장,소형 상인장,경도(미세 조

직),TEM 시편 열 도도(열확산도)측정 시편 등 다양한 규격의 총 152개

Alloy690재질의 시편들이 장입되었다.Alloy690재질의 하나로 CT시험공에서의

핵 특성에 따라 1차 캡슐과 유사한 방법으로 상세설계되었으며,하나로 조사시험

시의 안 성이 평가되었다.그림 3.5.3은 2차 캡슐내 시편 배치도이며 층된 형태

로 캡슐 내에 실제 배치된 상인장 0.4TCT시편 모습을 보여 다.

(2)CT시험용 10M-01K캡슐 제작 조사시험

SMART 2차 캡슐인 10M-01K 캡슐은 하나로 CT 시험공 조건에 맞게 캡슐 기

본설계/주요부 설계/건 성 안 성 해석 단계를 거쳐 최종 캡슐 상세설계 도면

이 (HAN-IC(CA)-DW-10M-01K(ASSY)～(044))완성된 후 이에 하여 제작되었

다.

하나로 CT 조사공에 설치되어 2010년 3월 31일부터 시작된 10M-01K 캡슐의

조사시험은(64주기 운 )4월 28일까지 764.8MWD(25.49일,30MW 기 )동안 조사

시험되었다.2차 시험에서도 그림 3.5.4와 같이 부분의 시편에서 목표 조사온도인

250±10℃ 범 로 유지할 수 있었다.캡슐내 시편은 0.1MeV 이상의 1.27～3.04x1014

n/cm
2
/sec의 고속 성자 flux 조사조건에서 25.49일 조사시험 후에는 2.80～

6.70x10
20
n/cm

2
의 고속 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 1MeV

이상의 0.59～1.44x1014 n/cm2/sec의 고속 성자 flux조사조건에서 25.49일 조사시

험 후에는 1.30～3.17x1020n/cm2의 고속 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10M-01K캡슐내 각 시편에서의 dpa는 0.30～0.55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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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MART3차 캡슐(11M-03K)조사시험

(1)CT시험용 11M-03K캡슐 설계

SMART 원자로 집합체의 추가 인 차폐해석 결과[3.5.1],증기발생기 역에서

의 최 고속 성자 조사량이 1.10x10
18
n/cm

2
(E>1MeV)으로 기 측[3.5.2]에

비해 훨씬 낮게 계산되었다.이에 따라 3차 조사시험은 인허가기 (KINS)과의 의

를 거쳐 1x1018n/cm2(E>1MeV)조건에서 수행하기로 하 다[3.5.3].조사시험은

OR5에서 약 3일이 필요하며 조사온도는 250±10℃이다.

캡슐의 기본구조는 동일한 OR5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한 09M-02K 1차

캡슐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하 다.시편은 1차 캡슐과 유사하게 각기 다른 3batch

의 Alloy690재질로 이루어진 0.4T CompactTension, 상 인장,소형 상인장,

경도(미세 조직),TEM 시편 열 도도(열확산도)측정 시편 등 다양한 규격의

총 148개 Alloy690재질의 시편들이 장입되었다.각 캡슐에 장입된 시편은 표 3.5.1

과 같다.

(2)11M-03K캡슐 제작 조사시험

SMART 3차 캡슐의 제작도,캡슐 구매시방서 기술시방서에 하여 하나로

T-class품질 규격에 맞게 제작되었다.본 캡슐에 처음 장입되는 열 도도 시편은

IMEF에서 제작하 다.하나로 OR5조사공에 설치되어 2011년 6월 23일~28일까지

30MW 기 2.9일동안 조사시험되었다.3차 시험에서도 그림 3.5.5와 같이 부분의

시편에서 목표 조사온도인 250±10℃ 범 로 유지할 수 있었다.

캡슐내 시편은 0.1MeV 이상의 1.38x1013～ 4.04x1013n/cm2/sec의 고속 성자

flux조사조건에서 2.9일 조사시험되어 4.33x10
18
～ 9.90x10

18
n/cm

2
의 고속 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 1MeV 이상의 0.58x10
13
～1.67x10

13

n/cm2/sec의 고속 성자 flux 조사조건에서 2.9일 조사시험되어 1.82x1018 ～

4.18x1018n/cm2의 고속 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한편 0.1MeV

이상 1MeV 이상의 고속 성자 조사량 최 값은 노심 심 아래인 4단에서 나

타났다.11M-03K 캡슐내 각 단 시편에서의 dpa는 0.004～0.008로 계산되었으며,최

소값은 최상단인 1단에서 얻어졌으며,최 값은 심부인 3,4단에서 얻어졌다.

2.VHTR재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 개발

가.VHTR재료 조사시험용 장치 설계/제작

KAERI수소생산원자로기술개발부 ‘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 과제’에서 요청

한 VHTR압력용기 후보 재료 9Cr-1Mo강의 조사시험을 해 캡슐을 설계/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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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본 연구에서 요구된 조사 요건은 Mod.9Cr-1Mo강 후 재 용 부 시편을

380±10℃ 조사온도에서 1~4x10
19
n/cm

2
의 조사량까지 조사시키는 것이다.캡슐에는

Mod.9Cr-1Mo재질의 모재,용 부로 구성된 충격시편 37개,소형인장시편 30개와

모재,용 부,HAZ(heat-affectedzone)로 구성된 경도시편 6개 등 총 73개의 시편

이 장입된다.시편은 캡슐의 handling과 열계산을 단순화하기 해 유사한 재질의

spacers를 가진 직육면체 형상으로 Al열매체에 삽입되어 있다.그림 3.5.6은 캡슐

각 단의 시편 모습을 보여 다.1단에는 인장,충격,경도 시편이 함께 장입되며

2～5단에는 모재와 용 부의 충격시편만 장입되어 있다.

캡슐 장 으로 인한 핵 특성 분석을 한 조사조건은 다음과 같다.

-노심 조건

.IR1에 FTLIPS가 장 된 하나로 평형 노심

.원자로 출력:30MW

.제어 치:주기 350mm,주기 평균 450mm,주기 말 550mm

.캡슐 장 치:OR5

-캡슐 련 사항

.열매체 내부 빈 구멍:직경 10mm

.시편:재질 90Fe-9Cr-1Mo, 도 7.86g/cc,10x10x114mm의 사각 바

.모든 부품 간의 간격:0.1mm

MCNP코드를 이용하여 제어 치 450mm에 하여 임계도값을 계산하고 반

응도 효과를 산출하 다.OR5공에 장 될 때는 -0.8mk의 반응도 효과가 나타났다.

이 값은 하나로 운 기술지침서의 제한조건[+12.5mk이내]을 만족시켜 조사시험의

안 성이 확인되었다.조사량을 측하기 한 성자 에 지는 0.1 1.0MeV 이

상으로 구분하 다.조사기간 동안에 평균 제어 치를 450mm로 가정하여 시편

치의 고속 성자속을 계산하 다. 성자속은 1.27～4.90×10
13
(n/cm

2
)

(E>0.1MeV) 0.52～2.07×10
13
(n/cm

2
)범 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시편에서의

발열량은 그림 3.5.7에 나타난 것과 같다.

10M-15K캡슐의 기본 구조는 OR공에서 조사시험한 08M-09K계장캡슐을 참고

하여 설계되었다.캡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외통 :STS316L,외/내부 직경 56/52mm

-열매체 :Al1050

-시편 :Modified(9Mo-1Cr)RPVsteel

-시험공 조사기간 :하나로 30MW OR5공,28일(1cycle)조사

-조사량 :2～4x10
19
n/cm

2
(E>1.0MeV)

캡슐 내부 구조는 여러 종류의 시편을 담아두는 5단의 열매체로 구분되고 열매

체 외부에는 독립 으로 동작되는 히터가 감겨있다.조사시험 에 시편의 온도를

측정하기 해 14개의 열 가 설치되어 있다.시편의 온도는 시편에서의 핵발열

량 뿐 아니라 열매체 주 의 히터와 캡슐 내부 빈 공간에 채워진 헬륨가스 압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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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정해진다.캡슐 온도는 ANSYScode에 의해 계산되었다.노심에서 수직 치

에 따라 핵발열량이 변하기 때문에 치별 갭조정은 시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하기 해 매우 요하며 GENGTC코드에 의해 계산되었다.

나.VHTR재료 조사시험

(1)캡슐의 건 성 안 성해석

일반 으로 냉각수와 하는 캡슐 부 의 재질은 성자 조사 환경에서 사용

하는 동안 속학 건 성을 유지해야 하고,이러한 에서 캡슐 피복 인

STS316steel의 경우,약 1.0x10
22
n/cm

2
의(E>1.0MeV)사용 제한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1.60～4.40x10
19
n/cm

2
의(E>1.0MeV)범 에서 조사시험될

10M-15K캡슐 재질은 조사시험 기간동안 성자 조사에 하여 건 성을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단된다.한편 무계장캡슐의 경우 하나로 22MW 출력에서 약 140

일간 조사시험된 사례도 있으므로 10M-15K 캡슐의 조사 건 성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단된다.

캡슐의 시편들은 약 380℃에서 유지될 것이며,주변 열매체 부 한 380℃ 이

하로 유지될 것이므로 충분히 안 할 것으로 단된다.한편 기치 않은 온도 상

승시에도 제어 시편온도가 420℃를 과하면 경고가 발생되어 응처리가 수행되

고,450℃에서의 비상처리 단계를 거쳐 500℃를 넘을 경우,원자로를 정지하는 차

에 따라 조사시험을 수행할 정이므로 캡슐 각부의 온도는 최 500℃를 넘지 않

도록 유지될 것이다.

(2)하나로 조사시험

10M-15K 캡슐은 2011년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71주기)30MW 원자로 출

력의 OR5조사공에 설치되어 753MWD(25.1일)동안 조사시험되었다.시편의 조사온

도는 캡슐 내 He진공도를 약 20torr정도로 유지하여 이용자 요구조건인 380±1

0℃ 범 로 유지되었다.조사시험 시 캡슐 각단의 시편온도는 그림 3.5.8과 같이 변

화하 다.시험 기간 캡슐 내 시편의 온도는 상부 1,2,3단의 경우 차 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 고,하부 4,5단의 경우 하락하는 경향이 일부 있다.

그림 3.5.9는 각단 시편의 성자 조사량을 시편 치별로 나타낸 것이다.캡슐

내 시편은 0.1MeV이상의 1.50x1013～ 4.06x1013n/cm2/sec의 고속 성자 flux조사

조건에서 25.1일 조사시험 후에는 2.75x1019～1.01x1020n/cm2의 고속 성자 조사량

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 1.0MeV 이상의 6.40x10
12
～ 1.72x10

13

n/cm
2
/sec의 고속 성자 flux조사조건에서 25.1일 조사시험 후에는 1.12x10

19
～

4.40x1019n/cm2의 고속 성자 조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0.1MeV 이상의

고속 성자 조사량 최 값은 노심 심 부근(0.5& -5.2cm/3단)에서 나타났으며,

1.0MeV 이상의 고속 성자 조사량 최 값은 노심 심 부근(-11.9cm/4단 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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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났다

3.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용 요소기술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술 기 연구[3.5.4]를 시작으

로 차세 원자력시스템의 하나인 고온가스원자로(VHTR; Very High

TemperatureReactor)를 개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VHTR핵연료인 피복입자 핵연

료(TRISO)를 개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연구로인 하나로에서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은 하나로 노심 OR조사공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조

사장치를 개발하고 있다.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장치 시험핵연료 집합체의

설계는 개발되어 활용 인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의 설계를 기반으로 하 다.먼

노외시험용 조사장치를 설계/제작하여 노외시험 시설에서 하나로 유동 조건에

서 압력강하시험,내구성시험,진동시험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사시험장치의 합성

을 확인하여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의 설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가.VHTR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노외시험용)상세설계 제작

국내에서는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수행한 경험이 없으며,고온가스냉각

로의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 노내성능 황과 각국의 피복입자 핵연료 조

사시험 계획 황을 분석하고,하나로를 이용한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 비

타당성을 분석한 바 있다[3.5.5].이에 따라 도출한 하나로에서 피복입자 핵연료 조

사시험을 한 조사장치의 개념설계를 참조하여 노외시험용 조사장치를 그림 3.5.10

과 같이 설계하고 제작하 다.이 조사장치의 조립사진은 그림 3.5.11과 같다.이 장

치에 한 압력강하 시험 결과 하나로 OR조사공에서의 요구조건(냉각수 유량 12.7

kg/s이하에서 200kPa이상의 압력강하)을 만족하 다.그리고 진동측정 결과도

진동 제한 조건 300μm 이하를 만족하 다.

나.VHTR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노외시험용)설계 개선

재까지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을 이용한 경수로용 신형핵연료를 비롯

한 부분의 핵연료를 하나로 노심 OR4조사공에서 guidetube를 사용하여 조사시

험을 수행하 다.이 경우 topguidespring의 개수는 6개 이다.Guidetube를 사용

하는 이유는 OR조사공에서 유체유발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topguidespring에 의

한 하나로 반사체 구역에 있는 OR조사공의 내벽(zircaloy-4튜 ,두게 1.25mm)의

마모를 방지하여 OR 조사공을 보호하는 것이다.OR 조사공의 내벽은 산화처리가

되어 있다.OR조사공 튜 상부는 하나로 노심의 반사체(두게 약 1인치)상부에



- 127 -

용 되어 있다.이에 guidetube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하여 러그형 캡슐이

개발된 바가 있으나 실제 핵연료 조사시험에는 활용하지 않았다[3.5.6].그리고

guidetube를 사용하지 않고 topspring을 6개에서 3개로 이는 방안을 검토하

다.이에 따라 2종의 topguide를 설계하여 제작하 다.

조사장치의 grapplehead부분의 설계를 변경하여 조립한 장치들은 그림 3.5.12

그림 3.5.13과 같다.이와 같이 설계를 변경한 것은 그림 3.5.11과 같은 장치는

하나로 노심의 OR조사공에 guidetube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OR조사공의 활

용에 제한성이 있다.이에 하나로 반사체 역에 있는 OR조사공 내벽을 보호하고

OR조사공의 활용성을 높이기 해 plug형과 3springs형을 그림 3.5.12 그림

3.5.13과 같이 압력강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조사장치의 grapplehead부분을 설

계 변경 제작하여 재 내구성 실험과 진동측정을 진행하 다.

다.VHTR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 노외시험

앞에서 기술한 3종의 topguide가 부착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에 해 단

일채 시험루 에서 유량에 따른 압력강하를 확인하고(표 3.5.2참조),110%의 유량

에서 약 20일동안 내구성시험을 수행하면서 조사장치의 상부에 있는 grapplehead

의 진동을 측정하 다.조사장치의 grapplehead상부의 3종류의 설계(안)모두 그

림 3.5.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강하 요건(12.7kg/s이하에서 200kPa이상의 압

력강하)을 만족하 다.그림 3.5.15와 16에 남-북 방향 동-서 방향으로의 진동변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3종의 grapplehead부분에 한 진동변 를 순차 으

로 측정하 다.측정은 250 이상 수행되었고,측정 주기는 0.1 이다.3가지 고정

방법에 따른 측정된 진동변 는 비교 쉽게 비교될 수 있었는데,그림 3.5.15와 16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lug형 방법을 사용했을 때 진동변 가 가장 작게 나타났

고,3spring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진동변 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표 3.5.3에는

CPF조사장치의 측정된 최 ,최소,RMS진동변 를 upperstopper고정 방법별로

나타내었다.표 3.5.3에서 정량 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plug형,guidetube형 (6

springs),3springs방법을 사용한 경우 순으로 진동변 가 작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진동측정 결과 3설계(안)모두 그림 3.5.15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μm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나, 러그형이 가장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3종

의 3종의 topguide에 한 내구성시험기간은 표 3.5.4과 같다.내구성시험후 육안

찰 결과,조사장치의 각 부품별로는 특이한 마모 흔 이 발견되지 않았다.다만,

러그형 조사장치에서 반사체 상부 역과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마모흔 이

발견되었다(그림 3.5.17참조).마모흔 이 별견된 부분의 재료는 Al6061로 하나로

반사체 모사 재료인 stainlesssteel과 실제 하나로 반사체 재료인 zircaloy-4재료보

다 연질 재료이기 때문에 유체유발 진동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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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FR용 액체열매체 조사장치 기술개발 설계

가.SFR용 액체열매체 활용 고온조사장치 기술개발 설계

(1)캡슐 개념설계 개선

차세 원자로재료에 한 고온조사시험을 수행하기 하여 새로운 개념의 고온

재료조사 시험용 캡슐에 한 연구개발이 진행 에 있다.특히 액체 열매체인

LBE(LeadBismuthEutectic,Pb44.5w/oBi55.5w/o)를 활용한 캡슐의 설계개념은

추후 하나로에서 조사시험 수행시 온도제어와 안 성을 감안하여 2 방호개념인

doublecontainmentconcept[3.5.7]을 채용하 다.설계된 모컵의 주요 구성은 단면

을 보았을 때 시편의 열원을 모사한 히터,열매체인 LBE,LBE용기와 외부용기로

되었다.조사시험 열원이 되는 시료를 모사한 히터는 열 특성시험 후 시험결과

해석과 시편의 온도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캡슐 모컵의 앙에 배치되도록

설계 개념을 택하 다.

LBE합 을 활용한 조사장치의 설계개선은 크게 2차에 걸친 열 달 특성시험과

성자 래디오그래피를 이용한 비 괴검사 결과[3.5.8]을 토 로 하여 캡슐 모컵의

기하학 구조설계 개선이 이루어졌다.특히 일차로 LBE의 액화 응고 시에 일

어나는 체 변화를 고려하여 열매체 용기 두께를 2배로 크게 하 고 LBE용기와

외통간의 갭(gap)에는 와이어 형태(wiretype)의 스페이스를 부착하여 가능한 갭의

함몰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계 인 안 성을 보완하 다. 한 이용자 에서 다

양한 크기의 시편 즉 열원으로 작용하는 시편들을 수용함으로서 캡슐 모컵의 이용

도를 높이고자 하 다.개선된 설계 개념에 한 단면도는 그림 3.5.18과 같다.

(2)열 해석 결과 고찰

캡슐 모컵의 설계재원에 한 최 화를 하여 일련의 ANSYS코드로 열 해석

을 수행하 다.캡슐내부에 3가지의 서로 다른 열원으로 작용하는 시편을 고려한

열 해석 분석 모델은 주요 구성품인 캡슐 외통,액체 열매체인 LBE LBE용기,

시편 시편용기를 고려하여 그림 3.5.18-20과 같이 시편부의 단면을 볼 때 120
o

간격으로 19mm의 원형 히터 3개가 심부에 배치된 모양이며,열 해석에 사용된

주재료의 온도에 따른 열 도 등의 물성은 참고문헌[3.5.9]을 참조하 고 LBE 역

은 열 도만을 고려하 다.그림 3.5.19는 새로 설계된 LBE캡슐의 열 해석 결과인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이 그림에서 (a)와 (b)는 캡슐 단면 에서 열원이 있

는 경우( 심에서 45̊ 방향)와 없는 곳( 심에서 0̊ 방향)에서 원주방향으로의 온도

분포 특성을 보기 하여 편의상 나 어 도시한 것이다.

새로 설계된 캡슐의 반경방향에서의 온도 분포는 그림 3.5.21과 같으며 고체열매

체를 사용한 경우보다 심부에서 LBE용기까지의 온도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한 LBE용기와 외통간의 갭(gap)이 있는 역에서의 온도분포는 표 형 재료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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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에서의 경우와 같이 격한 온도 감소를 보이고 있다.캡슐 내의 최 온도는

858
o
C로 시편부(열원)에서 측되었고,이는 열원이 큰 열 속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 동일시편 내에서의 온도 차이는 26
o
C정도로 고체열매체를 이용할

경우보다 매우 작은 차이를 보 다.이러한 추세는 LBE가 양호한 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3.5.10].그림 3.5.22는 열원 즉 히터 출력의 크기에

따른 계산된 온도결과를 보이고 있다.사용한 모델에 설치된 히터 출력의 크기를

100%까지 단계 으로 증가시킴에 따른 시편의 온도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캡슐 모컵의 설계/제작

새로운 개념을 갖는 캡슐의 설계는 하나로 조사공 주변 환경에 미치는 향

을 고려하여 이루어졌고,설계특성 악과 노외 검증시험을 하여 LBE캡슐 모컵

(11M-01K)을 제작하 다.특히 하나로 가동 주변 설비와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

도록 제작하 다.

캡슐에는 LBE용기의 두께는 두 배로 하 고 LBE용기와 외통간의 갭은 변형

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와이어 형태의 스페이서(spacer)를 설치하 다. 치별 구성

부품들에 한 온도제어 측정을 한 총 14개(3개의 서로 다른 높이에서 히터

표면,LBE,LBE용기내부 온도와 캡슐 본체 표면온도 측정에 총 12개,냉각수 온

도 1개,본체 상부 온도측정에 1개)의 열 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 다.사용한 열 는 온도기술 센테크사 제품 k-type으로 열 3

개가 1set로 구성된 열 (3.2∅)를 본체 상․ ․하단에 설치하고 한 1개의

열 (1.0∅)는 본체 표면에 설치하고,냉각수 온도 측정을 하여 열 (6.35∅

x120mm depth)를 설치하 다. 아울러 이용자 요구조건인 온도제어를 효율 으로

하기 한 캡슐 외통과 LBE용기 사이에 환형의 갭을 두고 이 갭에서 가스압력,유

량 등을 조 하도록 하 다.이는 조사 LBE용기 손 여부를 효과 으로 감지

하고 시간에 따라 하나로 출력 변화를 비하여 시료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가스를 흘려주는 방식을 채택하 다. 한 LBE는 상온에서는 고체이나 조사 에

는 액체 상태로 바 어 (녹는 126℃)조사시험 용기의 구조안 성을 감안하여

80%만 넣었고 20% 체 에 해당하는 Plenum Space에는 고 순도의 He가스를 넣

었다.설계된 모컵의 총 길이는 로드 (rodtip)하단에서 보호 상단까지 5917

mm이며,보호 의 재질은 STS304,로드 (rodtip)은 Zircaloy-4,상․하부 스토퍼

는 STS304이고,본체는 외경이 56mm 이고 길이가 1173mm,LBE충진(5.4kg)은

본체 하단에서 300mm 떨어진 곳부터 675mm 충진이 되었다.

나.액체열매체 활용 고온 조사장치 모컵 제작 열특성시험

액체 열매체 LBE를 이용한 캡슐모컵,11M-01K의 열 특성시험은 (1)열원의 크

기에 따른 모컵의 열 특성,(2)축방향 원주방향의 온도 분포특성,(3)온도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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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여 설치한 열매체용기와 외통간의 갭에 He Ne가스의 혼합비에 따른 온

도특성 확인을 하여 4차에 걸쳐 수행되었다.시험조건의 결정은 일련의 열 해석

결과와 종 에 수행하 던 열 특성 시험 결과에 근거로 하여 표 3.5.5와 같이 결정

하 다.시험 측정된 최 온도는 히터 출력 10.6kW에서,캡슐 내외통간의 갭에

100% Ne가스를 흘려주었을 때 측정된 온도인 743.3℃ 이었다.

(1)히터 출력에 따른 온도의존성

그림 3.5.23은 히터 출력이 에서 10.6kw까지 증가시킴에 따른 온도변화 추이

를 나타낸 결과이며,특히 캡슐의 상․ ․하단부 부 별 온도 측정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한 종 의 시험 결과도 함께 도시하여 열 유속이 시편의 온도에 미치는

향도 평가하 다.이 결과로부터 히터출력 증가에 따른 11M-01K캡슐 모컵의 온

도는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하 다.그러나 비교 출력이 낮은 역(6kW이하)에서

는 온도증가는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히터출력이 큰 경우,즉

6kW이상에서는 다소 선형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측되었다.이러한 상은

추후 충분한 열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를 확인한 후 온도를 측정하여야 함을 의미

한다.특히 캡슐 본체 상․ ․하단에서의 온도 차는 거의 무시할 수 있으며 100%

Ne가스를 흘리면서,히터출력이 10.6kW에서 최 오차가 7.7% 정도이었다.지난

번 수행한 09M-01K 캡슐에 한 열 특성시험 결과와 비교할 때 즉 열원이 1개인

모델(09M-01K)에 비해 3개의 열원이 있는 모델(11M-01K)이 온도 상승률이 작게

측되었다.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은 추후 이용자 요구 조건 하나인 온도 제어능

력이 다소 높을 것으로 단된다.

(2)혼합가스비에 따른 온도의존성

신개념의 모컵에는 조사시험 에 이용자 요구온도를 만족시키기 한 방안으로

열 도특성이 큰 He가스와 열 도 특성이 나쁜 Ne가스를 하게 혼합하여 모

컵의 온도제어를 할 수 있는 온도제어기법을 도입하 다.그러므로 가스혼합비

(He/Negasratio)가 시편의 온도에 미치는 향 악은 매우 요하며 이를 평가

하기 한 가스 비는 5가지 즉 100% He, 75%He-25%Ne, 50%He-50%Ne,

25%He-75%Ne,100%Ne로 선정하여 시험에 임하 다.그림 3.5.24는 히터출력이

일정할 때 즉 6,9,10kw 일 때 5가지의 서로 다른 혼합가스를 흘려주며 측정한

온도를 롯(plot)한 표 인 실험결과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히터출력이

9kW에서 혼합 가스 비(He/Negasratio)만을 조 하여도 최 260°C조 가능함

이 확인되었다.이는 100% He가스만 흘려주었을 때 479°C이던 온도가 100% Ne

가스로 바꾸어 흘려 때 최 743°C를 보이고 있음이다.이러한 상은 그림에서

와 같이 지난번 시험한 열원이 하나인 09M-01K 캡슐보다 열 유속이 증가한

11M-01K 캡슐이 온도 제어 폭이 조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 열원이 1개인

모델에 비해 3개의 열원이 있는 모델이 혼합 가스 비(He/Neratio)에 따른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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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능력도 크고,선형 으로 조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3)시험온도와 해석온도의 비교

그림 3.5.25는 히터출력 6.1kW,100% He유속 50cc/min조건하에서 열 특성

시험 측정한 온도결과와 ANSYS코드를 이용하여 해석한 온도를 원주방향으로

의 도시한 온도분포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요한 측사실은 시험온도와 해석온

도가 서로 잘 일치하고 있으며,최 4% 이내에 있다.이러한 결과로 보아 하나로

에서 수행될 조사시험용 캡슐의 열 특성을 ANSYS코드를 이용하여 측 평가하여

도 별 문제가 없으며,이를 근거로 캡슐설계변수들을 결정하여도 이용자 요구조건

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5.SFR핵연료 온도 측정 요소기술 개념설계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SFR핵연료 계장 조사시험 시 계장 캡슐에 설치된

온도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한 개념설계를 하 다.모니터링

되는 계장리그의 계장센서로부터 출력되는 핵연료 심온도는 설정된 샘 링 시간

에 따라 실시간으로 측정된다.센서로 부터의 출력값이 DAS으로 연결되고 한

DAS은 RS-232C 인터페이스로 앙감시 PC와 연결된다.연결된 앙감시 PC에

서는 3D의 GUI방식에 의해 사용자가 편리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발된 계장 조

사시험용 용 Windows모니터링 소 트웨어가 운용된다.기본 인 특징으로 설정

된 샘 링 시간마다 각 변수의 RealtimeTrend표시 HistoricalTrend표시,화

면 출력 데이터 출력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한 조사시험 계장센서의 값

은 데이터 일로써 장할 수 있는데, 장된 일은 off-line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Off-line데이터 분석기능은 모든 데이터와 개별 데이터 값을

Trend표시뿐만 아니라 엑셀과 데이터 링크를 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그리고

조사시험이 수행되는 장에 설치되는 앙 감시용 로그램으로 원격지로부터 데

이터 요구시 LAN을 통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갖고 있도록 한다

(그림 3.5.26).이상과 같이 원격지 모니터링 기능 외에 근무시간외 휴일에도 설

정된 시간마다 설정된 개인 휴 폰으로 측정 데이터를 송시켜 모니터링하는 기능

(그림 3.5.27)을 부가하 다. 송되는 데이터는 정상 측정데이터 뿐 만 아니라 설정

된 경보값에 이 측정되면 즉시 휴 폰으로 경보값을 송하게 하여 사용자가 편리

하게 활용할 수 있다.이와 같은 개념을 갖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SMART증기발생

기 열 재료 캡슐 조사시험과 SFR 무계장 캡슐 노외 내구성 실험에 응용되어

성공 으로 활용되었다.

6.조사시험 이 용 조건 조사 용 성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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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시편 비 실험장치

이버 이 용 기를 이용하는 이 용 실험은 Zircaloy-4튜 용 의 비

드 형상(beaddimension)의 찰과 용 깊이가 조사 비교되었다.본 실험에서 사용

한 시편은 외경 10mm,두께 0.5mm의 Zircaloy-4피복 (claddingtube)와 단마

개(endcap)이며,이때 사용한 이 는 IPG사의 150W 펄스형 이버 이 이

며 모델은 YLR-150/1500-QCW-AC이다.

나.Zircaloy-4용 시편의 비드 찰 용 단면 조사

본 실험에는 송용 학계를 이용한 beadonplate형태의 튜 용 시편에

한 비드 표면을 알아보기 해 수행하 다.그림 3.5.28(좌)는 펄스폭 10ms,반복율

5pps, 이 출력 150W(laserpower100%)로 하 을 때 Zircaloy-4 단마개 용

부의 비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이때 He보호가스의 유량은 90리터/분,용 속

도는 2rpm으로 하 다.용 실험 결과에서는 비드 폭이 1.0-1.1mm 내에서 보여주

고 있으며,비드 모양은 체로 매끄럽게 나타났다.그림 3.5.28(우)는 Zircaloy-4튜

용 의 외 찰 후 용 시편을 단하여 상단 단마개와 하단 단마개 부분

의 용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여기서 단마개와 피복 사이의 용입(penetration

depth)은 1.09-1.3mm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으며,피복 의 두께보다 2배 이상

보여주고 있었음.

7.조사시험 속연료심 용 조건 조사 용 성능 검사

가.SFR조사시험 속연료 용

그림 3.5.29와 30은 SFR 조사시험 속연료 으로 이 피복 구조를 갖는다.

연료 재료는 STS합 이므로 단마개와 피복 을 용 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나.SFR연료 핀홀 용 수행 시편 분석

조사시험용 연료 내부 압력을 사용자가 요구할 시 He가스로 이용하여 가압

하여야 한다.이 때문에 연료 내부압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2차 용 에서 연료

내부의 가스 팽창에 의한 터짐 상이 나타남으로 조사연료 제작 시 핀 홀

(pin-hole)용 이 필수 이다.실제로 용 실험의 차를 요약하면 먼 단마개

를 weldheadtorch를 이용하여 회 용 한 다음,EF/PFendplug를 weldhead

torch로 회 용 하고,마지막으로 핀홀용 용가재를 삽입하여 weldheadtorch에

고정시켜 용 하게 된다.이때 사용된 각각의 주요 작업조건은 압력 3bar,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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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amp,0.4sec.이며,이때 핀홀 용 부의 사진은 그림 3.5.31과 같다.그리고 용

실험 후 각 시편의 육안검사는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SFR핵연료 내압측정 요소기술 개념설계

SFR핵연료 의 재질은 STSAlloy이므로 개발된 압력측정용 LVDT를 장착하

기가 용이하다.단지 LVDT의 하단 Endcap은 속 연료심과 조립되기 해서 설계

변경되어야 한다.그림 3.5.32는 이 연료 으로 구성된 SFR핵연료 의 단마개

상부에 내압 측정용 LVDT가 장착된 개념도이다.내부 단마개와 연결된 내압 연

결 튜 는 LVDT와 연결되어 내압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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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성자조사에 의한 력기기용 도체 요소기술

개발

1. 도체 제조 조사 자기 특성 평가

MgB2의 도체가 발견된 후에[3.6.1],고 효율 이면서도 실용 인 선재의 생

산을 한 개발이 연구되고 있는데,이러한 연구는 가격화 그리고 더 높은 임계

온도(Tc)와 도성을 향상 시키는 데 있어서 강한 결합을 가지는 물질의 개발이

라 할 것이다.아직 MgB2가 도 특성,특히 류 도가 기존의 상용선재인

NbTi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여러 가지 물리,화학 방법으로 물성을 높이는 노

력을 경주하고 있다. 도체의 품질은 도성에 향을 주는 요한 변수

하나인데 입자 크기와 결합력의 향 그리고 분말의 순도는,MgB2의 임계 류 도

(Jc)에 큰 향을 끼치며,소결온도와 이러한 열처리 시의 지속시간 한 Jc에 강한

향을 끼친다.그러므로 이러한 상은 공정에 필요한 분말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신 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MgB2벌크의 Tc와 Jc에서의 열처리 온도와 Mg와 B

분말에 의한 향을 연구하 다. 성자 조사연구는 1차년에는 소형시편에 해 수

행하기로 했다.시편은 분말을 반응시켜 만든 소결 팰렛을 사용하게 되면 시편에서

수 mm 정도 크기의 시편을 잘라내어 자기측정을 하게 된다.

가.Mg분말의 향

본 연구에 사용된 분말은 44㎛,12～17㎛,4～6㎛ 크기의 3가지 Mg분말과,9

5～97%의 순도,<1㎛ 크기의 B분말이 사용되었다.각각 Mg분말은 B분말과 함

께 아래의 표 3.6.1과 같이 섞어 총 3가지의 MgB2화합물을 비하 다.이 게

비된 3가지의 분말은 200oC/h승온 속도로 600oC,700oC,850oC에서 30분간 열처리

하 다.

그림 3.6.1과 그림 3.6.2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Mg분말과 B분말의 XRD 결과

와,SEM 결과를 나타내는데,TangshanWeihao회사의 Mg분말은 SEM 결과에서

나타내듯이 둥근 입자 모양을 나타내는 반면에,AlfaAesar회사의 Mg분말은 불

규칙 인 입자 모양을 나타내며,TangshanWeihao회사의 B 분말은 반 결정성

(Semi-crystalline)을 나타낸다.고품 의 분말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분말을 95-97%의 품 분말을 사용하 다.

그림 3.6.3은 앞에서 언 한 열처리 조건으로 열처리 후의 W5,W6,W7에 해당

하는 3가지 시편(표 3.6.1참조)의 XRD 결과를 나타낸다.이 결과에 따르면 600oC

열처리 후의 시편과 700oC열처리 후의 시편에서 MgO와 반응하지 않은 Mg가 남

아 있음을 알 수 있다.MgO는 분말 에 포함된 산소와 Mg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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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상 생성을 열처리 분 기 조 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만 MgO가

완 히 없는 시편을 제조하기는 어렵다.Mg이 잔류하는 이유는 반응이 균일하지

않거나 조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면 열처리 시간을 길게 하면 잔류량을

일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자성장이 일어나서 류 도를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합

성조건을 정화하여야 한다.

각 시편에 한 SEM 이미지를 찰한 결과,낮은 열처리 온도에서 좀 더 균일

한 코어의 형상을 찰 할 수 있고,기공 한 낮은 온도에서 어듦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러한 균일성의 증가는 도체 역의 증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이

런 상은 Jc가 높아지게 된다. 한,본 실험에서 사용된 Mg분말의 크기가 작은

크기일수록 Jc값이 높았다.

나.Boron분말의 향

각각 서로 다른 순도와,서로 다른 입자 크기를 가지는 5가지 형태의 B분말을

비 하 고,각각의 B분말은 한 가지 Mg분말(44μm)과 함께 섞어서 벌크를 만

든 후에 진공 유리 안에서 700oC,800oC에서 30분간 열처리 하 다.아래의 표

3.6.2는 이 게 만들어진 5가지 MgB2를 나열하 다.

2. 성자 조사

성자 조사 시편은 의 합성조건에서 최 화된 조건으로 제작한 직경 2cm 시

편에서 자화율을 측정할 수 있는 크기의 시편을 분리해 냈다. 도 특성에 한

성자 효과를 보고자 비된 시편 10개에 해 자화율 측정을 하 고, 성자 조

사 후에 각 시편에 해 다시 자화율을 측정하 다. 성자조사 /후의 자화율 측

정은 탁기 인 경북 학에서 맡아서 수행하 으며,자세한 결과는 탁기 연구

결과에서 설명이 될 것이다.기존에 MgB2에 한 자화율 결과는 열 성자가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자 조사선량 1016-1017n/cm2에서 최 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그림 3.6.4는 성자 조사 /후의 도 이온도

와 류 도의 변화(5K와 20K)를 보여 다. 도 이온도는 성자 조사 후에

37K에서 38K로 1도 상승하 다. 류 도는 측정온도 5K에서 측정한 자력범 에서

체 으로 감소하 으며 20K에서는 자장에서는 성자 조사후 시편의 류 도

가 4T 이하의 자장에서는 낮지만 4T 이상에서는 cross-over가 찰된다. 성자

조사에 의한 MgB2의 임계 류 도 향상은 특정 자장 역에서 얻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자장향상에 한 기구와 련이 있다. 성자 조사에 의한 결함은 공

공(vacancy)이나 공공의 집합체(cluster)가 된다.이들 결함과 임계 류 도의 계

를 이해하려면 조사 /후 미세조직에 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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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ulk 도체 시제품 성자 조사기술 검토

도 물질 에 YBCO와 MgB2를 선정해서 성자 조사시험을 실시하 다.두

재료를 조사한 다음 방사선량이 기 이하로 감소하는 수 까지 일정기간을 기다렸

으나 YBCO의 경우는 방사선량이 떨어지지 않는 장수명 핵종의 생성으로 인해 재

료 물성을 측정할 수 없었다.반면 MgB2의 경우는 조사 선상이 은 일부의 시편

을 꺼내어 도 특성을 측정할 수 있었다.MgB2시편 에서도 조사선량이 1018

n/cm
2
이상인 시료의 경우는 장수명 핵종의 존재로 인해 시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었다.일부 시편에 한 자화율 측정 결과로부터 성자 조사로 인해 도체

내부에 결함이 생겨 이 결함에 의한 럭스 피닝 효과가 찰이 되었다. 성자 조

사에 의한 럭스 피닝 효과는 고 자장에서 찰이 되었고, 자장에서는 오히려

류 도가 감소하 다.재료 내에 생성된 미세결함은 그 종류에 따라서 자력을 속

박할 수 있는 자장의 범 가 다를 수 있다. 를 들어 격자공공과 층결함, ,

화학조성 등이 효과 으로 작용하는 자장의 범 가 다를 수 있다.이미 다른 연구

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본 실험에서도 성자조사를 하면 장에서는 류 도가

감소하고 고자장에서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4.Bulk 도체 시제품 제조 성자 조사

가. 성자 조사용 MgB2 도체의 제조

마그네슘과 보론 분말을 사용하여 MgB2 도체를 분말 반응법으로 제조하

다.MgB2에 탄소가 첨가된 도체를 선택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 다.MgB2

도 특성을 향상시키는 요한 방법 의 하나는 높은 반응성을 갖는 C 첨가제의

개발이다[3.6.2∼3.6.7].본 연구에서는 리세린 (C3H8O3)을 탄소소스로 사용하 다

[3.6.8]. 리세린은 음식물이나 의약품에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독성이 없다.

상온에서 액체형태의 C소스로서 약 40℃의 낮은 온도에서 B분말과 성이 좋

고 고체 탄소나 탄소화합물을 첨가제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나노 입자들의 뭉

침(agglomeration)거동을 피할 수 있다.

작은 결정립(grain)을 갖는 MgB2 도는 높은 결정립계 도의 fluxpinning

center를 갖게되어 임계 특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3.6.9].기계 링은 기

원료 물질을 정련(refine)하여 작은 결정립,반응성 향상 그리고 도 특성을 향상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이 링 연구는 마그네슘(Mg)와 Mg+보론(B)의 링형

태로서[3.6.10∼3.6.12]Mg은 링 과정 쉽게 산화된다는 단 을 갖고 있다.최근

B분말의 볼 링이 MgB2의 임계 류 도(Jc)를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것으로 보

고하 다[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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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조사용 시편의 제조

원료로 마그네슘(99.7%,4-6µm,Tangshan Weihao Magnesium PowderCo.

Ltd.,China)과 보론(95-97%,<1µm,TangshanWeihaoMagnesium PowderCo.

Ltd.,China)분말이 사용되었다.보론분말을 분쇄하고자 톨루엔(C7H8,99.5%)용매

에 보론 분말을 넣고 2mm 지름의 ZrO2 볼을 사용하여 200rpm,2시간 동안

planetary볼 링한 다음,100
o
C진공오 에서 건조하 다. 링된 보론분말은 탄

소 소스인 리세린을 첨가하여 40℃에서 당시간 유지한 다음,200oC에서 20시간

동안 진공오 에서 건조하 다. 비된 보론 분말은 Mg:B=1:2의 비로 Mg분말과

혼합하 다.Insitu공정에 MgB2분말은 15mm 직경,1.2mm 두께로 펠렛을 제조

후 산소 getter용 Titube에 넣어 승온속도 5
o
C/min로 900

o
C까지 가열하여,30분

간 고순도 Ar분 기 하에서 열처리 되었다.

분말 x-선 회 법(XRD)으로 합성 후의 상,결정구조를 분석하 으며 Jade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refine하 다.미세구조는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을 이용하여 찰하 다.자기 임계 류 특성은 최 자기

장 9T의 physicalpropertiesmeasurementsystem(PPMS,Quantum Design)을 사

용하여 측정하 다.자기 임계 류 도 측정은 5K,20K의 온도에서 직육면체 시편

의 길이 방향에 평행하게 자기장을 가하면서 측정하 다.자기 임계 류 도는

Beancriticalmodel을 사용하여 자화 루 의 높이(△M)로 부터 계산되었다.자기장

을 8.5T까지 변화시키며 자기모멘트를 측정하 으며 이로부터 임계 류 도로 환

산하 다. 이 임계온도(transportTc)는 PPMS를 사용한 4단자법에 의해 0T,

항(R)-온도(T)곡선에서 항변화의 간지 온도로 정의하 다.

다. 성자 조사 선량변화에 따른 자기 특성연구

그림 3.6.5는 여러 B분말에 따른 MgB2샘 의 이 임계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As-receivedB를 사용한 경우,37.4K의 Tc를 보여 주었다. 링 는 리

세린 첨가에 따라 Tc의 감소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이는 반가폭 증가에서 언 한

결정성의 악화로 설명할 수 있다.“샘 4”의 경우 Tc는 링된 B분말의 더 활발

한 C치환으로 인하여 35.1K으로 어들었다.

그림 3.6.6은 여러 B분말을 사용하여 900oC,30분간 열처리한 MgB2샘 의 자

기 임계 류 도 특성을 보여 다.단지 링된 B분말을 사용한 “샘 3”의 경우,

계산된 결정립 크기와 FE-SEM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결정립계의 증가로 Jc는 증

가하 다.반면, 리세린 첨가된 샘 은 B자리에 치환된 C에 의한 격자왜곡 는

스트 인을 갖게 된다.“샘 4”의 경우 disorder의 증가와 결정립 크기 감소의 동

시 효과로 인하여 5K,8T에서 1.27×104A cm-2의 높은 Jc를 보이게 된다.이는 아

무 처리되지 않은 순수 B분말을 사용한 MgB2샘 에 비교해 보았을 때 효과 인



- 138 -

Jc증가를 보여 다.

라. 성자 조사결과

1016～1018n/cm2의 성자속의 조건에서 조사한 시편에 해 자기 특성을 수

행하 다.표 3.6.3은 성자 조사에 사용된 시편의 물리 인 특성표로,각 시편의

조성과 무게,크기, 도를 나타낸다.1x10
17
,7x10

17
,3x10

18
n/cm

2
의 3조건을

선택해서 성자 조사실험을 수행하 다.사용된 시편은 1차년에 조사된 조성과 동

일한 MgB2와 MgB2에 탄소를 첨가하여 류 도를 높인 C-dopedMgB2이다.

성자 조사 후 조사시 의 자기 특성을 측정하려 했으나 시편의 방사선량이

높아 시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었다.코발트와 같은 장수명 핵종이 찰되었는데

그 생성원인을 추 하기 해 원료분말인 보론과 마그네슘에 각각 성자를 조사한

다음 생성되는 핵종을 분석 이다.장 수명 핵종의 생성은 원료분말에 포함된 불

순물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보론과 마그네슘 에서 마그네슘이 성자 조

사에 의해 코발트가 생성되는 것을 단되었다.표 3.6.4는 원료분말인 마그네슘에

함유된 불순물의 종류와 함량을 나타낸 표로,마그네슘 분말의 순도는 99%이며 불

순물 에 철이 0.05%이다.규소와 알루미늄이 있지만 철보다 함량이 상 으로

작다. 재로는 불순물 철 성분에 의해 장수명 핵종이 생성되는 것으로 단된

다.장수명 핵종 생성을 억재하기 한 비책으로 재 사용 인 마그네슘 분말

보다 순도가 높은 마그네슘 분말을 구입하여 MgB2를 제조하여 조사 후 물성을 측

정하려고 한다.

5.MgB2bulk 도체의 제조 성자 조사효과

성자 조사용 시료로 Y-계 단결정 도체와 MgB2분말형 도를 선택해

서 성자 조사연구를 수행하 다.1,2차년의 성자조사연구에 따르면 Y-계 단결

정형 도체는 성자 조사에 장수명 핵종이 다량 생성되어 당해연도에 물성변화

를 측정하기 어려웠다.1차년에 성자 조사한 Y-계 도체는 3차년도에 조사 후

특성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조사 도 이온도가 90K이었으나 조사 후에는

50K이하로 떨어졌다.조사에 의해 도체의 결정성이 손상되기 때문에 도

이온도는 감소한다.Y-계 도 시편의 경우는 온도감소폭이 무 크기 때문에 다

른 자기 특성을 기 하기 어렵다.반면 MgB2의 경우에는 성자조사선량에 따라

방사화 특성이 달랐고,어떤 조사선량에서는 고자기장에서 도 임계 류 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MgB2상 형성 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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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B2시편의 제조방법은 2차년 연구결과 보고서에 잘 기술되어 있다.제조온도

는 Mg의 용융 을 기 으로 선정하 다.본 실험에서는 MgB2반응 메커니즘에

한 열처리 유지시간 효과를 체계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열처리온도를 Mg의 용

융 이하인 600와 이상인 900℃에서 반응시간을 달리하여 도체를 제조하

다.

그림 3.6.7은 600℃에서 0.5～4h열처리한 MgB2의 X-ray회 결과이다.열처리

시간이 0.5h에서 4h으로 증가할수록 MgB2상분율은 증가하는 반면,Mg의 상분율

은 감소한다.특히 600℃ 0.5～2h열처리 시 주상은 미반응 Mg이다.600℃,4h에서

는 Mg의 intensity가 MgB2 보다 낮지만,열처리 시간을 더 증가시킨다면 Mg의

intensity가 상 으로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즉,600℃의 온에서 MgB2반응

이 완료되려면 장시간의 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한편 900℃ 0.5～4h

MgB2의 x-선 회 결과에서는 열처리 유지 시간에 계없이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

다.이는 900℃에서는 MgB2상 형성 반응이 충분히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900℃는 Mg의 용융 (650℃)보다 높은 온도이므로 600℃와는 달리 Mg가 녹아

용융상태가 된다.600℃에서는 Mg와 B이 고체 상태에서 반응하게 되지만 900℃에

서는 Mg용융체와 고체 B와의 반응에 의해 MgB2가 생성된다.일반 으로 액상을

통한 물질 이동은 고상에서의 그것에 비해 상 으로 높다.따라서 900℃에서

MgB2상 형성이 빠른 것은 Mg용융체에 의해 물질 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Mg용융체의 이동은 B와의 반응성을 향상시켜 MgB2상을 쉽게

생성시키므로 600℃와 달리 상 으로 단시간 내에 도 분율을 증가시킨다.뿐

만 아니라 활성화된 Mg로 인하여 산소와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 펠렛 내 MgO의

상 분율을 높인다.이는 그림 3.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열처리 /후의 겉보기 도

그림 3.6.9는 600℃ 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무게와 부피 변화율이다.부피 변

화율은 600℃에서 0.5h에서 6.6%,4h에서 9.3%로 증가하며 4h열처리한 MgB2의

부피 변화율이 가장 높다.그러나 무게 변화율은 약 -0.4～-0.9%로 부피 변화율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은 1%내의 변화율을 보인다.이 결과로부터 600℃의 온에서

는 MgB2상 형성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부피는 증가하지만 Mg승화에 의한 무게

손실이 음을 알 수 있다.특히 열처리 시간이 1h미만일 경우 부피팽창이 크지만

1h이후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600℃에서 0.5h에서 6.6%,4h에서 9.3%로 증가하며 4h열처리한 MgB2의 부피

변화율이 가장 높다.그러나 무게 변화율은 약 -0.4～-0.9%로 부피 변화율에 비하

여 상 으로 낮은 1% 내의 변화율을 보인다.이 결과로부터 600℃의 온에서는

MgB2상 형성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부피는 증가하지만 Mg승화에 의한 무게 손

실이 음을 알 수 있다.특히 열처리 시간이 1h미만일 경우 부피팽창이 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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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이후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림 3.6.7-3.6.8의 x-선 회 패턴에서 알 수 있었듯이,1h미만의 펠렛에는 여

히 많은 양의 Mg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이로부터 600℃에서의 부피

팽창은 MgB2 상 형성 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반면 그림 3.6.9를 통해

900℃의 고온에서 MgB2반응이 이루어 질 때의 부피 변화율은 9.9～11.2% 내의 값

을 보여 600℃의 부피 변화율보다 약간 높다. 한 그에 따른 무게 변화율은 –3.

4～-1.3%로 600℃ 보다 열처리 시 일어나는 Mg기화량이 더 많다.MgB2반응은

확산 속도가 빠른 Mg이 B격자 내로 침입함으로써 일어나는데,이 과정에서 확산

으로 인한 부피 증가가 일어난다.900℃에서 Mg는 용융되어 액상 상태로 B과 반응

한다.고상의 Mg에 비해 액상의 Mg은 보다 활성화된 상태로 B와의 반응성을 증가

시킨다.900℃에서는 0.5h도 채 안 되는 열처리 시간 내에 M의 용융체가 B방향으

로 빠르게 이동하여 반응을 일으켜 MgB2상을 형성한다.이 상 형성은 거시 으로

시편의 부피를 증가시켜 펠렛 팽창이 격히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0.5h이후 열처

리 시간에 따른 부피 증가는 근소하게 일어나 열처리 기 펠렛 팽창은 열처리 시

간을 증가시켜도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무게 변화율과 부

피 변화율을 바탕으로 각 온도에 한 도 변화율을 계산하 는데,그 결과는 그

림 3.6.10이다.900℃ 1h열처리한 MgB2를 제외하고 600℃와 900℃에서의 MgB2

도 변화율은 열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 도의 감소

변화율은 600℃ 보다 900℃ 에서 더 큰 값으로 나타났는데,특히 0.5h에서 그 값은

각각 -6.5%,-11.6%로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도는 단 부피당 무게(

는 질량)이므로 부피가 증가할수록,질량이 감소할수록 도는 감소한다.600℃와

900℃의 열처리 시간에 따른 무게 감소율의 변화 폭은 각각 2.9%,2.5%로 거의 비

슷하지만 부피 변화율은 900℃에서 더 크다.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무게 변화에 의한 것 보다 부피 변화에 의한 효과가 크

기 때문이다.

600℃와 900℃에서 시간에 따른 펠렛의 도 변화율과 열처리하기 과 후에 따

른 겉보기 도의 계산 결과를 그림 3.6.11에 나타내었다.열처리 펠렛의 도는

모두 약 1.56g/㎤으로 동일하지만,열처리 후 펠렛의 도는 그 보다 낮다.이는 앞

서 찰된 시편의 부피증가로 인한 펠렛 팽창과 Mg의 기화에 따른 무게손실의

향에 의한 결과이다.600℃에서는 4h열처리한 펠렛의 겉보기 도 값은 1.42g/㎤,

900℃에서도 4h열처리한 펠렛이 도가 1.37g/㎤로 가장 낮다.

열처리시간에 따라 도는 900℃에 비해 600℃에서 뚜렷하게 감소하 으며,90

0℃의 경우 도감소가 그다지 크지 않다.만약 600℃에서 열처리 시간을 증가시킨

다면 Mg기화량이 증가해져 무게감소가 일어남과 동시에 Mg의 확산에 의한 펠렛

팽창으로 부피가 증가하며,결과 으로,겉보기 도는 지속 으로 감소하여 900℃

의 도 값과 비슷한 값이 될 것이다.반면 900℃의 경우 열처리 시간에 따른 도

의 감소폭이 작으므로 열처리 시간을 증가시키더라도 도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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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경우 열처리 시간에 따른 겉보기 도 값의 격한 감소는 없을 것이다.

다.임계 류 도 특성

그림 3.6.11-3.6.12는 600℃와 900℃에서 0.5～4h열처리한 Jc-B 곡선이다.열처

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600℃에서는 임계 류 도 값이 향상되지만 900℃에서는

열처리 시간에 계없이 Jc값이 비슷하다.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자화율

특성과 일치한다.

비록 600℃에서 열처리 시간이 0.5h에서 1h으로 증가되었을 때 반응하지 않은

Mg가 주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Jc가 가장 높다.하지만 그 이후의 열처리 시

간에서는 Jc가 조 감소한다.Jc증가는 MgB2 도 상분율의 증가에 의한 향

이 크게 작용해기 때문이다.Jc감소는 팰렛의 부피팽창과 련 있다.부피증가율은

0.5h열처리 할 때 가장 높았고 1h이후부터 감소했다.열처리 시 Mg와 B의 반응

에 의해 MgB2상이 형성될 때,결정립은 열처리 시간 동안 outgrowth를 하며 부피

를 증가시킬 것으로 상된다.열처리를 오래하면 상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온

에서의 장시간 열처리는 입자성장을 유발시켜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다.Jc감

소를 래하는 팰랫의 부피팽창은 Mg용융에 의한 액상생성과 MgB2생성반응을

한 Mg의 이동과 MgB2의 out-growth상 생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6.13에서 찰한 바와 같이 600℃ 4h에서 겉보기 도는 가장 낮지만 60

0℃ 열처리 시편 도 상 분율이 가장 높아 Jc값은 8.70×10
3
A/㎠ 로 가장 높

다.600℃ 4h은 미반응의 Mg이 여 히 존재하므로 만약 열처리 시간을 지속 으로

늘린다면 펠렛 내 Mg와 B는 계속하여 반응할 것이다.그에 따라 도 상분율은

증가하여 임계값에 도달할 것이며,그 결과 Jc값 한 달라질 것이다.한편 900℃

에서는 Jc의 열처리 시간에 따른 의존성을 볼 수 없으며,900℃ 2h에서 임계 류

도 값이 1.23×10
4
A/㎠ 로 가장 높다.900℃에서 Mg와 B는 액상-고상 반응에 의해

단시간에 상 형성이 이루어지므로 MgB2분율이 비슷하며,이는 이미 그림 3.6.7-8

의 x-선회 결과로부터 확인 할 수 있다.900℃ 4h열처리 한 시편의 Jc값은 2h

시편 보다 작은데,장시간 열처리에 의해 MgB2입자성장이 일어나 pinningcenter

의 역할을 하는 MgB2의 결정립계 면 이 감소하여 Jc가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라.조사시편의 도 특성

도체에 한 성자 조사효과를 알아보고자 1,2차 년도에 걸쳐 2차례 성

자 조사를 실시하 으며 조사시편에 한 이력을 표 3.6.5에 요약하 다.시편은 두

종류로 도온도(Tc)가 90K인 YBa2Cu3O7와 Tc가 39K인 다결정 MgB2 도체

이었다.표에는 시편의 조성,크기,사용한 하나로 조사공,조사시간,조사선량,조사

일자가 표기되어 있다.YBa2Cu3O7 도체는 내부에 Y2BaCuO5이 분산된 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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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조사선량은 10
16
～10

18
n/cm

2
구간에서 선량을 변화시켰으며,Y-계 도체

는 고속 성자를,MgB2의 경우는 열 성자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표 3.6.6은 MgB2시편에 한 조사 /후의 도 온도변화이다.조사하기

의 시료의 Tc는 략 37K정도이다.일반 으로 99.9% 이상 순도분말을 원료로

MgB2를 제조하면 Tc는 39K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본 실험에서는 원료분말

인 Mg와 B을 각각 99%와 97% 순도의 것을 사용하 기 때문에 상 으로 Tc가

낮다. 순도의 분말을 사용해서 시료를 만든 이유는 도체를 산업화하려면 단

가를 낮추어야 하고 이는 원료분말의 순도화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도체 내부에 불순물이 소량 존재하면 이 분순물이 미세한

이차상을 만들어 도 내부에 미세 분산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럭스 피닝 특성

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표 3.6.6은 2007년에 조사한 시편 1개와 2008년에 조

사한 시편 5개에 한 결과이다.2007년 시편에 한 조사선량은 3.39x10
19
n/cm

2

이었다.이 시편에 한 조사 Tc값을 표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략 36.5-37K 정

도이다.조사 후에 Tc는 34.5K로 약 2K 정도의 감소가 있다.조사에 의한 이 정도

수 의 Tc감소는 일반 인 상이다.

7.16x 10
17
n/cm

2
조사선량에 한 두 시편(undopedMgB2와 carbon-doped

MgB2)의 조사 의 Tc는 각각 37K와 36.6K로 탄소를 첨가한 도체의 Tc가 조

낮다.조사 후의 Tc는 각각 33.2K와 31.6K로 3.8K와 5K의 감소를 보인다.두 시

편에서 조사 Tc의 차이는 탄소의 치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조사

에 제조할 시 탄소가 MgB2의 붕소 치에 치환되면 Tc가 감소하면 Tc감소율은 치

환량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조사에 의해 두 시편 모두 Tc가 감소하는데 Tc감

소는 성자 조사가 효과 으로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동일한 조사선량에 해

Tc의 감소폭은 탄소를 첨가한 MgB2가 크다.

조사선량이 3.13×10
18
n/cm

2
에 해 두 시편(undopedMgB2와 Carbon-doped

MgB2)의 조사 의 Tc는 각각 36.9K와 37K로 Tc값이 거의 같다.조사 후의 Tc는

각각 22.6K와 24K로 조사선량 증가에 따라 Tc감소폭이 각각 12.3K와 13K로 단

히 크다.큰 Tc감소폭은 이 조사선량에서는 도체의 결정구조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정도로 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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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성자 유발 나노 격자결함 측정 요소기술개발

1. 성자 조사에 의한 격자결함 생성 격자결함 분석

X-선, 자빔,감마선, 이온빔, 성자 조사에 의해 고체시료 내부에 상자기성

미세 격자결함을 생성할 수 있다.방사선조사에 의해 유기분자,고분자,무기소재,

결정성시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시료에,다양한 격자결함이 생성되며 그 종류와

양은 쪼여 방사선의 세기와 양에 의존한다.상자기성 격자결함은 홀 자(unpaired

electron)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스핀공명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자

스핀공명 분 법은 비 괴 인 방법으로 격자결함의 종류와 양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게 해 다[3.7.1～3.7.2].

ESR(ElectronSpinResonance, 자스핀공명)스펙트럼 측정:ESR 스펙트럼은

X-band(frequency～9.6GHz)에서 작동하는 BrukerEMXSpectrometer를 이용하

다. 성자조사로 생성된 격자결함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하여 9주까지 일정기간

간격으로 측정하여 스펙트럼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안정성을 확인하 다.모든 측

정은 상온에서 하 다.ESR스펙트럼 흡수띠의 면 을 구하여 라디칼의 농도를 구

하 다.데이터처리에는 Bruker사의 WIN-EPR 소 트웨어를 사용하 다.그림

3.7.1에 격자결함 측정에 사용된 자스핀 공명 분 기 장치의 개요도를 나타낸다.

성자조사에 의한 격자결함 생성연구를 해 SiC박막결정을 상으로 연구하

다.SiC는 원자력시설 우주공간에서와 같이 극한 환경과 방사선환경하에서 작

동하는 반도체재료 구조재료로 최근에 큰 심을 끌고 있다[3.7.3]. 성자조사를

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의 IP14공을 이용하 다.07M-14,15,

16K 시료의 경우 조사공에서 17,167,1667분간 조사하 다.조사에 사용한 시료의

무게는 각각 240mg이었다.그림 3.7.2에서와 같이 성자조사에 의해 상자기성 격

자결함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공명흡수가 일어나는 역의 미세구조를 확인

하기 해 공명흡수띠 주변을 확 하여 측정하고,공명흡수 치의 원리를 그림

3.7.3에 나타내었다.그림 3.7.4에서와 같이 생성된 결자결함의 양(농도)은 조사량과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격자결함의 홀 자에 의한 자스핀공명스펙트럼의 모

양은 격자결함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패턴을 나타낸다.이는 격자결함의 홀 자 주

변의 분자격자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2.유기화합물 비 속무기소재의 성자 조사에 의한 격자결함 특성 규명

유기화합물의 경우 방사선조사에 의해 라디칼을 잘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기라디칼은 일반 으로 공기 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에 기

능성 나노탄소소재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자조사에 의해 나노탄소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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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안정한 라디칼을 생성할 수 있다면 다양한 성형가공이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기․자기 소재로 응용가능성이 높다.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나노볼 소재에 앞서

SiC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성자를 조사 한 후 자스핀공명 분 법으로 라디칼 생성

을 조사하 다.카본나노튜 에 해서 ESR스펙트럼이 보고된 바 있다[3.7.4].

유기화합물의 라디칼은 일반 으로 불안정하지만 라디칼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분자구조를 가진 경우 방사선조사 시 조사량에 비례하여 라디칼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은 특정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해당 물질 내에 유리기/라디칼(radical)혹은

격자결함을 생성한다.일반 으로 라디칼은 불안정하지만,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존

재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흡수방사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선량계 역할을 할 수 있

다. 자스핀공명분 법은 극미량의 라디칼 농도까지 정확하게 정량할 뿐만 아니라

라디칼의 종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강력한 측정방법을 제공한다. 자스핀공명분

법을 이용한 방사선량계의 표 인 것으로 알라닌(alanine)을 들 수 있는데,이와 같

은 특성을 이용하면 도시메트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3.7.5∼3.7.6].

ESR/alaninedosimetry방사선량 평가방법은 편리하며 정확한 장 으로 인해 산업

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조사량의 측정을 한 기 이 된 방법으로

서 IAEA에 의해서 추천되어지고 있다.이 방법은 최근에 산업용,의료용 방사선량

측정 분야에는 범 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성자조사 분야에는 응용사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라닌에 성자를 조사하여 라디칼 형성 유

무와 라디칼의 안정성을 조사하 다.하나로의 IP4조사공을 이용하여 각각 5,10,

15분 씩 조사한 후 자스핀공명 분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알라닌은 성자 조사에 의해 아래와 같이 라디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이 라디칼은 홀 자가 주변의 수소원자의 핵과 상호작용하여 복잡한 미세구조를

나타낸다.그림 3.7.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성자조사에 의해 조사량에 비례하는 라

디칼이 생성되었고,생성된 라디칼은 매우 안정하 다. 한 시료의 방사화 상은

나타나지 않았다.이 결과는 알라닌 소재가 성자 조사량을 평가하는 도시미터 소

재로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속산화물계 소재의 성자 조사에 의한 격자결함 특성 규명

소재의 기․자기․ 학 물성은 소재 구조내부의 자구조에 의해 결정 으로 좌우

된다.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결정구조를 가지는 후보소재를 선정하여 성자 조사에 의

해 상자기성 격자결함(paramagneticdefect)을 효과 으로 생성시켜 소재내부의 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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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자기 학 물성을 갖는 소재개발을 시도하

다.

가.다양한 속산화물계 소재의 성자조사 격자결함생성 조건규명

속산화물계 화합물에서 격자결함의 생성은 속의 종류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모든 화합물이 성자조사에 의해 격자결함을 생성시키지는 않는다.생성

되더라도 재결합에 의해 빠른 속도로 원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이다.방사선 안정

성(radiationstability)이 큰 화합물의 경우가 특히 그 다.

그림 3.7.6에 나타난 바와 같이 SrTiO3,ZnO,MgO,Al2O3,LaAlO3,ZrO2,YSZ

등 속산화물계 화합물에 한 성자조사에서,～10
17
(n/cm

2
)범 내에서,

SrTiO3,ZnO,MgO의 경우에 결정내부에 규칙 인 격자결함이 생성되었다.

성자 조사량을 성자 조사량 ～1016～1018(n/cm2)범 내에서 증가시키면서

자스핀공명 스펙트럼을 측정함으로써 격자결함의 생성여부,종류,농도를 결정할

수 있었다.실험 결과,조사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격자결함의 농도 증가를 확인하

다. 속산화물계 화합물에서 격자결함의 생성은 속산화물의 종류 구조에 따

라 크게 달라진다.

나. 자스핀공명분 법을 이용한 격자결함 안정성 규명

시간변화에 따른 자스핀공명 스펙트럼 측정함으로써 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

된 격자결함의 안정도를 확인하 다.SiC,ZnO,SrTiO3의 경우 10개월 경과 후에도

결자결함의 농도변화는 없었다.이는 성자조사에 의한 신소재후보물질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단된다.

다. 성자조사에 의한 학성질 변화 측

성자조사의 향으로 SrTiO3,ZnO,LaAlO3의 경우 ～10
17
(n/cm

2
)의 조사에

의해 미약한 학 특성변화가 측되었다.이는 성자조사에 의한 F-center(컬러

센터)에 의한 것이다. 재 시험조건에서는 무색 투명한 결정의 미약한 colouration

상으로 나타났지만 조사량을 증가시키면 색이 더 짙어질 것으로 상된다.

라. 성자조사에 의한 소재의 방사화 향

ZnO,SrTiO3의 경우 1016～1018(n/cm2)조사량 범 내에서 방사화 효과에 의한

잔류방사능이 측정되었으며 방사화 효과는 조사량에 비례하 다.이는 결정성시료

라 하더라도 미량의 불순물에 의해서 방사화 되었음을 의미한다.잔류방사능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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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경과에 의해 10% 이하로 소멸하 다.

4. 성자 유발 나노 격자결함의 설계 해석 기술 개발

격자결함의 홀 자는 결정격자에서 규칙 인 방향성을 가진다.분말같은 다결정

성 시료는 자의 방향성이 평균된 특성을 나타내어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지만,결

정성시료의 경우 시료와 자기장에 한 시료의 방향을 변화시키면서 자스핀공명

스펙트럼 측정 해석을 통해 소재내부 격자결함의 특성(종류,구조) 자상태

를 규명할 수 있다[3.7.7].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성자 조사에 의한 2종류의 사 항 스핀상태,Quartet

State(S=3/2)상태의 생성을 확인하 다. 한, 성자 조사에 의해 SrTiO3격자 내

부에 홀 자 3개(S=3/2)가 매우 규칙 인 배열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SrTiO3

격자결함의 구조가 매우 질서정연함에 비해 ZnO에 생성된 격자결함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종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7～8에 ZnO 격자결함의 ESR 스

펙트럼을 나타내었다.

5. 학/ 자기 소재의 성자 조사 효과 규명 연구

성자 조사에 의해 격자구조 내에 안정 이고 규칙 인 격자결함 생성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이 격자결함의 심에 있는 자스핀의 거동이 소내의 기․자기․ 학

물성을 결정짓는다.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자조사를 통해 자기 학 신기능 소

재로 개발이 가능한 소재로 속상화물계 화합물인 SrTiO3,ZnO를 선정하 다.이들

화합물의 성자조사효과와 격자결함 특성을 심층 으로 규명하 다.

결정성 시료의 경우 시료의 방향성에 따라 스펙트럼의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격

자결함으로 인한 스펙트럼의 비등방성(anisotropy)을 규명하 다.다양한 각도에서

의 비등방성효과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하나의 비등방성 지문(fingerprint)스펙

트럼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이는 소재내의 격자결함이 가지는 고유스펙트럼이 되

며,이는 격자결함의 분자구조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성자 조사에 의해 신소재후보 소재에 내부에 다양한

상자기성 격자결함을 생성시킬 수 있게 되었고, 자스핀공명분 기법과 양자역학

모델링을 통해 성자조사에 의해 생성된 소재구조내의 격자결함의 종류

양을 정량 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아울러,규칙 인 격자결함의 경우 sub

nanolevel에서의 분자구조론 규명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성자 조사를 이용한 기․자기․ 학신소재 개발을 한 격

자결함 과학(defectscience)의 토 를 마련하 다.연구를 통해 밝 진 SrTiO3,

ZnO 속산화물계에 해 기 ,자기 , 학 물성 응용 실용화를 향한

defectengineering 에의 발 연구가 필요하다.



- 147 -

6. 성자 조사 연구의 산업화에 한 검토

성자조사기술은 자기와 학재료 분야에서의 신소재 재료의 설계에 단히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속이나 합 의 경우는 부분의 응용분야가 구조용 재료로의

활용이기 때문에 이들 재료에 성자 조사기술을 용하기 어렵다. 속에 성자를 조

사하면 딱딱해지는 취화 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따라서 일부 물성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속 물성은 조사기술을 용하기 이 에 비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자기와 학재료에는 속이나 합 보다 세라믹 재료가 주로 사용되며,이들 세라믹

재료는 성자조사와 계없이 구조 으로 딱딱하다.따라서 성자 조사에 의해 제반

물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구조 으로 매우 다. 한 그 특성은 자나 홀의 농도,밴드

갭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성자 조사에 의한 결함의 생성유무와 그 농도는 상기재료의

특성에 단히 요하다.따라서 성자 조사기술은 자기, 학재료의 설계에 요한

정보를 제공해 다.

본 연구를 통해 성자 조사에 의해 격자구조 내에 안정 이고 규칙 인 격자결함을

생성시킴으로써 기․자기․ 학 물성을 변화시켜 기․자기․ 학 신기능 소재 개

발 가능성을 평가하기 하여 다양한 후보 소재(SiC,SiO2,유기탄소,SrTiO3,ZnO,

MnO,Al2O3,LaAlO3,ZrO2)에 한 성자 조사를 수행하 다.이를 통해 SiC,

ZnO,SrTiO3등의 소재에서 성자 조사에 의한 ․자기 특성이 변화되었고,충분

한 시간의 경과 후에도 결자결함의 농도변화가 없는 안 성을 확인함으로써, 성자

조사에 의한 신소재후보물질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이에 따라 성자 조사

에 의한 자기특성 나노격자구조결함 특성을 연구하여 성자 조사에 의한 소

재내부의 결함생성과 자기특성변화 계 기 자료,조사선량 최 조건,방사화에

따른 장수명 핵종생성과 불순물 농도,재료설계를 한 결함농도 기 자료 등 성

자 조사 연구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 자료들을 확보하 다.국내에서의 성자를

이용하여 기․자기․ 학 재료 등과 같은 신소재 설계분야에 한 연구 결과는

아직 미약한 상태이나,이미 확보된 ‘하나로’ 성자 시설과 국내의 NT 소재기술을

목시킬 경우,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의 입장이지만 단기간에 기술격차를 이고

독자 인 학/ 자기 재료기술 확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ZnO,SrTiO3 조사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후 방사화 효과에 의한

잔류방사능이 측정되었으며 방사화 효과는 조사량에 비례하 다.따라서 조사된 시

편에서 원료물질이나 제작과정 에 포함된 불순물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어 일반 실험실로 반출이 불가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데 지

장이 있었다.이는 결정성시료 내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의 불순물에 의해서도 방사

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성자조사에 의한 신소재 개발을 해서는 소재 내부의

불순물의 종류 농도에 한 매우 엄격한 분석과 고려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원재료의 순도를 높임으로써 해결이 가능하지만 신소재 산업재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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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측면에서 원재료의 단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산업화를 한 경

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성자 조사기술의 한계성은 반드시 원자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이다.특

히 소재의 량생산을 해서는 규모 조사를 한 조사공의 확보가 요한데 국내 유

일한 다목 연구로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를 이용해서 규모 조사를 하기는 어

려운 실정이다. 성자 조사에 의한 ․자기․ 학 신기능 소재 개발 분야의 경우 잔

류방사능 문제,조사시설의 사업 활용 가능성을 고려 시 단계에서 산업화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단하 다.

그러나 본 성자 조사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다른 범용기술로의 환사용을 검

토해볼 수 있다. 성자 조사기술은 물리 으로 결함을 생성하는 기술로 자기재료의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결함의 종류가 새로운 핵종이나 격자결

함이었다면 다른 화학 인 방식을 이용해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따라서

성자 조사기술을 이용해서 재료의 물성변화,결함생성,격자구조변화 등의 기 연구를

수행하고 이 연구를 통해 축 된 데이터를 다른 물리,화학 방식을 용하는데 사용

한다면 성자조사-재료설계 연구의 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이 결과들은

향후 ․자기․ 학분야의 신소재 개발에 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다른 분야 신

기능 재료에 한 성자 조사기술의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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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성자 조사에 의한 도재료/산화물 박막트랜

지스터 연구( 탁)

1. 성자 조사에 따른 도체 ․자기 특성변화 연구

본 연구는 도 재료의 거시 인 자기 물성 미시 자기 특성을

성자 조사를 후로 분석함으로써 도 재료의 물성을 최 화할 수 있는 성자

조사방법을 개발하고 근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을 최종 연구개발 목표로 설정하

고 있다.1차 년도에는 MgB2벌크와 Carbon이 도핑된 시료에 한 임계온도,비

항,임계 류의 자기장 특성,Hc2,irreversibilityline특성을 성자 조사 후에 비

교 분석하 다. 한 YBCO박막의 미시 임계온도 임계 류 의존성을 측정하

으며 YBCO 도 박막의 미시 Seebeck계수분포를 측정하 다.이를 바탕으

로 성자 조사에 의한 도 물성 변화의 기 DB를 구축하 다.

가. 성자 조사에 따른 도체 ․자기 특성 분석

(1)MgB2 도체의 열 , 기 ,자기 특성 평가

최 자기장 7테슬라의 환경에서 시료의 자기 특성을 정 하게 측정할 수 있

는 자성측정장치(MPMS :MagneticPropertyMeasurementSystem)를 이용하여

MgB2벌크형 도 시료의 자기모멘트의 자기장 온도 의존성을 5K～40K의 온

도구간과 0테슬라～7테슬라의 자기장 역에서 측정하 다.외부 자기장이 10Oe

걸려있는 상태에서 ZFC와 FC 자기모멘트 곡선으로부터 각종 시료의 임계온도를

측정하 으며,그림 3.8.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총 12개의 MgB2

시료들을 측정하 으며 이들 시료들의 임계온도는 시료에 따라서 36.5～36.8K 정도

의 값을 가졌다.

10Oe에서부터 7테슬라의 외부 자기장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ZFC

FC자기 모멘트 곡선으로부터 도체 내부에 침투한 자기선속인 vortex가 가역

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있는 역을 구분하는 Hirr(T)를 분석하 다.그림 3.8.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MgB2시료들의 Hirr(T)는 형 인 Powerlaw[3.8.1]

 
 



을 만족한다.이때 임계온도 Tc로 그림 3.8.1에 표시된 실험을 통해 얻은 값인

36.8K를 사용하 다.Powerlaw를 이용한 fitting을 통해 H0=14.0테슬라와 지수

의 값을 얻었으며 이는 기존의 실험 결과와 잘 부합한다.

MgB2 도 시료의 자기 이력곡선을 5K～35K의 온도 역에서 측정하 다.

우선 이 곡선에서 하게 찰되는 바와 같이 자기모멘트의 크기는 어떤 특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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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에서 불연속 으로 변화하고 있다.이와 같은 자기모멘트가 불연속 으로 변화

하는 상은 fluxjump에 의해 기인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미 NbTi과 같은 온

도체와 MgB2 도 시료에서도 찰되었다.Fluxjump 상은 도체의 임

계 류 특성을 속히 나쁘게 하는 효과를 야기시키므로 도체의 응용을 해서

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본 연구에서는 fluxjump 상을 체계 으로

찰하 으며,본 연구에서 찰한 시료들은 기존에 보고된 실험결과들 보다 높은

35K까지 fluxjump 상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하

는 과정에서 자기장 변화율의 변화가 fluxjump를 유발한다는 사실도 발견하 다.

자기이력곡선으로부터 벌크형태로 제작된 도 시료의 임계 류 도를 계산

할 수 있다.Bean의 criticalstatemodel을 이용하면 임계 류 도는

 


 

으로 주어진다.이때 V는 각각 시료의 체 이며 a,b는 시료의 넓이와 길이이다.

은 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할 때 외부자기장을 올리면서 얻은 자기모멘트의 값

와 외부자기장을 내리면서 측정한 의 차이이다.5K에는 2테슬라의 외부

자기장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
 의 임계 류 도를 보 다.

Bulk형 MgB2 도체에서 하게 발견되는 fluxjump 상을 보다 심도 있

게 분석하기 해서는 magneticdiffusivity
 와 thermaldiffusivity를 정

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Fluxjump 상은 
 이 만족되는 단열조건

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따라서 thermaldiffusivity를 계산하기 해서는

MgB2의 열용량을 측정하여야 한다.그림 3.8.3에는 MgB2의 열용량의 온도의존성이

나타나 있으며 임계온도인 36.8K에서 도 상 이에 의한 열용량의 가 보인

다.

(2)Carbon이 도핑된 MgB2 도체의 자기 특성 평가

Carbon을 도핑하면 MgB2의 임계 류 특성이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본 연구

에서는 총 5개의 carbon이 도핑된 MgB2 시료의 자기 특성을 분석하 다.이미

에서 논의한 동일한 방법으로 carbon이 도핑된 MgB2 도체의 자기모멘트를

측정하여 도체의 자기 특성을 평가하 다.10Oe의 외부자기장에서 측정한

ZFC곡선으로부터 임계 온도를 측정하 으며 한 5K와 20K에서 실시한 자기이력

곡선 측정을 통해 임계 류 도를 계산하 다.그 결과가 그림 3.8.4에 나타나 있

다.

(3) 성자가 조사된 MgB2 도체의 자기 특성 평가

다양한 fluence의 성자가 조사된 MgB2 도체의 자기모멘트를 측정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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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온도 임계 류 분포를 측정하 다[3.8.2∼3.8.3]. 성자 fluence가 3.77x10
16
인

시료 1의 임계온도는 36.5K로 성자를 조사하기 의 임계온도 36.8K 보다 약

0.3K 낮아졌다.본 연구에서 측정한 시료에 조사된 fluence는 표 3.8.1에 나타나 있

으며, 성자가 조사된 시료 1의 임계 류 도 변화를 표 3.8.2에 나타내었다.표

3.8.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료 1과 시료 2그리고 시료 3에서 공통 으로

성자 조사에 의해 임계 류 도가 낮은 자기장에서는 오히려 감소하 으며 4테슬라

이상의 높은 자기장에서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4)YBCO 도 박막의 미시 임계온도 임계 류분포 분석

박막형태로 제작되는 YBCO 도 테이 의 특성을 분석하고 벌크형태로 제작

되는 각종 도체의 특성을 미시 으로 측정하기 하여 개발된 온홀소자 미

경과 온 이 미경을 이용하여 미시 잔류자기장의 분포와 미시 임계온도

임계 류의 분포를 분석하 다.77K의 온도에서 도 박막의 잔류 자기장 분

포로부터는 도체 내부의 류 도 분포와 교류손실에 한 미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잔류자기장 분포를 외부자기장을 변화하면서 측정하면 도체의 미시 자기

이력곡선을 측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임계 류분포를 측

정할 수 있다. 한 외부자기장을 시간 으로 변화하면서 straymagneticfield를 측

정하면 도체가 교류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류손실에 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도체에 1mA 정도의 작은 류를 흘려주고 시료의 온도를 변화하면서 온

이 미경을 이용하여 온도 반응을 이미지화 하면 도체 내부의 임계온도 분

포를 측정할 수 있다. 한 임계온도 아래에서 도체에 흘려주는 류의 값을

변화하면서 이 빔에 의한 가열효과의 반응을 측정하면 도체 내부의 임계

류 도 분포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다양한 형태의 YBCO 도 박막을 제

작하여 임계온도의 분포 임계 류의 분포를 측정한 결과가 그림 3.8.5에 나타나

있다.그림 3.8.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89.55K에서 bias 류를 1mA 흘려주면서

측정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붉은색 타원으로 표시된 역은 이 빔에

의한 가열효과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역의 임계온도가 가장 낮

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3.6.8b)에서 보는 바와 같이 88.5K에서 bias 류를

35mA 흘려주면서 측정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붉은색 타원으로 표시된

역은 임계 류 도가 가장 낮은 역을 표시한다.

(5)YBCO 도 박막의 미시 Seebeck계수분포 분석

온 이 미경을 이용하여 300K의 상 도 상태에서 YBCO 박막의 미시

Seebeck계수분포를 분석하 다.그림 3.8.6에는 고리형태로 제작된 YBCO박막 시

료의 미시 Seebeck계수분포가 나타나 있다.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역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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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에 의한 가열효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이 시료를 도 임계 류 이

하의 온도로 냉각하여 도 특성을 측정하면 상온에서 Seebeck계수 분포가

하게 변화한 역의 임계온도와 임계 류 도와 같은 도 특성이 다른 역에

비해 나쁘다는 것을 발견하 다.이를 통해 도 시료의 상 도 특성을 측정함으

로서 도 상태에서의 도 특성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나. 성자 조사에 따른 도체 물성변화 메커니즘 규명

(1) 성자 조사가 MgB2 도체의 임계온도에 미치는 향

성자 조사가 MgB2 도체의 물성 향상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하여

벌크 형태로 제작된 MgB2 도체의 임계온도 임계 류의 자기장 의존성을 측

정하 다.MgB2 도체의 임계온도는 10Oe의 외부자기장에서 zero-field-cooled

(ZFC)자기모멘트의 온도의존성으로부터 구하 다. 도체가 보이는 특성 에

하나인 완벽한 반자성은 임계온도 아래에서 자기모멘트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진

다.

성자를 조사하기 이 의 카본을 도핑하지 않은 MgB2 도체와 카본을 도핑

한 시료들은 모두 36.9K(±0.1K)정도 임계온도를 가졌다.그러나 성자를 조사한

이후에는 모든 시료에서 임계온도가 감소하 다.2007년에 성자를 조사한 카본

도핑이 되지 않은 MgB2_07M-20K-2를 제외한 5개의 시료는 2008년 4월 21일～5

월 2일 사이에 성자를 조사하 으므로 조사 조건이 다소 변화 할 수 있다는 을

감안하면 MgB2_07M-20K-2 MgB2_07M-20K-2와 나머지 5개 시료를 직 비교하

는 것은 합하지 않다.MgB2_08M-11K-2(doped),MgB2_08M -12K-3(undoped),

MgB2_08M-12K-5(doped), MgB2_08M-13K-7(undoped), MgB2_ 08M-13K-9

(doped)의 5개 시료 에 성자 조사량(1.13×10
17
n/cm

2
)이 가장 작은

MgB2_08M-11K-2시료는 가장 높은 33.5K의 임계온도를 가졌다.7.16×1017n/cm2

의 성자를 조사한 MgB2_08M-12K-3(undoped)와 MgB2_08M-12K-5(doped)는 각

각 33.2K와 31.6K의 임계온도를 가졌다. 한 3.13×10
18
n/cm

2
의 성자를 조사한

MgB2_08M-13K-7(undoped)와 MgB2_08M-13K-9(doped)시료는 각각 22.6K와 24.0

K의 임계온도를 가졌다.따라서 5개 시료들은 카본의 도핑 여부에 상 없이 성자

조사량에 비례하여 임계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표 3.8.3에 성자 조사

후 임계온도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2) 성자 조사가 MgB2 도체의 임계 류의 자기장 의존성에 미치는 향

에서 기술한 6개 시료에 성자 조사가 임계 류 도의 자기장 의존성에 미치

는 향을 연구하기 하여 각 시료들의 자기이력곡선을 7.5K～36.5K의 온도 역에

서 측정하 다.각 시료들의 임계온도는 성자를 조사하기 이 에는 ±0.1K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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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보 기 때문에 동일한 온도에서 직 임계 류 도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

다.그러나 성자를 조사량에 따라 임계온도가 크게 변화하 으므로 각 시료들 사

이의 직 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한 동일한 시료의 경우에도 MgB2_08M

-13K-7(undoped)와 MgB2_08M-13K-9(doped)의 경우에서처럼 임계온도가 성자

조사 ․후에 14.3K 정도 변화하 다.따라서 성자 조사가 임계 류 도에 미치

는 향을 특정 온도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같은 환산온도(reduced temperature

  


)에서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그러나 성자를 조

사한 시료들에 장수명의 핵종이 발생하 기 때문에 방사선 안 상의 이유로 시료를

석 에 한 후 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하 다.석 내부에 치한 시료들은

성자 조사 에 실시한 실험과 같이 시료를 자기장에 정확히 정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성자 조사 이후의 임계 류 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그림 3.8.7에는 성자 후에 측정한 MgB2_08M-12K-5(doped)시료의 자기이력곡

선 임계 류 도의 자기장 의존성 결과이다.

(3) 온주사 이 미경을 이용한 YBa2Cu3O7-δ 테이 의 특성 분석

YBa2Cu3O7-δ 테이 의 임계온도와 임계 류의 불균질성을 상용화된

Superpower사와 AMSC사에서 제작한 시료를 온주사 이 미경을 이용하여

연구하 다.Superpower사의 YBCO테이 에 동일한 크기의 bias 류를 흘려주고

88.6K에서 측정한 신호를 2차원으로 표시한 결과가 그림 3.8.8에 나타나 있다.그림

3.8.8에서 붉게 표시된 부분이 Lock-In신호 가 큰 역이다.동일한 온도에

서 시료의 신호가 각 역에서 다르게 나타난 다는 것은 시료가 불균질하다는 의미

이다.의 차이가 시료의 임계온도가 불균질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임계

류 도의 분포의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하여 그림 3.8.8의 1번 직선과 2번 직

선을 따라 가 최 가 되는 온도를 그림 3.8.9에 표시하 다. 온주사 이

미경에서 측정되는 Lock-In신호[3.8.4]는

  

   
  



으로 주어진다.즉 는

  
가 최 가 되는 온도에 최 값을 가진다.

도체의 이구간에서

  
가 최 가 되는 온도를 임계온도로 정의할 수 있

으므로 그림 3.8.9는 임계온도의 분포를 나타낸다.직선 1과 2를 따라 측정한 임계

온도는 불과 10mK의 차이만을 보인다.

그림 3.8.9의 직선 1에서 가 최 인 지 과 직선 2에서 가 최소인

지 에서 임계 류를 측정하 다.시료의 온도를 88.3K에 고정한 후 이 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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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1에서 가 최 인 지 과 직선 2에서 가 최소가 되는 지 에 고

정한 후 bias 류를 변화하면서 류- 압 곡선을 측정하 다.임계 류는 압신

호가 10μV가 되는 류로 정하 다.그림 3.8.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

최 인 지 과 가 최소인 지 의 임계 류는 0.015A이고 가 최소인

지 의 임계 류는 0.021A 다.두 지 의 임계 류는 1.4배 차이를 보 다.

따라서 온주사 이 미경에서 측정되는 는 임계온도의 분포에 기인

한 것이 아니라 임계 류 도의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본 실

험을 통해 온주사 이 미경에서 측정되는 신호는 임계 류분포에 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 다. 온주사 이 미경은 도체의 임계온

도 임계 류의 분포 측정에 활용할 수 있었다[3.8.5～3.8.9].

2.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의 성자조사 향 연구

가.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 소자 제작

(1)ZnO기반 (IGZO)TFT소자 제작,구조 기본 특성

사용된 소자의 기본구조는 Bottom gate구조이다.200nm Mo가 패턴되어 있는

유리기 에 PECVD를 이용하여 200nm의 SiN와 120nm의 SiO2를 각각 게이트

연막으로 증착하 다.그리고 상온에서 DC sputtering방법으로 50nm의 IGZO를

채 층으로 증착 후 패턴후 wetetching하 다.그 후 PECVD를 이용하여 200nm

의 SiO2를 etchstopper로 증착 후 Source/drain컨택 홀을 해 dryeching하 으

며 source/drain으로 200nm의 Mo를 sputter를 이용하여 증착 시킨 후 dryeching

하 다.두 소자의 게이트 capacitance값은 각각 SiNx(2.66x10-8F/cm2),SiO2

(2.88x10
-8
F/cm

2
)로 비슷하며 최종 으로 350℃에서 1시간 열처리를 하 다.(그림

3.8.11)은 채 W/L=24/10um인 두 소자의 transfer특성을 각각 나타내었다.(표

3.8.4)는 두 소자의 electricalparameter를 나타낸 표이다.Vth의 경우 10nA xL/W

을 이용하 으며,Mobility는 (IDS)
1/2vsVGS 그래 에서 (1)식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2))(
2

( thGS
iFE

DS VV
L

WC
I -=

m
(1)

SS(subthresholdslope)값은 (dlogVGS/dIDS)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기본 특성의 경우 SiO2를 게이트 연막으로 사용한 소자의 경우 SiNx를 사용

한 경우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특히 SS값의 경우 SiNx소자가

2배 이상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채 과 게이트 연막 계면 는 그 근처에 defect

states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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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ZnO기반 TFT소자의 Bias-thermal-stress인가에 따른 소자 열화 비교

두 가지 소자를 이용하여 Positivegatebiastemperaturestress(PBTS)인가에

따른 소자열화분석을 수행하 다.stress 조건은 상온에서 게이트 압 20V를

10000 동안 인가하 다.그림 3.8.12는 두 소자에서의 PBTI특성변화를 나타낸

것이다.SiNx소자의 경우 약 0.77V의 Vth변화가 있었으며 Mobility나 SS,Ion/off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양의 방향으로의 Vth변화는 게이트 연막과 채 사이

는 그 주 에서의 자의 트랩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산소 는 물 분자

의 흡착 같은 ambienteffect는 etchstoplayer가 있으므로 배제 할 수 있었다.

PBS하에서의 Vth안정성은 SiO2를 게이트 연막으로 사용한 소자에서 향상된 모습

을 나타내었다.SiO2소자의 경우 6mV의 Vth변화가 있었으며 SiNx소자와 마찬가지

로 Mobility나 SS,Ion/off의 변화는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만약 α-IGZO 소자에서

Vth열화를 채 내의 bulk트랩을 배제한 게이트 연막과 채 사이 는 그 주

에서의 하 트랩에 의한 상이라고 가정한다면 interfacialtrapdensity(Nit)는

bias stability에서 매우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Nit는 SS값으로부터

Nit=[SSlog(e)/(kT/q)-1]Ci/q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k는 볼츠만 상수이며 T는

온도,q는 자의 기본 하량이다.계산된 Nit,max값은 SiNx소자의 경우 8.9x

1011/cm2로써 3x1011/cm2인 SiO2의 소자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그러므로 SiO2소

자에서의 무시할만한 정도의 Vth변화는 작은 Nit값으로 설명할 수 있다.다음으로

60℃에서의 NBTI특성변화를 찰하 다.그림 3.8.13에 나타내었으며 stress조건

은 60℃에서 게이트 압 -20V를 10000 동안 인가하 다.이 경우 Vth변화는

SiNx,SiO2소자에서 각각 0.53,0.29V의 변화를 나타내었다.NBTS에서도 SiO2소자

가 우수한 안정성을 나타내었다.NBS에서의 Vth변화 역시 앞서 언 하 던 하트

랩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데 NBTS조건하에서 생성된 정공들이 게이트 연막과

채 사이에 트랩되어 음의 방향으로 Vth변화를 야기한다.

나.제작된 산화물 TFT소자에 photon조사에 따른 특성 변화 연구

(1)ZnO기반 TFT소자의 NBTI에 미치는 photon조사의 향

두 가지 소자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White빛(1mW/cm
2
)이 인가되는 조건하에

NBTS를 수행하 다.빛이 인가되는 조건에서도 역시 SiNx소자의 경우 SiO2에 비

하여 열악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Vth경우 SiNx와 SiO2소자의 경우 각각 -11.6V,

-0.78V정도 이동하는 것을 보 다.SiNx소자에서의 열악한 특성은 앞서 언 했던

Nit에 의한 하 트랩에 의한 것도 있지만 빛이 인가되는 조건하에서는 빛에 의한

elecetron-holepair가 생성되어 photo-generatedhole이 게이트에서 인가되고 있는

(-) 압에 의해 게이트 연막쪽으로 오게 되면서 트랩이 됨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하지만 Nit의 경우 SiNx소자가 SiO2소자 보다 약 3배가량 큰 것에 비해

서 빛이 인가되는 조건에서의 △Vth는 SiNx소자가 SiO2경우에 비하여 14배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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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명백히 설명할 수가 없다.photo-generatedhole이 더 쉽

게 게이트 연막으로 트랩될 수 있고,상 으로 SiO2소자의 경우 valenceband

off-set이 크기 때문에 hole이 트랩되기 어려워서 SiO2소자의 경우 이 인가되는

조건에서 더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3.8.10].

(2)채 의 passivationlayer유무에 따른 TFT소자의 NBTI에 미치는 photon

조사의 향

Backchannel에 흡/탈착되는 O2나 물 분자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채 층

에 passivationlayer를 이용하여 소자의 신뢰성을 알아보았다.소자는 Bottom-gate

구조이며 ITO가 올라가 있는 Glass 에 PEALD를 이용하여 185nm의 Al2O3게이

트 연막을 증착하 으며,sputter를 이용하여 ITO(150nm)를 S/D로 증착하 다.

그 후 cosputtering을 이용하여 AT-ZIO(100nm)를 채 층으로 증착하 다.이후에

PEALD를 이용하여 40nm의 Al2O3를 passivationlayer로 증착하 으며 모든 패턴

공정은 wet씠 4hing과정을 거쳤다.unpassivation(A),passivation(B)두 소자를

이용하여 암실 분 기에서 VG =-20V stress하에서 NBS를 측정한 경우 A소자의

경우 -1.2V정도 △Vth가 나타났으며 B의 경우는 △Vth가 0으로 나타났다.B소자의

안정성은 빛을 인가한 경우 더 자세히 나타났는데,(그림 3.8.14)는 Green 장

(530nm)의 빛을 인가하는 조건에서 NBS를 알아본 것이다

빛을 인가한 경우 A 소자의 경우 △Vth가 약 -11.5V이상 나타났다.빛의 인가에

따른 △Vth열화가 가속되는 것은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photogeneratedhole트랩

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하지만 photogeneratedhole트랩에 의한 것이라면

passivation된 B소자의 경우 빛이 인가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 을 때 같은 결

과를 보여야 하지만 실험결과는 △Vth변화가 -0.72V정도로 약간 shift되는 것을 나

타내었다.그러므로 앞서 말했던 트랩만 가지고는 명백한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backchannel표면과 ambient분 기에서의 상호작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A소자의 경우는 passivation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backchannel표면에

O2분자가 많이 흡착되어 있을 것이다.그림 3.8.15에서와 같이 backchannel쪽에

약한 결합으로 흡착되어 있던 O2분자들이 빛이 인가됨에 따라 탈착되면서 채 에

자를 내어 에 따라 channel내에 자의 농도가 증가하여 음의 방향으로의 △

Vth를 야기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O-(solid)+hv=1/2O2(gas)+e
-(solid)

PBS의 경우를 살펴보면,VG=20V의 조건에서 △Vth가 A소자의 경우 약 1.2V,B

소자의 경우 약 0.4V로 각각 나타났다.Green 장의 빛을 앞서 했던 방법과 같이

조사하면서 PBS를 측정해보면 A소자의 경우 △Vth가 -0.77V,B소자의 경우 거의

변하지 않았다.그러므로 passivation된 소자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안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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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다.PBS하에서 A소자의 열악한 특성은 앞서 이야기 했던 O2분

자 흡/탈착으로 설명할 수 있다.(+)게이트 압 스트 스를 인가하게 되면 자가

축 되고 그것은 추가 인 산소분자의 흡착을 야기한다.이러한 과정은 소자 A의

경우 왜 Vth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지에 해서 설명해 수 있다.그리고 공기

에 있는 물분자 역시 빛이 인가되는 NBTS하에서 △Vth의 음의 방향으로의 이동

을 야기 시킨다.Backchannel표면에 물 분자가 흡착 되면 donor로 거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산소의 흡착과는 반 의 역할을 하게 된다.이러한 매커니즘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H2O(gas)+h
+
(solid)=H2O

+
(solid)

빛이 인가되는 조건에서 photo-generatedhole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는 H2O

와 결합하여 H2O
+를 만들게 된다.이로 인해 결과 으로 Vth의 음의방향으로의 이

동을 야기한다[3.8.11].

다.ZTO/ITOBi-layerTFT연구

이번 연구에서는 고 이동도 고 신뢰성을 갖는 ZTO/ITO이 층을 갖는 박막

트랜지스터의 기 특성 박막 특성 분석을 통해 차이를 찰함으로써 최 화

된 박막 트랜지스터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 다.그림 3.8.16은

AFM을 이용하여 박막의 표면 거칠기 형태를 살펴본 이미지이다.시편은

SiO2wafer 에 ITO박막이 5.5nm 쌓여있을 때의 결과이다.ITO박막 증착 시 스

퍼터링법을 이용하여 매우 얇게 증착했으므로 박막의 성장 형태가 island-to-island

형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고 상하 다.그러나 AFM 결과 박막은 매우 평탄한 결

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스캔한 역 모두 연속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AFM 분석

시 모든 시편은 2 2μm 의 범 를 갖고 측정되었으며 peak-to-valley높이 차이

의 경우 <0.7nm 의 값을 가졌다.박막의 연속성과 거칠기는 synchrotron-based2

차원 GIXD(2-dimensiongrazing-incidencex-raydiffraction)결과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3.8.17의 (a),(b)는 ITO증착 시간 별 XRR패턴이다.스퍼터링법으로 ITO

를 30 증착했을 경우 명확한 패턴이 형성되지 않은 것을 찰할 수 있었다.그러

나 증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ITO를 120

증착한 시편의 경우 박막이 층 간 성장을 하고 있으며 박막이 연속 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이러한 지속 인 간격으로부터 증착된 박막의 두께를 도출할 수 있다.

ITO스퍼터링 시간에 따른 박막의 두께는 그림 3.8.18에 나타냈다.

XRR패턴을 이용하여 도출함과 동시에 ellipsometry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는데 오차 범 내에서 비슷한 결과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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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기 ITO박막의 두께를 설정 시 기존에 확립된 증착 시간과 박막 두께 비를

비교하여 략 인 증착 시간을 설정하 다.설정 시간을 증착하 을 때 상과 맞

는 결과를 분석 결과 찰할 수 있었고,따라서 박막의 두께는 ITO스퍼터링 시 증

착 시간에 따라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박막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여 기 특성을 살펴보았

다.이동도의 경우 VD=0.1V에서의 최 trans-conductance값에서 도출하 다.문턱

압의 경우 VD=5.1V가했을 때 드 인 류가 L/W 10nA흐를 때의 VG값이다.

ZTO 소자와 게이트 연막 사이에 아주 얇은 두께의 ITO 박막을 삽입함에 따라

소자의 특성은 ITO 두께의 증가에 해 SS와 Ion/off의 하 없이 이동도가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다.표 3.8.5에는 ZTO 소자 ZTO/ITO 이 층 박막 트랜지스터

각각의 기 특성 값을 나타내주고 있다.기 소자인 ZTO 소자의 경우 이동도

와 문턱 압,SS의 경우 각각 31.6cm
2
/Vs,0.1V,0.18V/decade이다.그림 3.8.19에서

볼 수 있듯 각 소자 별 트랜스퍼 곡선을 네 번씩 측정하 다.박막 트랜지스터의

기 특성의 균질도를 보기 함이었으며 VD=5.1V를 가하며 측정하 다.채

W/L는 1000/150μm로 모두 동일하다.기 채 물질인 ZTO와 게이트 연막 사

이에 ITO 층을 삽입하며,이때 ITO 두께를 다르게 해 으로써 트랜지스터의 특성

값이 변화하게 된다.실험결과 최 의 조건인 ZTO/ITO(3.5nm)소자의 경우 이동도

43.2cm
2
/Vs,게이트 스윙 0.18V/decade,문턱 압 -2.98V로써 문턱 압이 음의

방향으로 약간 이동하 지만 게이트 스윙의 하 없이 이동도가 향상된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었다.ZTO 박막 트랜지스터의 값이 31.6cm2/Vs인데 비해 ITO 4.5nm

를 증착한 경우 약 1.5배 증가한 값인 45.0cm
2
/Vs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3.8.20(a),(b)는 ZTO 소자와 ZTO/ITO(3.5nm)소자의 특성 곡선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이는 음의 압 스트 스(VG=Vth-10V)를 주면서 소자의 신뢰성을

측정한 값이며 기 소자의 특성은 스트 스를 주기 의 특성이다.제작된 소자

가장 우수한 신뢰성을 갖는 ZTO/ITO(3.5nm)박막 트랜지스터의 이동도는 43.2

cm
2
/Vs이다.동시에 이러한 산화물 반도체의 NBS(negativegatebiasstress)는 계

면 층의 ITO박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8.21에

서 기 소자인 ZTO의 경우 -0.88V 이동했지만 ZTO/ITO(3.5nm)소자의 경우

-0.41V이동하 다.이러한 우수한 신뢰성은 PBS(positivegatebiasstress)에서도

찰 되었다.

그림 3.8.21은 PBS(VG=Vth+10V)의 시간 변화에 한 트랜스퍼 특성을 보여주

고 있다.ZTO 소자의 경우 1.43V 이동하 지만 ZTO/ITO(3.5nm)소자의 경우

0.41V만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8.22는 각각의 스트 스에 한 문턱 압의 변화를 ITO 두께에 따라 나

타냈다.채 과 게이트 연막 계면의 ITO 두께는 4.5nm까지 증가하 는데 PBS

를 가했을 때 문턱 압은 확실히 감소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이는 IT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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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carrierpath뿐 아니라 계면 트랩 농도도 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NBIS의 경우 ITO가 2.5nm에서 3.5nm 로 증가하 을 때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문턱 압이 1.2V에서 0.4V로 이동하 다.그러나 PBS를 가했을 때는 ITO 4.5

nm 증착된 소자의 신뢰성이 가장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0.4V 이동)이에 해

ITO 최 두께인 3.5nm에서의 이동도 향상과 PBS,NBS의 향상 원인에 한 고

찰에 을 두고 기술하겠다.

요약하자면 ITO두께 조 에 따른 이 층을 갖는 박막 트랜지스터의 소자 특성

효과는 신뢰성과 이동도 측면에서 ZTO소자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여 다.이는 계

면의 트랩 도의 감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정한 두께의 ITO가 삽입된 소

자의 경우 ZTO 소자의 특성값보다 향상된 이동도와(~45cm
2
/Vs)신뢰성 결과를

보여 다.따라서 게이트 연막과 채 계면 사이에 한 두께의 ITO박막을 삽

입한 소자의 경우 높은 이동도와 양/음의 압 스트 스 인가에 한 신뢰성 향상

을 해 용될 수 있다.

라.ZTO산화물 반도체에 ZrO2도핑효과에 한 연구

(1)Co-sputtering을 이용한 Zn-Sn-Zr-O채 TFT소자 제작

본 연구실에서 보유 인 3target co-sputtering이 가능한 증착시스템은

ZnO:SnO2 타깃,ZrO2 타깃,ITO 타깃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연구에서는

Zn-Sn-O 기반의 박막 트랜지스터에 Zr의 도핑효과를 찰하 다.이번 연구에서

는 In과 Ga을 배제한 박막 트랜지스터인 Zn-Sn-Zr-O (ZTZO)채 을 갖는 박막

트랜지스터를 co-sputtering법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ZTO물질에 ZrO2가 도핑되

었을 때 항의 증가를 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동 특성의 하를 설명할

수 있다.그와 반 로 Negativebiasilluminationstress(NBIS)인가하 을 때

ZTO 소자의 경우 문턱 압이 -12.5V 이동하는데 반해 ZTZO 소자의 경우 -4.2V

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이러한 소자의 향상은 ZTZO 박막에 산소 공핍

결함의 감소가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이는 Vo에서 Vo2+로의 이가 빛으로부

터 유발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2)Shadow mask를 이용한 Zn-Sn-Zr-OTFT소자 제작

36-nm 두께의 ZTO와 ZTZO채 층의 경우 reactiverfmagnetronsputtering

을 통해 증착되었다.thermal로 증착한 100nm 두께의 p-type실리콘 웨이퍼 에

제작하 으며,따라서 SiO2를 게이트 연막으로 사용하 으며,이는 NBIS조건 하

에 게이트 유 막에 하들이 주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3인치 지름을

갖는 ZnO:SnO2타깃과 ZrO2타깃은 각각 ZTO와 ZrO2의 구체로써 사용되며 타

깃과 기 사이의 간격은 ~15cm이다.채 물질이 증착되는 동안 ZTO타깃의

워는 100W로 고정되어 있으며 ZrO2타깃의 워를 변화시키며 증착하 다.증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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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용된 압력은 5mTorr이며 산소비는 0.3이다.100nm 두께의 소스/드 인 극

의 경우 동일한 스퍼터 내의 ITO 타깃을 사용하여 증착하 다.이때 채 의 W/L

=1000/300μm이다.증착 후 제작한 소자는 quartz튜 로를 사용하여 기 분

기에서 350℃ 1시간 열처리 하 다. 기 특성의 경우 상온에서 HP 4155A

semiconductorparameteranalyzer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Halleffect측정의 경우

vanderPauw configuration을 통해 수행되었다. 한 Ohmiccontact측정을 해

thermalevaporator를 이용하여 Al 극을 증착하 다.

(3)Zn-Sn-Zr-O박막 특성

그림 3.8.23의 (a),(b)는 atomicforcemicroscopy(AFM)을 이용하여 ZTO와

Zn0.54Sn0.42Zr0.04O 박막의 표면의 표면형상을 보여주고 있다.root-mean-square

(rms)값의 경우 ZTO박막과 Zn0.54Sn0.42Zr0.04O박막 모두 ~0.8nm 의 값으로 ZTO에

ZrO2를 co-sputtering한다고 해서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결정학

인 구조의 경우 그림 3.8.23(c)에서 보다시피 ZTO에 ZrO2를 동시 증착 한다고

해서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그림 3.8.23(d)의 경우 x-rayreflectivity

(XRR)패턴 결과를 보여주는데 두 박막 모두 비정질이다.XRRsimulation결과를

통해 박막의 도를 구할 수 있는데 ZTO와 ZTZO각각 5.05g/cm3과 5.40g/cm3

이다.Zr이 ~4%일 때 박막의 도가 왜 증가하 는지에 해서는 단지 ZrO2의 상

으로 큰 도에 의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단지 이는 아래 설명에

거론할 것이지만,반도체 박막내의 결함농도의 감소와 연 된 것으로 추론된다.

두 박막 모두 두께는 ~36 nm로 동일하지만 XRR 패턴에서부터 도출된

roughness의 경우 ZTZO 박막이 ZTO 박막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ZrO2의

도핑이 반도체박막의 자유 자농도(Nd)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Halleffect

측정을 진행하 다.ZTZO 박막의 Nd의 경우 ZrO2를 더 많이 첨가할수록 감소함

을 확인하 다. ZTO의 Nd는 6.1 X 10
17
cm

-3
인데 Zr를 동시 증착한

Zn0.54Sn0.42Zr0.04O박막의 경우 2.4X1016cm-3 다.

(4)Zn-Sn-Zr-O박막 트랜지스터의 기 특성과 신뢰성 평가 원인 규명

그림 3.8.24(a),(b)는 ZTO와 Zn0.54Sn0.42Zr0.04O박막 트랜지스터의 Transfer특

성이 NBIS스트 스 인가시간 증가에 따른 특성 변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이때

기 소자 특성은 스트 스가 인가되기 인 0 일 때의 커 를 보면 된다.ZTO

소자의 field-effectmobility(uFE),문턱 압 (Vth),게이트 스윙 (SS),Ion/off의 경우

각각 19.1cm
2
/Vs,-0.5V,0.45V/decade,1.2X10

8
이다.반면에 Zn0.54Sn0.42Zr0.04O

소자의 경우 약간의 소자 특성 하가 생긴다.Zn0.54Sn0.42Zr0.04O 소자의 μFE,SS,

Vth,Ion/off는 8.9cm2/Vs,0.7V,0.7V/decade,7.5X107이다.Zr이 도핑된 ZTO소

자의 경우 하된 이동도와 증가된 문턱 압은 transferlinemethod(TLM)을 사

용하여 S/D과 반도체 사이의 항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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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c)는 다양한 Zrat.%에 따른 항 (RcW)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TLM에 의해 도출할 수 있다.ZrO2가 향상됨에 따라 RcW의 값은 190.9Ωcm에서

1474.3Ωcm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그러므로 ZTZO 박막 트랜지스터의 특

성값 하는 하 도 감소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NBIS신뢰성에 한 결과값의 경우 그림 3.8.24(a),(b)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시간에 따른 NBIS특성을 보여주고 있다.신뢰성 평가 시 조건은 VDS=10V 이며

VGS=-20V의 음의 압 스트 스와 λ=650nm,0.1mW/cm
2
의 할로겐 램 를 사

용하여 스트 스를 인가하 다.NBIS는 5000 동안 가해졌으며 상온, 기 분

기에서 측정하 다.그 에 NBS측정 시 문턱 압은 ZTO소자와 ZTZO소자

각각 -2.8V와 -0.8V이동하 다.이는 NBIS시의 문턱 압보다 작은 값을 갖는

다.NBS의 작은 문턱 압 이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결함에서의 홀 자 트랩

는 산소 는 수분으로부터의 향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반면에 NBIS인가

시 12.5V의 큰 문턱 압의 음으로의 이동은 NBIS시간이 증가하는데 무 하게 μ

FE 과 Ion/off변화는 없다.Zn0.54Sn0.42Zr0.04O 박막 트랜지스터의 경우 문턱 압의 이

동이 확연하게 감소하 는데,그 값은 ~4.2cm
2
/Vs이다.이는 을 가해 에 따라

Vo에서 Vo
2+
에서 이동하며 산소 공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이

모델은 열 으로 안정 인 Vo가 을 가해 에 따라 자 발 을 통해 안정상인

Vo2+상태로 여기하게 된다.이는 산화물 반도체의 도 내에서 2개의 다른 치

로 옮겨진 자유 자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Vo
2+
의 축 은 NBIS조건에서 발

생하는 문턱 압의 음의 방향 이동이 채 과 게이트 연막 계면에서의 확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흥미롭게도 NBIS인가 시 두 가지 소자 모두 NBS시 변함 없

던 SS값의 증가가 나타났다.이는 NBIS가 안정상인 Vo2+결함을 생성하여,즉

트랩 가 생성되는 것과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델을 증명하기 해 x-rayphotoelectronspectroscopy(XPS)를 사용하

다.그림 3.8.25는 XPSpeak O1s의 peak을 보여 다. 자의 바인딩 에 지

는 C-C결합 값인 284.5eV로 기 을 맞추어 주었다.O 1speak의 경우 세 개의

peak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산소 결핍을 제외한 latticeoxygenpeak(530.0eV),

산소 결핍 역 내의 latticeoxygenpeak(531.1eV),metalhydroxidepeak(531.9

eV)이 게 세 peak이다.그림 3.8.25의 결과에서 록색 peak의 역인 산소 결핍

역이 ZrO2가 증가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이 값은 각각 29.6%,

24.0%,20.2% 로 ZTO,Zn0.57Sn0.42Zr0.008O,Zn0.54Sn0.42Zr0.04O 의 값을 갖는다.531.9

eV의 경우 metalhydroxidepeak와 계된 역으로써 ZTZO내의 ZrO2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을 띈다.이는 기 의 OH-impurities가 ZrO2

표면에 우선 으로 흡착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ZrO2가 증가함에 따라 산

소 결핍과 련된 peak 역 비율의 감소는 NBS조건에서 신뢰성 측정을 했을 때

Vo결함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그러므로 Vo의 이 모델은

XPS결과에 포함되어 있다.이는 Vo결함의 생성 확률 감소로 인해 ZrO2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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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포함으로 인해 NBS조건하에서 ZTZO 박막 트랜지스터 결과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될 수 있다. 한 Rc값의 결과로써 ZrO2함유가 증가함에

따라 도성이 감소하여 이동도의 감소 문턱 압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그

러므로 최 의 Zr조성에 따른 ZTZO 채 은 NBIS조건 하에서 신뢰성이 뛰어

난 확실한 도성을 가지는 물질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3.8.12].

요약하자면,ZrO2가 동시 증착된 ZTO 채 층을 제작하 고,ZrO2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이동도와 문턱 압은 낮아지고,증가하 다.그러나 Nd 값을 감소하는

데도 기여를 하 고,NBIS조건 하에서 5000 동안의 문턱 압 이동이 ZTO소

자와 ZTZO 소자를 비교하 을 때 -12.5V와 -4.2V로 매우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ZTZO 박막 내에서의 산소 결핍 농도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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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사시험 지원 련 업무

1. 성자이용 조사기술 고도화 련 연구

가.조사시험 캡슐설계 개선

하나로 피로캡슐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설계/제작되었던 05S-05K캡슐의 30MW

출력의 IR2조사공에서의 46 47주기 46일간의 조사시험을 수행하 으며,STS

피로 시편에 한 조사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database확보하 다. 한 성자 조

사량 조 용 캡슐인 05M-06K 캡슐을 그림 3.9.1과 같이 해체 분석하여 해당 캡슐

의 인출 성능 하 상은 캡슐 제작 후 보 에 캡슐 내부로 유입된 습기에 의

해 인출선/인출 에 부식이 발생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다.따라서 이와 련

하여 성능 하 방지 책을 모색하고 향후 캡슐 설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캡슐

고유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 다.

한 하나로 계장캡슐을 이용하여 장주기 조사시험 시 캡슐 장․탈착 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3.9.1]함으로써 캡슐 조사시험의 안 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일

반 으로 장주기 조사시험 시에는 단계 조사시험이 종료된 후 캡슐을 제어시시템

과 분리하여,원자로 노심으로부터 인출하여 작업수조에 임시 보 하 다가 원자로

가동 에 재장 하여 다음 주기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그러나 장주기 조사시험

시 계장선을 포함한 캡슐 자체의 안 성,작업안 성,시험 신뢰성,업무효율 향상

(3Man-Day/cycle이상 단축)측면에서 그림 3.9.2와 같이 캡슐을 junctionbox와

분리하지 않고 인출하여 원자로 북측 난간에 임시 고정하 다 재장 하는 차로

개선하 다.개선된 작업 차는 최근 의 인 Westinghouse사의 24주기 조사시

험 등 장주기 조사시험 시에는 필수 인 개선사항으로 단된다.개선된 차를

07M-13N캡슐의 조사시험[3.9.2]시 용하여 작업 건 성 효율성을 확인하 다.

시험 핵연료 endplug설계 개선을 하여 sealtube를 이용하던 기존의 방식

신 VCR(Vacuum CouplingfortheRad-lab)metalgasketfacesealfittings방

법을 사용하기 하여 그림 3.9.3과 같이 endplug를 설계하 다.부품을 제작하고,

MIcable을 EBwelding하고,피복 을 endplug에 TIG welding하여 helium leak

test를 수행하여 설계 검증을 수행하 다.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한 시험 핵연료 은 내부에 helium 가스가

충 되어야 하는데,핵연료 계장 캡슐과 3-PinFTL(FuelTestLoop)에 장착되어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하여 제작된 시험 핵연료 의 용 상태를 확인하기 하

여 helium leaktest를 제작하 다.이 helium leaktester는 10
-3
torr까지 진공을

제어할 수 있으며,300℃ 까지 온도를 자동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 leaktest의 신뢰성 확보를 하여 검교정을 한 표 시료도 확보하 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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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에 시험 핵연료 helium leaktester와 표 시료가 나타나 있다.

나.냉각수 유입 방지용 압 개발

캡슐 보호 단 시 유입되는 수조 냉각수는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

황이었다.일반 으로 성자 조사된 냉각수 Al열매체는 방사화되어 불안정한

상태로 보다 부식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며,실제 일부 캡슐 열매체에서

는 상온에서 장기간 보 후 해체 시 상당한 부식 상태를 보인바 있다. 한 이러

한 냉각수 유입은 캡슐내 시편과도 반응하여 부식 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TEM

시편이나 피로 균열을 가진 시편 등 정 한 시편들의 경우 조사후 시험결과에 큰

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 다.한편 캡슐 내로 유입된 냉각수는 Fluence

Monitor(FM)wire들과도 반응하여 개별 wire의 activity측정을 불가능하게 하

다.따라서 마찰용 기술을 이용하여 STS304-Al-STS304압 을 국산화 개발하

여 그림 3.9.5와 같이 캡슐 gas 단부에 용하 다.개발된 압 은 07M-21K

캡슐에 처음 용되어 조사시험[3.9.3]후 수조 내 단과정에서 냉각수 유입방지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이후 모든 후속 재료캡슐에 용되고 있다.

다.신형 FM 기술 개발

기존의 캡슐에 사용하 던 Fe/Ni/TiFM의 경우 주로 고속 성자 평가에만

사용되었고,열 성자 평가에는 부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캡슐의

성자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FM 해체 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하여

이의 감화 요청이 있어 왔다.한편 수탁과제의 Westinghouse시편의 경우 열

성자 조사량 평가가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따라 새로

운 고속 성자 열 성자를 평가하기 한 새로운 FM을 설계/제작/시험하

다.기존에 사용하던 FM 시편의 단 을 보완하여 직경 0.125㎜의 wire형태로 제

작하 다.이러한 형태는 기존의 시편보다 길이를 6배 정도 크게 제작하여 FM 시

료 제작 해체 시에 취 의 용이성을 증 하 다.그림 3.9.6에서의 fastneutron

측정용 시편은 Fe,Ni,Ti을 사용하여 무게 100～150㎍ 범 안에 분포하도록 제작

하고,thermalneutron시편은 Ag,Nb을 사용하여 200～250㎍ 범 안에 들어가도

록 제작하 다.NeutronFluenceMonitor의 조사시편은 fastneutron용으로 nickel,

titanium,iron그리고 thermalneutron용으로 silver,niobium,cobalt를 비하 으

나 cobalt의 경우 성자와 반응하여
60
Co로 핵변환되고 이의 반감기가 5.72년으로

매우 길어 번 조사실험에서는 제외하 다. 재 OR5 공에서 조사시험된

07M-21K의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JAEA에서 시도되었던 Al-Co(0.11

w/oofCo)합 시료 분석방법을 도입하기 하여 직경 0.25㎜인 Al-Co(0.1w/oof

Co)합 을 구입하여 하나로 조사시험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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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조사시편 dpa평가 기술 개발

일반 으로 조사시편의 성자 조사손상 정도를 나타내기 하여 고속 성자 조

사량 단 와 그림 3.9.7과 같은 개념의 dpa(displacementperatom)단 를 사용한

다.지 까지 하나로 캡슐 분야에서는 고속 성자 조사량 단 만을 사용하여 왔으

나, 차 dpa단 에 한 이용자 요구가 증하 으며,국제 공동연구인 I-NERI

과제에서도 조사 시편에 한 dpa값 계산을 요구하 다.이에 따라 국내 상용 원

자로 dpa계산에 활용되고 있는 SPECTOR코드를 이용하여 조사시편에 한 dpa

계산을 수행하 다.SPECTOR코드의 경우 100개 이하로 세분화된 성자 에 지

그룹(MeV)에 한 성자 flux값을 사용하여 dpa를 계산하므로,07M-21K 캡슐

시편의 경우 94군으로 계산된 성자 spectrum 값을 그 로 사용하 으나,CT 공

에서 조사시험된 05M-07U 캡슐의 경우에서는 성자 spectrum이 620군으로 세분

화되어 있으므로 상용원자로에 용하 던 것과 같이 임의로 47개 군으로 grouping

하여(fluxweightedaverage방식)사용하 다.이 경우 displacementdamage가 주

심 사항이므로 highenergyneutrongroup을 상 으로 많이 사용하 다.한편

SPECTER코드는 주기율표의 부분 원소에 한 dpa계산을 수행하므로,캡슐내

합 의 경우 구성원소 질량비를 atomicfraction으로 환해서 최종 dpa를 계산하

다.R5조사공에서 24.38일(731.44MWD)동안 조사시험된 07M-21K 캡슐 내 각 단

시편에서의 dpa는 0.034∼0.07로 계산되었다.

마.Junctionbox설계개선

기존에 사용하던 junction box의 단 을 보완하여 신규 제작하 다.junction

box는 하나로에 장착된 조사시험용 캡슐로부터 인출된 각종 신호선(히터 원선 10

라인,열 "K"14개,진공튜 (OD5mm STS)1개)을 제어장치와 연결하기 한

신호선의 간에 설치되어 사용한다.기존의 junctionbox는 하나로 북서쪽 통부

내부에 설치되도록 제작하여 외곽치수(WDH 250×250×250mm)가 제한 이었으나

넓게(WDH 280×280×260mm) 제작하여 작업시 근성을 개선하 다. 개선된

junctionbox는 열 용 폐형 커넥터 PFTCC를 2개 설치하여 16 의 열 를

수용하도록 하 다. 한 안내 체결구도 기존 2“구경의 나사조임 체결방식의 불

편한 을 개선하여 체결구에 biopharm fittings를 채택하고 3”로 확장하여 신호선

통시 편리하도록 제작 하 다. 한 junctionboxcover에 압력게이지를 장착하여

cover를 열 때 내부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역시 cover에 과압 안 밸

를 장착하여 2.5bar이상 가압시 vent되도록 하여 보다 안 하게 사용하도록 제작

하 다.개선 제작된 junctionbox는 사용압력 2bar에서 안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5배의 압력인 5bar에서 가압시험 설시험을 완료하 다. junctionbo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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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무거운 을 감안하여 이동에 편리하도록 바퀴를 일체형으로 부착하여 사용

에 보다 편리하도록 제작하 다.

바.안내 설계개선

기존에 사용하던 안내 의 단 을 보완하여 신규 제작하 다.안내 은 조사시

험용 계장캡슐 내부에 설치된 각종 신호선(히터 원선 10라인,열 "K"14개,

진공튜 (OD 5mm STS)1개)을 제어장치와 연결하기 하여 사용한다.기존의

안내 은 폴리염화비닐(PVC)스 링호스(외경 1.25inch,길이 11m,투명)를 사용하

며,수심 약 12m정도 잠기는 것을 고려하여 열결부의 틈새로 수 되어 신호선이

물에 잠기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내압 2㎏/㎠(He)로 가압하여 사용한다.냉각수

온도 40℃에서 내압 2㎏/㎠(He)로 가압하여 조사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차 안내

이 약 30cm정도 늘어나 신호선이 상 으로 짧아져 신호선에 장력이 작용한다.

방사선 환경에서 재료의 물성변화로 인하여 안내 손상이 우려되어 재활용하지 못

하고 1회 사용 후 폐기처분 하고 있다.안내 과 보호 의 체결도 나사 조임 방법

을 사용함에 따라 안내 체결시 조임 기구의 회 력에 의하여 gasket이 손되어

안내 가압가스(He)가 설되는 문제 이 최근에 발생하기도 하 다.최근 장기

조사시험 증가에 비한 안내 개선에 한 필요성이 증가되어 폐기물을 감할

수 있도록 설계 개선하 다.개선된 안내 재료인 메탈벨로우즈 STS1&1/2inch는

기존 스 링호스에 비하여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인다.메탈벨로우즈는

STS재질로서 방사선 환경에서 장시간 사용에 안 하다.외경에는 STSbraid(그물

망)를 피복하여 외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안내 의 온도상승과 가압에 따라 길

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 장기 조사시험 안내 길이가 늘어나 신호선 길이가

상 으로 짧아지는 문제가 해결되었다.사용압력은 최고 35bar,사용온도 -200∼

800℃로 우수한 특성을 보인다.안내 과 보호 의 채결방법도 C형 크램 방식을

채택하여 체결시 조임 기구의 회 력에 의하여 gasket이 손되는 문제 을 원천

으로 해결하 고,gasket재질은 온도와 압력 특성이(20℃에서 82.6bar,135℃에서

20.6bar)우수한 fluorocarbon을 채택하 다 안내 의 량은 기존의 스 링호스

0.95kg/m에 비하여 메탈벨로우즈는 1.2kg/m로서 1m당 250g증가하여 안내 체

길이 11m를 고려하면 체 량은 약 2.75kg이 증가하나,이 일부만 캡슐 쪽으로

달되므로 량 증가에 따른 계장캡슐 하단부 spring의 설계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설계 개선된 메탈벨로우즈 안내 은 온도와 압력 방사

선 환경에서의 안 성 내구성 등이 우수하여 장기조사 반복사용 가능하므로 원

가 감 폐기물 감 효과를 가진다.

2.조사시험 기술 연계 련과제 수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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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수행 인 원자력연구개발과제와 연 하여 기술개발된 조사시험기술을 활용

하여 다음과 같은 원자력연구원 내․외의 수탁 력 과제들을 수행하 다.

가.I-NERIProject(제 4세 원 용 고온재료의 환경 조사효과 연구)

미국 ORNL/ANL/INL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InternationalNuclearEnergy

ResearchInitiative(I-NERI)Project의 제4세 원 용 고온재료의 성자 조사효과

과제를 3차년 계획에 의거하여 력 수행하 다.1차년도(06.12.1～07.11.30)에는 하

나로 조사공 특성 조사요건 평가를 통한 조사시험 계획을 수립하 으며,조사시

험용 모의 장치를 이용하여 조사시험의 안 성을 평가하 다. 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로 OR공에서 시험할 수 있는 조사시험용 캡슐(07M-21K)을 설계하 다.

2차년도(07.12.1～08.11.30)에는 제작․완성된 07M-21K 캡슐을 30MW 열출력의

OR5조사 시험공에 장입하여 Fe-9Cr-1Mo재료의 시편에 해 390±10℃ 조사온도

로 1주기(24.62일) 조사시험하여 최 고속 성자 조사량은 4.4x1019

n/cm
2
(E>1.0MeV)에 도달되었다[3.9.3].3차년도(08.12.1～09.11.30)에는 07M21K 캡

슐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제작된 2차 조사시험용 캡슐(08M-09K)을 이용하

여 이 시편에 텅스텐(W)이 첨가된 Fe-9Cr-1Mo-1W 재료에 하여 같은 OR5

조사공에 장입하여 390±10℃ 조사온도로 1주기(23.67일)조사시험하여 최 고속

성자 조사량은 4.2x10
19
n/cm

2
(E>1.0MeV)에 도달되었다[3.9.4].두 번의 조사시험에

서 시편의 dpa는 각각 0.034～0.07 0.033～0.067로 평가되었다.두 개의 캡슐 모

두 조사시편을 심으로 다단 독립제어용 기히터가 장착된 5단의 구조로 되어 있

으며,조사시험 조사시편의 온도 조사량을 측정하기 하여 14개의 열

5개의 신형 Ni-Ti-Fe 성자 모니터가 설치되었다.본 캡슐에도 캡슐 보호 내

가스 부에 조사시험 후 수조 내 단 과정에서 냉각수 유입을 방지하기 한

Al-STS304압 설계가 용되었다.

나.한 원자력연료(주)수탁과제 1(고유핵연료 집합체 부품 조사특성 시험)

국산 핵연료인 HANA 피복 을 심으로 국산 고유핵연료 집합체 부품들의

성자 조사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재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07M-13N)을 설계․제

작․조사시험하 다.캡슐에는 HANA 피복 ,Zirlo,Zircaloy-4,Inconel-718등의

재질로 이루어진 지지격자 1x1cell좌굴 스 링,인장,용 조직 강도,조사

성장,스 링 특성 등 다양한 규격의 총 463개 시편들이 장입되었다.캡슐은 30MW

출력의 하나로 CT 조사시험공에서 300℃의 조사온도를 목표로,4주기에 걸쳐 총

95.19일 동안 조사시험되어 최 1.27×1021n/cm2(E>1.0MeV) 성자 조사량까지 조

사시험되었다.조사시편의 dpa는 1.21～1.97로 계산되었으며,조사후 시험을 통해 얻

어지는 결과들은 핵연료 국산화 사업에 크게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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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원자력연료(주)수탁과제 2(미국 Westinghouse사 제어 물질에 한 하나

로 조사시험)

미국 Westinghouse사에서 추진 인 신형원자로인 AP1000원자로용 제어 재

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나로에서 Ag Ag-In-Cd재질에 한 조사시험을 하

다.한 원자력연료주식회사(이하 KNF)수탁 용역과제 형식으로 수행된 ‘미국

Westinghouse사 제어 물질에 한 하나로 조사시험’과제에서 요청한 미국

AP1000원자로 제어 물질 시편들에 한 성자 조사특성을 비평가하기 하

여 재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07M-13N)을 설계․제작․조사시험하 다.해당 재질

은 하나로에 한 조사특성 안 성 승인을 마치고,다른 연구목 의 재료 조사

시험용 계장캡슐(07M-13N)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총 4주기의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조사시험은 KNF용역과제에서 요청한 고유 핵연료 집합체 부품 시편들에

한 성자 조사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제작된 재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07M-13N)을 공동이용하여 수행하기로 Westinghouse/KNF/KAERI간에 의․수

행되었다.Westinghouse시편들은 30MW 출력의 하나로 CT 조사시험공에서 23

0～255℃의 조사온도로,4차에 걸쳐(24일 1주기 운 )총 95.19일 동안 최

1.11×1021n/cm2(E>1.0MeV) 성자 조사량까지 조사되었다.

라. 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

국내 유일한 성자 조사시험 시설인 하나로의 효율 으로 공동이용하고 련

기 연구를 진시키기 한 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매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도 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하나로)의 일환으로 열 성자 조사

된 MgB2박막의 마이크로 표면 항 도도 변화 연구,조사된 질화물 핵연료

내의 제논 기체 확산계수 측정 연구,폴리이미드- 속수소화물 복합 고온 성자

차폐체의 성자 조사 향 연구 등 3과제가 선정되었다.특히 마지막 과제는 열

성자와 고속 성자에 모두 효율 인 경량 차폐체의 개발하기 한 기 연구를 지원

하기 하여 TiH2polyimide시편을 하나로에서 조사시험하 다.해당 시편은 다른

연구목 의 재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07M-13N)의 빈공간을 활용하여 조사시험하

다.조사시험된 시편을 조사후 시설시설(IMEF)로 이송/해체되어 조사 후 인장특

성 등을 수행하여 성자 조사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으나, 성자 조사에 의하여

분해/경화되어 수행할 수가 없었다.따라서 폴리이미드 재질의 경우 보다 약한 성

자 조건에서 조사시험되어야 함을 제시하 다.

2008년도에는 열 성자 fluence의 변화에 따른 MgB2의 밴드간 산란과 마이크로

특성의 변화 연구가 선정되어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연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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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는 성자조사가 고유 율산화막 자소자의 성능과 신뢰성에 미치는

향,열 성자 조사된 40KMgB2후막에 한 마이크로 표면임피던스의 두께별

특성 변화 연구,조사된 그래 이트 재료의 응력 평가법 개발 등 3개 과제가 선정

되어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0∼2011년도에는 하나로의 공동이용 활성화 과제 조사시험 련 과제로

4개 학이 선정되었다.이 과제들은 모두 소형무계장 캡슐을 이용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하며,충남 ,건국 인하 과제는 재료를 조사하고 경희 는 핵연료를

조사하는 시험이다.

마.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 개발 분야 조사시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인 ‘압력경계 재료열화의 괴역학 평가

모델개발’과제로부터 의뢰된 압력용기강 모델합 의 조사특성 평가를 한 조사시

험용 계장캡슐 (08M-01K)을 설계·제작·조사시험하 다[3.9.5].08M-01K 캡슐은

30MW 출력의 하나로 CT조사시험공에서 255～317℃의 조사온도로,6.5일 동안 최

8.3×10
19
n/cm

2
(E>1.0MeV) 성자 조사량까지 조사되었다.향후 시편의 조사후

시험을 통해 얻어질 조사시험 결과는 고리1호기 2차 계속운 에 핵심자료로 활용될

것이다.2차 연도에는 조사시험 결과를 정리하고 자료를 축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

다.이 자료는 향후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원자력 재료들에 한 다양

한 조사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바.고강도/고인성 원자로용기강 림 스테인리스강 개발 분야 조사시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인 ‘고강도/고인성 원자로용기강 림

스테인리스강 개발’과제로부터 의뢰된 압력용기강 모델합 의 조사특성 평가를

한 OR공 조사시험용 계장캡슐(08M-02K)을 설계·제작·조사시험하 다[3.9.6].해

당 시험은 2009년 10년간 연장운 에 들어간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의 2012년에

정된 차기 안 성평가 추가 연장운 계획의 수립에 결정 인 데이터를 제공하

고, 한 성능 개선된 고강도/고인성 원자로용기강 림 스테인리스강 개발을

한 기 조사특성 자료를 생산하기 함이다.본 캡슐은 최근 하나로 CT 조사공

에서 시험된 08M-01K 캡슐[3.9.5]과 연 되어 제작되는 재료 계장캡슐로 최근 동일

OR5조사공 시험용으로 설계·제작·시험되었던 07M-21K 캡슐을 기반으로 설계·제

작되었다.08M-02K 캡슐에는 SA508계열 단일 재질의 PCVN,Charpy(Cv),1/2

PCVN,ST(소형 인장),TEM 시편 등 총 437개 시편이 장입되었다.시편은 290℃

의 온도로 조사시험하기 하여 설계되었다.캡슐은 독립제어 기히터가 장착된 5

단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조사시험 조사시편의 온도 조사량을 측정하기

하여 14개의 열 5개의 Ni-Ti-Fe 성자 모니터가 설치되었다. 한 캡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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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내 gas 부에 조사시험후 수조내 단과정에서 유입되는 냉각수를 방지하기

한 Al-STS304압 설계가 도입되었다.캡슐은 30MW 출력의 하나로 OR5조사

시험공에서 269～310℃의 조사온도로,24.6일 동안 최 4.4×10
19
n/cm

2
(E>1.0MeV)

성자 조사량까지 조사되었다.향후 시편의 조사후 시험을 통해 얻어질 조사시험

결과는 고리1호기 2차 계속운 에 핵심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사. 고온가스로 요소기술 개발 분야 조사시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인 ‘고온가스로 요소기술 개발’과제로

부터 의뢰된 제4세 원자료 VHTR의 압력용기에 사용될 재료의 조사특성 시험을

한 계장캡슐 10M-15K를 설계·제작 조사시험하 다.조사특성 평가를 한 조사

시험용 계장캡슐 (08M-01K)을 설계·제작·조사시험하 다.10M-15K 캡슐은 30MW

출력의 하나로 OR5조사시험공에서 380±10℃의 조사온도로,하나로운 1주기(25.1

일)일 동안 최 4.4×1019n/cm2(E>1.0MeV) 성자 조사량까지 조사되었다.시험재

료는 Mod.9Cr-1Mo강으로 추후 VHTR재료 선정에 기여할 것이다.

아.노르웨이 HaldenProject기술 력 조사시험

노르웨이 HaldenProject와의 국제공동 력의 일환으로 조사환경에 따른 원자로

용기강의 조사후 특성 차이를 비교평가하기 하여 조사환경이 다른 IFE연구소내

HBWR 원자로와 하나로에서 동일한 원자로용기강에 한 조사시험을 수행하기로

하 다.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은 08M-01K 캡슐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노르웨

이 HBWR원자로에서의 조사시험도 완료되었다.한편 HBWR에는 hotcell시설이

없으므로 재 조사시편을 분리하여 KAERI로 이송해왔다.향후 두 원자로에서 조

사시험된 시편에 한 물성평가를 통하여 조사환경 효과를 분석할 정이다.

자.연구로재료 조사시험용 캡슐(노외시험용)설계/제작

(1)연구로 재료 조사시험 요구조건

JRTR노심 설계 노심 후보재료들에 한 조사량(E>0.1MeV,>0.18MeV in

graphite)을 JRTR의 가동년수에 따라 표 3.9.1과 같이 검토하 다.표 3.9.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각 재료들의 가동온도는 60∼75℃로 모두 100℃ 이하의 온도이다.이

를 참조하여 graphite,Be,zircaloy-4의 요구 조사량을 > 2.0×10
21
n/cm

2
(E>1.0

MeV),요구 조사온도를 40-80℃(< 100℃)로 결정하 다.한편,요구조사량은 하나

로 운 4주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2)연구로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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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재료의 조사요건 조사온도는 상용로,SMART 기타 원자로 재료의

조사온도보다 상 으로 낮은 온도(<100℃)이므로 새로운 개념의 캡슐 설계가 필

요하다.이에 따라 조사시험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캡슐의 개념설계(안)을 검토하

다.이 개념은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 구조와는 달리 시편이 하나로 노심 냉각수에

가능한 이 되도록 하는 개념이다.즉,시편 재료에 따라 시편이 냉각수와 직

하거나,시편용기 표면이 바로 냉각수와 하도록 하여 가능한 조사시편의

조사온도를 낮추는 것이다.개념설계(안)에 한 핵 열 검토 결과,하나로

노심 CT 조사공에서 약 100℃ 이하의 온도에서 연구로 재료의 조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이에 캡슐의 기본 구조는 원칙 으로 기 사용 인 재료캡

슐의 구조를 용하기로 하여 그림 3.9.8과 같이 캡슐을 기본설계하 다.그리고 조

사시편의 온도가 100℃ 이하이므로 각 시편을 stainlesssteel용기 내에 배치하기로

하 다.그림 3.9.9는 캡슐 내 각 단별 시편 배치도이며 표 3.9.2는 각 단별 시편 재

료 수량을 정리한 것이다. 재 노외시험용 캡슐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압력강하

실험,진동실험 내구성 실험 등의 노외시험을 완료하여 조사시험용 캡슐의 설계

를 확정하고 제작을 진행할 정이다.

한편 시편온도를 낮추기 해 시편 용기에 slot을 설계하여 그림 3.9.10은 3D로

시편의 조사온도를 평가한 표 인 이다.그 결과 시편크기에 다라 시편내에 온

도분포는 차이가 있으나 최 온도가 약 63℃로 조사온도 요구조건 100℃ 이하를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시편의 조사수량과 치수를 확정하고,조사장치의 최종 설계가 승

인되었다. 승인설계에 다라 각 부품을 가공하여 그림 3.9.11에서와 같이 캡슐은 조

립되고 있다.조립이 완료되면 노외시험을 거쳐 2sets의 캡슐은 2012년 부터 하

나로 CT,IR조사공에서 조사가 시작될 정이다.

차.Si박막시편 조사시험

KAERI원자력융합기술개발부의 ‘극한 환경용 성자 반도체 계측기 기술개발’

과제에서 극한 환경에서의 방사선 계측기 센서부품 개발을 해 요청한 Si박막시

편 9개의 조사시험을 2010-2011년 2회에 걸쳐 수행하 다.Si박막시편에 Au,Ni,

Al등을 얇게 도포하 다.조사시험 시편의 온도계산과 안 성검토를 하여 하나

로 조사시험의 안 성을 확인하 다.조사시험은 소형무계장캡슐을 이용하여 IP5공

에서 각 시편에 해 10시간씩 수행하 다.

카.고강도 RPV강 조사시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인 ‘원자로 압력경계재료 괴역학 특성

평가’과제로부터 의뢰된 PWR에 사용되는 고강도 RPV강 재료의 조사특성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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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계장캡슐 11M-25K를 설계·제작 에 있다.이 캡슐은 2012년 에 조사시험

될 정이다.

타.4개 학 연합 조사시험

동국 ,경희 ,인하 충남 의 4개 학이 공동으로 Zr-4재료의 조사특성

을 평가하기 한 조사시험을 의뢰하 다.이 조사시험을 해 2011년 11월부터 2

주기(56일)동안 CT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을 하 다.이 조사시험은 부식 수소첨

가 Zr-4시편의 조사특성을 평가하기 한 시험이다.

.Carbon-carboncomposite조사시험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 에서 의뢰한 c-ccomposite재료를 11M-22K 캡슐을

이용하여 조사시험하 다.이 재료는 ITERTBM (TestBlanketModule)에 사용될

후보 재료로 고온 고조사량에서 조사시험이 요구되며,11M-22K 캡슐에서는 시

험용으로 조사시험하 다.

하.기타 추진 과제

그밖에 국내외 이용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사시험 요구나 의가 진행되고 있

다.

(1)SiC조사시험

하나로에서 SiC samples의 조사시험 타당성을 조사하기 하여 요구되는 성

자속과 조사량에 합한 시험공이 검토되었으며,시험공에서의 높이와 재료에 따른

핵 특성이 계산되었다[3.9.7]. 이 조사시험은 우주항공 분야 회사인 미국

LG-Tech-Link사로부터 요청되었다.시험 요구사항은 SiC미세입자 3g을 조사온도

55～100℃(<2℃)에서 조사량(E>0.18MeV)이 2x10
20
n/cm

2
(<2%)되도록 조사하는 것

이다.요구되는 시험은 온도와 조사량에 한 정 도가 높은 시험으로 합한 하나

로의 조사공과 시험방법을 찾기 해 MCNP5코드를 이용 하나로 평형연소노심에

해 제어 치별로 계산하 다.조사시험 장치는 SiC입자가 포함된 chamber를

소형캡슐에 장입하고 동 원소생산용 rig를 활용하여 조사시험한다.평가 결과 시편

은 OR공과 CT공을 이용하여 조사시험할 수 있지만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CT공에

서 1번 캡슐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최 으로 평가되었다.조사 후 activity를 평

가하기 해 SiC sample을 입수하여 4시간 조사 후 NAA에 의한 핵종분석 결과

activity는 제한치(1x10Bq/g)이하로 나타났으며 추후 시험 시 시료의 순도를 높이

고 불순물을 최 한 이도록 요구되었다.이외에 이용자와 시험의 정 도,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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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화와 온도의 향 평가,온도 측정 신뢰도,불순물에 의한 activation분석

등에 한 자료 제출과 의를 거쳐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 타당성에 한 합의에

도달하 다.이 조사시험에 한 자료를 바탕으로 온조사용 캡슐에 한 특허출

원[3.9.8]을 하 다.

(2)그라 이트 조사시험

국의 400MW 발 용 고온가스로인 HTR-PM(2012년 완공 정)과 그라

이트 조사시험에 한 의가 수행되었다.조사시험 요건은 조사량 5.4x1022n/cm2

more(E>0.1MEV),조사온도 300,450,600,750℃에서 그라 이트의 체 변화,탄성

계수,강도,열팽창,열 도도 조사크립을 측정하는 것이다.하나로에서 재료의

조사시험 온도는 재 400℃ 이하까지 수행되었으며,조사 후 열팽창 측정과 조사

크립 측정 시험 등 일부항목에 한 시험은 재 측정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한 본 시험의 경우 하나로에서 약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이에 따라 엄청

난 비용이 필요하므로 하나로에서 조사시험하기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단하

다[3.9.9].

(3)Alloy800H조사시험

남아공 Westinghouse에서 요청한 Alloy800H에 한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 타

당성이 검토되었다.Alloy800H는 PebbleBedModularReactor(PBMR)Reactor

ControlSystem(RCS)의 controlrods후보 재질로 채택된 재료이다.요구되는 시험

종류는 조사 /후 creeprupturetime,totalstrainatrupture,reductioninareaat

rupture,Low-CycleFatigue(LCF)strength이며,dpa나 He생성에 의한 neutron

damage평가가 요구되었다.시험방법은 qualitycontrolplan을 제시하고 그 plan과

ASTM에 따라 pre& postirradiated시편에 한 시험을 하는 것이다. 재까지

하나로에서는 주로 400℃ 이하의 조사시험이 수행되었고,500℃ 조사시험 기술은

재 실증 단계에 있으며,700℃ 시험기술은 차기단계에 개발계획으로 있다.조사량

1x1022n/cm2은 하나로의 CT공 기 40주기의 조사에 해당되며 약 5년의 연속 조

사가 필요하므로 조사기간이 무 길다.이밖에도 조사 /후 시험에 해 IMEF

재료연구부 등과 기술 인 사항들에 해 긴 히 검토해야 하는 을 고려하여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4)고 도 Si조사시험

국내의 건설자재 업체인 구주기술로부터 고 도 Si재료에 한 조사시험을 의

뢰받아 의 에 있다.이 재료는 방사선 환경에 설치되는 배 의 sealing에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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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2단계를 거쳐 크게 7분야로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 으며,당 계획된 조사

시험용 캡슐 기술개발과 련하여 연구 목표를 달성하 다.

1.목표달성도

연구목표 달성도는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당 계획했던 연구목표는 100%

달성하 다.1,2단계를 거친 연구개발은 결과의 우수성 개발기술의 국가 주요

장기 연구개발 사업에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 결과는 매우 우수하다고

단된다.연구성과물은 국내 논문게재 12건,국내 논문발표 94건,국외 논문게재

17건,국외 논문발표 35건,국내 특허출원 6건,국내 특허등록 3건,국외(미국)특허

등록 2건, 로그램 등록 6건,기술 보고서 44건,설계도면 44건,기술이 2건(기술

료 3,200만원),기술이용 14건(KNF/Westinghouse/KAERI수탁 4건,KAERI사업

10건),부총리 표창 1건 등이 있다.

1,2단계의 주요 연구목표별로 수행한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

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상 으로 낮은 조사량

이 요구되는 조사시험을 해 재료캡슐 기술을 개발,‘하나로’OR5공에서 조사시험

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 다.개발된 기술은 한/미 공동 4세 원자로 개발연구

인 I-NERIProject의 고온재료(두산 공업 제조)의 조사 특성시험,고리1호기 계속

운 련 압력용기강 조사취화특성 시험, 소형원자로(SMART)기술개발 조사시

험 등에 활용되어 국내․외 연구역량 ‘하나로’홍보에 크게 기여하 다.

나.고온조건 조사요소기술 개발

고온조건 조사 요소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노외시험용 고온조사 장치의 개발과

성능검증을 통해 다양한 열매체의 고온 활용성을 조사하 다.4세 원자로에서 요

구되는 700℃ 이상의 고온 조사시험을 해 Ti/Graphite이 열매체 캡슐을 개발하

여 하나로에서 700℃ 조사시험을 수행하 고,고온시험용 LBE액체열매체의 활용

성 가능성을 평가하 다. 한 핵연료 고온 조사시험을 하여 이 피복 핵연료

을 설계/제작하여 노외성능평가하여 고온 조사시험을 한 기반기술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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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 개선

국내 조사시험 계장기술 선진화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량 수입하여 사용하는

압력용/변형용 LVDT 국산품을 설계,제작하고 특성 시험을 수행하여 우수한 품질

을 확인하 다.이를 통해 원자력 기술 선진국에서만 수행하는 조사시험용 계장 센

서 개발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으며 고가의 LVDT를 국산화하여 외화를 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한 FTL(FuelTestLoop)용 핵연료 계장기술을

지원개발하여 ‘하나로’FTL의 성공 인 설치 시운 에 기여하 다.

라.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기술 개발

핵연료 조사시험 측정하는 핵연료 심온도,핵연료 표면온도,핵연료 내압,

핵연료 길이 변화 열 성자속 등의 핵연료 조사 특성자료에 한 분석기술을 개

발하 으며,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설계 개선안을 도출하여 하나로에서의

핵연료 조사시험의 정확성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마.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조사 시험 요소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국가 원자력 장기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추진 인 상용

원 의 계속운 ,핵연료 성능개선 연구 등의 차질 없는 수행을 한 하나로를 이

용한 조사기술의 고도화 연구와 국가 장기 에 지 안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하여,일체형원자로(SMART)의 핵심재료 조사특성자료를 생산하여 설계 인허가

자료로 제출하 으며,미래 원자력시스템(VHTR,SFR등)개발 핵융합로 개발

등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미래원자력 조사시험 요소

기술을 개발하 다.

바. 성자 조사에 의한 력기기용 도체 요소기술 개발

국내 최 로 성자 조사기술을 신소재 설계에 응용하기 해 고효율 에 지

장용 산화물 도체 YBaCuO와 의료용 소재 MgB2를 상으로 성자 조사용

합성조건 확립,소재내부 결함생성과 자기 특성변화 기 자료,조사선량의 최 조

건,방사화에 따른 장수명 핵종생성과 불순물 농도,재료설계를 한 결함농도 등의

기 자료를 확보하 다.한편 성자 조사에 의한 력기기용 도체 제작은 조

사된 시료의 잔류방사능 문제,조사시설의 사업 활용 가능성을 고려 시 단계

에서 산업화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단하 다.

사. 성자 유발 나노 결자결함 측정 이용 요소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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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조사기술을 신소재 설계에 응용하기 해 학 자기 후보소재(SiC,

SiO2,유기탄소 등) 속산화물계 소재(SrTiO3,ZnO,MgO,Al2O3,LaAlO3,ZrO2

등)를 선정, 성자 조사를 한 후 자스핀공명분 법을 이용한 나노 격자결함의 정

량 분석 나노격자구조결함 특성을 평가하여 격자결함생성 조건 원인을 규명

하 다.한편 성자 조사를 통한 신소재 개발은 잔류방사능 문제 조사시설의

사업 활용 가능성을 고려 시 단계에서 산업화 진행이 어렵다고 단하 다.

아.조사시험 지원 련 업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장치 기술을 포함한 그동안 확보한 조사시험 기술을

활용하여 KNF 미국 Westinghouse사 등으로부터의 외부수탁 4건 등 16건의 국

내․외 원자력 연구개발 과제에 조사시험 련 수탁/용역/자문 연구를 수행하 고

연구과정에서 축 된 조사시험 기술을 련 산업체로 이 하 다. 한 련 연구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 목표로 하지 않았던 온조사 캡슐,냉각수 유입방지

압 ,조사량 평가용 F/M 개선,dpa/방사화 분석 방법 등을 개발하여 하나로를

이용하는 조사시험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확 하 으며,조사시험 결과의 정 도

연구 안 성 등을 향상시켰다.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국내 유일의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노심 내에 성자속이 상 으로 낮은

OR/IP시험공에 합한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 조사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외 원

자력 련 첨단연구 지원 하나로의 이용 활성화 진에 기여하 다. 련 기술

개발 계획에 따라 미국 ORNL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I-NERIProject(VHTR원

자로 분야)에서 필요한 고온 노심재료의 조사취화 특성 연구를 국내에서 담할 수

있게 되었으며,주요 국제 연구기 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 한미

공동연구에서 차세 원자로용 고온재료의 생산을 두산 공업(주)에서 담하여 제

조하 고, 성자 조사시험을 하나로에서 담함으로써 하나로 국내 산업체의

연구역량을 국제 으로 홍보/인정받았다. 한 해당 기술은 가압경수형(PWR)원자

력발 소 압력용기(RPV)의 계속운 평가 소형원자로(SMART)재질 개발 등

성자속이 필요한 국내외 원자력 련 첨단연구를 한 련재료의 성자 조사

특성 평가에 활용되어 국가 장기 원자력 개발 략에 핵심 으로 기여하 다.

고온 조사환경의 차세 원자로용 재료/핵연료 개발에 필수 인 고온 조사시험

용 캡슐 계장 요소기술의 개발은 향후 고온 환경의 차세 원자로를 한 재료/

핵연료 개발 련 연구 수행에 핵심 으로 활용될 기술로 련 분야 연구의 국내

수행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캡슐 계장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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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차년도

2007.3.1∼2008.2.28
2차년도

2008.3.1～2009.2.28
3차년도

2009.2.28～2010.2.28
4차년도

2010.3.1～2011.2.28
5차년도

2011.2.28～2012.2.28
합계

(단 :건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논문게재 2 3 1 4 2 2 2 4 5 4 12 17

논문발표 13 1 19 13 19 3 22 14 21 4 94 35

특허출원 - - 1 - 1 - 3 - 1 - 6 -

특허등록 - 1 1 - - 1 1 - 1 - 3 2

로그램등록 - - 4 - 1 - 1 - - - 6 -

기술이 - - - - 2 - - - - - 2 -

활용하여 하나로에 설치되어 시운 인 FTL에 장 할 시험 핵연료 을 설계/제

작/제공하여 FTL사업에도 크게 기여하 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은 향후 차세

원자로를 한 재료/핵연료 개발 련 연구 수행에도 핵심 으로 기여할 것이다.

국내 최 로 성자 조사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기술을 연구하여 도체,

학 자기 재료,반도체 소재의 성자 조사에 따른 특성변화 측정기술 개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화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 다.이를 통해 특정한 성자

조사조건에서 해당 재료의 주요 물성 향상 효과를 확인하고 성자 조사에 의한 물

성 특성변화 기 자료,조사선량 최 조건,방사화 특성 등 신소재 설계를 한 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보다 체계 인 산업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조사시험 기술들은 국내 가동 원 에서 사용 인 재료

의 안 성/건 성 평가를 한 조사시험과 원자력 산업의 경제성 향상에 기여하

고,향후에도 상용원 의 계속운 ,안 성 건 성 평가에 지속 으로 활용될 것

이다. 한,해당 기술의 성능 향상된 상용 원자력 재료 개발,신형핵연료 개발,미

래형원자로 개발 등에 필요한 재료/핵연료에 한 성자 조사취화 특성 자료생산

원자로 재료/핵연료의 조사손상 연구에 한 기여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개

한다.그리고 산․학․연 연구기 의 원자력 기술개발,반도체 새로운 소재 개발

을 한 기 연구 활성화에도 계속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주요 연구 성과

1,2단계 연구를 거쳐 다양한 학술 성과 산업/기술 성과를 얻었으며,이

용자 교육 홍보 활동을 수행하 다.연구개발 기술의 우수성 개발기술의 국

가 주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에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 결과는 매우 우수

하다고 단된다. 주요 연구성과물은 국내 논문게재 12건,국내 논문발표 94건,국

외 논문게재 17건,국외 논문발표 35건,국내 특허출원 6건,국내 특허등록 3건,국

외(미국)특허등록 2건, 로그램 등록 6건,기술 보고서 44건,설계도면 44건,기술

이 2건(기술료 3,200만원),기술이용 14건(KNF/Westinghouse/KAERI수탁 4건,

KAERI사업 10건),부총리 표창 1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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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 인 정성 연구 성과

(1) 성자속 조건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 조사기술 개발

OR조사공용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 개발('10.02)

OR조사공  조사시험  캡슐

하나로 조사시험공 및 조사

술이 야 (I-NERI Project)

○ 하나로(HANARO)노심부 CT/IR 조사기술을 기반으로

노심 외곽의 성자속(neutronflux)이 낮은 OR조사공용

조사시험용 캡슐 조사기술을 개발

○ 성자속 조사기술은 상용원 압력용기(RPV)의 계속운

평가, 소형원자로(SMART)증기발생기 재질 개발

VHTR재료 개발 등 성자속 조사시험이 필요한 국내

외 원자력 연구개발에 활용되어 원자력 첨단연구를 지

원하 고 하나로 조사기술을 세계 으로 홍보

○ 한미 공동 차세 원자로용 고온재료 특성시험 (I-NERI

Project)(’07.3-’09.11),고리1호기 계속운 련 압력용

기 조사취화 특성시험(’08.3-’10.02), 소형원자로

(SMART)개발용 조사취화 설계자료 생산(’09.8-’11.12)

등에 활용되어 국가 장기 원자력 개발 략에 핵심

기여

(2)고온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기술개발

800℃ 까지 고온 성자 조사시험이 가능한 캡슐기술 개발('11.12)

이중열매체 개념 및 조

고 조사장치

고 조사시험결과

○ 기존 500℃ 이하의 온도에서만 사용가능한 하나로 표 형

조사캡슐 기술을 개선하여 800℃까지의 고온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고온시험용 캡슐기술 개발

○ Al열매체 단일구조의 하나로 캡슐 설계를 개선하여 이

열매체 (Al-Ti,Al-graphite)다공구조의 캡슐

련 계장기술(히터,열 ,F/M)을 개발하여 고온 조

사시험이 가능한 조사기술 확보

○ 이 열매체 구조의 고온 조사캡슐을 이용하여 하나로 조

사시험을 통해 860℃ 까지의 조사시험을 수행하 으며,

해당기술은 향후 미래원자력시스템에서 요구되는 100

0℃ 이상의 고온 성자 조사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요소기술임

○ 미래원자력시스템(VHTR,SFR) 핵융합로용 첨단 재료

의 고온 조사성능 평가에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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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마트(SMART)원자로 설계/인허가 자료 생산

스마트 원자로 설계 인허가에 필요한 조사특성 자료생산/제공('11.12)

일체  SMART 계 개념 

0.4T  C T

Ten sile

Small Ten sile

T EM (case)

H v / Mic ro struc tu re

Irradiation Capsu le (OR)

SMART 증 발생  조사시편 

SMART 1st Capsule
(09M-02K)

하나로 중 자 조사시험 

○ 우리나라의 새로운 원자력 수출 상품으로 개발 인

소형일체형 원자로 스마트(SMART)핵심재료의

성자 조사특성 자료를 기에 생산/제공

○ 하나로(HANARO)와 캡슐 조사시험 장치 기술을

이용,2011년 말 표 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개발

인 SMART(스마트)원자로 재료인 Alloy690의

성자 조사시험을 성공 으로 수행,SMART설계 완

성 인허가에 기여하게 되었음

○ 국내 독자 기술로 신형원자로 핵심 재료 설계자료를 생산

하여 SMART원자로의 수명말기까지의 안 성을 증명함

으로써 외화 감 우리나라의 세계 인 원자력재료 연

구개발 기술수 을 홍보 (국내 언론 보도)

○ 우리나라가 설계 원천기술을 가지고,수출용으로 개발

인 스마트 원자로의 인허가에 기여 향후 원자로 수출

기

(4)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기술개발

고온고압 성자 조사시험용 핵연료 제작기술 개발('11.12)

FTL  시험핵연료 의 계  

하나로 FTL 사  시험핵연료

이 및  측정  핵연료  

○ 조사시험 핵연료 심온도를 측정하기 한 온도측

정용 열 를 핵연료 심에 삽입하고,핵연료 내부

압력을 측정하기 한 선형변 차동계(LVDT)를 장착하

는 기술을 개발하 음

○ 온도,압력 측정용 시험 핵연료 을 설계/제작하여 하나

로에 설치된 FTL에 설치하 음

○ 하나로 조사시험 핵연료 심온도,핵연료 내압

측정을 통하여 상용원 의 핵연료 피복 의 노내성

능검증에 활용될 것으로 FTL시운 성공에 활용함

○ 조사시험 기술 개발로 축 된 시험핵연료 제작 계

장 기술의 성공 인 활용사례로,향후 차세 원자로를

한 핵연료 개발 련 연구 수행에도 핵심 으로 활

용될 것임

○ 100% 외국제품인 LVDT의 성능개선을 통해 국산화 시제

품을 개발하 음 (련 특허 3건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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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
권/호 주 단체

연구
(발표)자

국
내

1
MagneticPinningPropertiesandFlux
JumpsinSuperconductingMgB2

Progressin
Superconductivity

Vol.9
No.1

TheKorean
Superconductivit
ySociety

W.S.Yoon

2
벨로우즈를 이용한 반복 하 부과장치의

개발 성능시험 한기계학회논문집.A
2007/31
권 9호 학기계학회 최명환

3
마그네슘과 리세린 처리한 보론 분말로
합성한 Mg(B1-xCx)2의 도 특성 한국분말야 학회지 15(3)

한국분말야 학
회

김이정

김찬

4

EffectsofBaCO3purityonthe
superconductingpropertiesoftopseeded
meltgrowthprocessedY1+xBa2Cu3Oy

superconductors

Superconductivityand
Cryogenics

Vol.11,
No.2 한국 도학회

김찬

주기남

5
하나로 성자 조사시험용 재료캡슐

시험장치 개발 이용 원자력산업 20095/6 한국원자력학회 주기남

6

DEVELOPMENTSTATUSOF
IRRADIATIONDEVICESAND

INSTRUMENTATIONFORMATERIAL
ANDNUCLEARFUELIRRADIATION

TESTSINHANARO

NUCLEAR
ENGINEERINGAND
TECHNOLOGY(SCI-E.

IF;0.991)

Vol.42
No.2

KoreanNuclear
Society 김 구

7
IrradiationBehaviorofReactorVessel
SA508class3SteelWeldMetals 한용 합학회지

Vol.28
No.5

한용 합학
회 고진

8
고압용기의 계장선 통과부 기술

개발 한국기계기술학회지
Vol.13
No.2

한국기계기술학
회 이철용

9 하나로에서의 고온재료 조사장치 개발 한국기계기술학회지
Vol.13
No.2

한국기계기술학
회 조만순

10
LVDT제조를 한 sealtube 이

용 기술 한용 합학회지
Vol.29
No.4

한용 합학
회 김수성

11

Spartialdistributionofthelocalresistive
transitionandthecriticalcurrentdensity
inYBCOcoatedconductorsusing
Low-temperatureScanningLaser

Microscopy

Cryogenics Vol.51 ELSEVIER 이형철

12
도체 박막의 표면 항 측정용 유 체

공진기에 한 Geometricalfactor의 비교 :
자기장 해석 시뮬 이션

Progressin
Superconductivity

Vol.13,
No.2 한국 도학회

이상

주기남

국
외

1
Irradiationeffectonmechanicalproperties

andoxidationbehaviorof
nano-filamentarycopper-silvercomposites

Keyengineering
materials

2007/345
-346 Bioceramics학회

최용

김 구

2
Temperatureevaluationofan

instrumentedcapsuleaftermaterial
irradiationtestsinHANARO

JournalofNuclear
Materials 2007/362 ELSEVIER 최명환

3
OptimalPlacementofMultiCircularHeat
SourcesofHANAROIrradiationTest

Keyengineering
materials

2007/353
-358

TransTec
Publications

강 환

4
DevelopmentandApplicationof
IrradiationTechnologyinHANARO Solidstatephenomena

2008/Vol
135

TransTech
Publications 주기남

5
Shieldingconsiderationforadvancedfuel

irradiationexperiments
Journalofnuclear

scienceandtechnology

2008/sup
plement
5

AtomicEnergy
SocietyofJapan 강 환

6
Effectofglycerinadditiononthe
superconductingpropertiesofMgB2 PhysicaC 2008/468 ELSEVIER

김찬

손재민

7
Levitationforceandtrappedmagnetic
fieldofmulti-grainYBCObulk

superconductors
PhysicaC 2008/468 ELSEVIER

김찬

김 구

8
Influenceofmillingtimeandglycerin
treatmentforboronpowderonthe

superconductingpropertiesofMgB2bulk
PhysicaC 2009/469 ELSEVIER

김찬

손재민

9
PoreformationininsituprocessedMgB2

superconductors PhysicaC 2009/469 ELSEVIER
김찬

김 구

10
Non-InvasiveMeasurementsofThickness
ofSuperconductorFilmsbyUsing
Two-Resonant-ModeRutileResonator

Chinesephysicsletters

(0.743)

2010/Vol.
27,No.
8

Chinesephysical
society 정호상

11
AKeyEstablishmentProtocolforRFID

UserinIPTVEnvironment
IEICETransactionon
Comunications(0.35)

2010/E93
B(9)

The
Comunication
Society

정윤수

12

TheEffectofDensity-of-Stateonthe
TemperatureandGateBias-Induced
InstabilityofInGaZnOThin

FilmTransistors

JournalofThe
ElectrochemicalSociety

(2.241)

2010/157
(11)

The
Electrochemical
Society

정재경

나.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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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easurementandEvaluationofthe
IrradiationTestParametersfora
SpecimeninaHANAROMaterial

IrradiationCapsule

IEEEtransactionson
nuclearscience(1.518)

2010/Vol.
57No.5 ANS 주기남

14
InstrumentationforMaterialsIrradiation

TestsinHANARO
NuclearTechnology
(SCI,IF;0.456)

2011/Vol.
173

American
NuclearSociety 김 구

15

Improvementinbothmobilityandbias
stabilityofZnSnOtransistorsbyinserting
ultra-thinInSnOlayeratthegate

insulator/channelinterface

APPLIEDPHYSICS
LETTERS 2011/99

American
Instituteof
Physics

정재경

16
Suppressioninthenegativebias
illuminationinstabilityofZn-Sn-O

transistorusingoxygenplasmatreatment

APPLIEDPHYSICS
LETTERS 2011/99

American
Instituteof
Physics

정재경

17
Review ofInstrumentationforIrradiation
TestingofNuclearFuelsandMaterials

NuclearTechnology
(SCI,IF;0.456)

Vol.176

No.2

American
NuclearSociety 김 구

구분 연번 명칭 국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발명(연

구)자

발

명

특

허

출

원

1 연구용 원자로의 OR공에서 재료의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한국 2008-07-07 10-2008-0065423
조만순

2 온 조사시험용 캡슐
한국 2009-09-22 10-2009-0089599

조만순

3
고온조사용 캡슐
(CAPSULEFOR

HIGH-TEMPERATUREIRRADIATION)

한국 2010-07-16 10-2010-0069031
조만순

4 변형측정용 내방사성 LVDT
한국 2010-10-28 2010-0105901

이철용

5 압력측정용 내방사성 LVDT
한국 2010-10-28 2010-0105900

이철용

6 고온용 열 가 장착된 조사시험
연료 의 설시험 방법

한국 2011-10-13 10-2011-0104566
이철용

등

록

1
INSTRUMENTEDCAPSULEFOR
NUCLEARFUELIRRADIATION
TESTSINRESEARCHREACTORS

미국 2007-11-27 7302028B2
김 구

2 연구용 원자로의 재료 피로시험용 조사
피로 캡슐

한국 2008-12-23 10-0876669
조만순

3
CAPSULEASSEMBLINGAPPARATUS
FORNEUTRONRE-IRRADIATION

EXPERIMENTS

미국 2009-06-02 07542538
강 환

4 연구용 원자로 OR공에서의 재료 조사
시험용 계장 캡슐

한국 2010-02-23 10-0945022
조만순

5 고온 조사시험용 캡슐
한국 2011-09-30 10-1071416

조만순

로

그

램

등

록

1

VHC-M1PLCProgram v.1.0(조사시험용

재료캡슐 제어장치(VHC-M1)PLC

Program)

한국 2008-01-182-005674
박승재

2008-11-05

2

VHC-M1MMIProgram v.1.0(조사시험용

재료캡슐 제어장치(VHC-M1)MMI

Program)

한국 2008.01-182-005673

박승재
2008-11-05

3 VHC-M3PLCProgram v.1.0
한국 2008-01-182-004748

박승재
2008-09-23

4 VHC-M3MMIProgram v.1.0
한국 2008-01-182-004747

박승재
2008-09-23

5

VHC-M2MMIProgram (조사시험용

캡슐 노외시험장치(VHC-M1)MMI

Program)

한국 2009-09-16

박승재
2009-10-13 2009-01-182-005426

6 열수력시험 SMS 송시스템 로그램
한국 2010-06-23 2010-01-211-003505

이철용

다.지 재산권 출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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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술이 실 (수탁,용역,자문)

번
호

이 기술내용 업체명
방법
(용역/자
문/수탁)

경비
(기술료)

기간 비고

1

핵연료집합체 부품

노내성능 평가를 한

조사시험

KNF

한 원자력연

료

수탁 57,000,000원
2006.3.8∼

2007.11.7

2

제 4세 원 용

고온재료의 환경

조사효과 연구

KAERI 용역
160,000,000원

(직 비)

2006.12.1∼

2009.11.30

국제 I-NERI과제 연계

동연구

(0.25+0.35+0.35)MY참여

3
X-Gen연료부품 하나로

조사시험 조사재시험
KNF 수탁 126,000,000원

2007.8.28∼

2008.8.31

4

열매체로서의 LBE

(Pb-BiEutectic)합

활용 타당성연구

KAERI 수탁 50,000,000원
2008.1.1∼

2009.12.31

KAERI기본과제

SFR기술개발 련 연구

5
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개발
KAERI 용역

80,000,000원

(직 비)

2008.3.1∼

2010.2.28

고리1호기 계속 운

사업 련

(0.1+0.2)(OX)MY참여

6

Westinghouse사 제어

물질에 한 하나로

조사시험

Westinghou

se(미국)
수탁 US40,000$

2008.4.16∼

2008.9.30
KNF기술 력 사업

7

고강도/고인성 원자로

용기강 림

스테인리스강 개발

KAERI 용역
80,000,000원

(직 비)

2009.3.1∼

2010.2.28

고리1호기 계속 운

사업 련

8
SFR핵연료 핵심기반

기술 개발
KAERI 자문 -

2009.3.1∼

2011.2.28

SFR기술개발 련 연구

(0.2+0.2)MY참여

9
피복입자 핵연료

기술개발
KAERI 자문 - 2009.3.1∼

VHTR기술개발 련

연구

(0.5+0.35+0.5)MY참여

10
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
KAERI 용역

80,000,000원

(직 비)

2010.3.1∼

2011.2.28

VHTR기술개발

련연구

(0.1+0.3(OX))MY참여

11

SMART증기발생기

(Alloy690)튜 성자

조사시험

KAERI 수탁
1,130,000,000

원 (직 비)

2009.8.16∼

2011.12.31

계정분리 (3개연구본부

력사업)

(0.3+0.3)MY참여

12
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기술개발
KAERI 자문

25,000,000원

(시설비)

2010.3.1∼

2011.2.28

이 냉각 핵연료

개발사업,노외시험 지원

13
연구로 재료 조사성능

평가 기반기술 개발
KAERI 용역

-

(소요비용)
2011.6.1∼

수출형연구로 기술개발

사업 련연구

0.66(OX)MY참여

14
용량 고강도

압력용기강 개발
KAERI 용역

40,000,000원

(직 비)
2011.6.1∼

지경부 수탁과제 지원

(재료연구부)

15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제작 계장 기술
SE&T 자문

21,000,000원

(계약

7,000,000원)

2009∼

2024(15년)

계약 (2009-12-28)/기술

료(2년)

16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제작 계장 기술
SE&T 자문

11,000,000원

(계약

5,000,000원)

2009∼

2022(13년)

계약 (2009-12-28)/기술

료(2년)

*수탁 :외부 연구원에서 의뢰되어 독립된 과제계정을 가지고 수행한 업무

*용역 :조사시험 업무 책임을 가지나,연구원 방침상 별도의 계정을 만들지 않는 경우

*자문 :단순 업무 지원이나,단 업무 책임만 가지고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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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내외 학술 회 /훈련 과정 개최 지원

(1)하나로 심포지엄 2007,2008,2009,2010,2011년 5회

-일시 :2007년 5월,2008년 5월,2009년 5월,2010년 11월,

2011년 5월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 원자력 연수원

-활용 :국내외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연구 황/기술교류

(2)핵연료/원자로재료 조사시험 Workshop

-일시 :2007-10-24(한국원자력학회 추계 학술 회)

-장소 :보 휘닉스 크

-활용 :핵연료/재료 조사시험 연구 황 발 방향 논의

(3)핵연료 재료 조사시험 이용자 교육 5회

-일시 :2007-11-9,2008-11-20,2009-11-27,2010-12-3,

2011-11-25

- 장소 :KAERI(2007,2010,2011),경희 (2008),한양

(2009)

(4)KAERI/JAEAJointSeminaronAdvanced

IrradiationandPIETechnology

-일시 :2008년 11월 5-6일

-장소 :KAERI국제 원자력 연수원 컨벤션 센타

-활용 :원자로운 ,조사시험,조사후시험 문가 기술교류

(5)핵연료/재료 문연구회 10회 개최

-국내 핵연료/재료 분야 하나로 조사시험

연구 효율화 발 방향 논의

바.국제 력 수행

(1)네덜란드 NRG와 연구용원자로 이용 조사시

험 조사후시험 기술 력 MOU체결

-일시 :2007년 4월 11일

-장소 :네덜란드,NRG연구소

-활용 :핵연료 조사시험 기술 개발 PALLAS

연구로 수출 업무 지원 (연구로 건설 국제

입찰 참여)

(2)노르웨이 HRP(HaldenReactorProject)과 공동 조사시험 (HBWR,하나로)

진행

-일시 :2008년 3월 1일 -2009년 2월 28일

-활용 :고리1호기 계속운 련 경수로 RPV재료 성자속 효과분석

(3)한미 공동 4세 원자로(VHTR)개발 I-NERIProject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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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3월 1일 -2009년 11월 30일

-활용 :미국(ORNL/INL)공동 제4세 VHTR용 고온재료 개발 조사시험 담

수행

(4)미국 WestinghouseAP1000원자로용 제어 물질 조사취화 특성 연구

-일시 :2008년 4월 16일 -2008년 9월 30일

- 활용 :미국 Westinghouse 사의 제어 개발 참여 한국(KNF)-미국

(Westinghosue)제어 집합체 제조회사(KWN ( 덕 테크노밸리))합작

(2009.2.4)기여

사.개발 기술 이용 산․학․연 기술 지원

(1)한국원자력연구원 수탁/용역/기술지원 수행

-제4세 원 용 고온재료의 환경 조사효과 연구 (2007.3.1～2009.11.30)

-조사장치 열매체로서의 LBE합 활용 타당성연구 (2008.1.1～2009.12.31)

-압력경계 재료열화의 괴역학 평가모델개발 (2008.3.1～2010.2.28)

- 고강도/고인성 원자로용기강 림 스테인리스강 개발 (2009.3.1～

2010.2.28)

-SFR핵연료 핵심기반 기술 개발 (2009.3.1～2011.2.28)

-피복입자 핵연료 기술개발 (2009.3.1～ )

-SMART증기발생기 튜 성자 조사시험 (2009.8.16～2011.12.31):언론보도

- 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 (2010.3.1～2011.2.28)

- 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기술개발 (2010.3.1～2011.2.28)

- 용량 고강도 압력용기강 개발 (2011.6.1～ ):지경부 수탁과제

-연구로 재료 조사성능 평가 기반기술 개발 (2011.6.1～ )

(2)산업체 수탁 과제 수행

-핵연료집합체 부품 노내성능 평가를 한 조사시험

․ 수탁내역 :한 원자력연료(KNF),0.57억 (2006.3.8～ 2007.11.7)

․ 수행내용 :KNF제조 핵연료 집합체 부품 조사특성 평가

-X-Gen연료부품 하나로 조사시험 조사재시험

․ 수탁내역 :한 원자력연료(KNF),1.26억 (2007.8.28～2008.8.31)

․ 수행내용 :KNF제조 고유 핵연료 집합체 부품 조사특성 평가

-미국 Westinghouse사 제어 물질에 한 하나로 조사시험

․ 수탁내역 :미국 Westinghouse,US40,000$(2008.4.16～2008.9.30)

․ 수행내용 :미국 AP1000원자로용 신형 제어 물질 조사특성 평가

(3)산업체 기술 이

-재료 조사캡슐 설계/제작/계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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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역 :SE&T(주)(2010.1.1～ 2021.8.20)

․ 이 내용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제작 계장기술 련 특허권 양

도 기술 지원

-핵연료 조사캡슐 설계/제작/계장 기술

․ 계약내역 :SE&T(주)(2010.1.1～ 2023.7.03)

․ 이 내용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제작 계장기술 련 특허권

양도 기술 지원

-기술료 수입 :3,200만원 (2011년 12월 재)

(4)국제 공동연구 과제 수행

-HRPproject( 성자 Flux에 따른 경수로 RPV조사취화 특성)(2007,2009)

- I-NERIproject(GenIV,VHTR),(한국(KAERI/KAIST)-미국(ORNL/INL))

(‘07-’09)

-미국 Westinghouse사 AP1000원자로 제어 물질 조사시험 (Westinghouse)

(2008)

아.홍보 수상

(1)홍보 :스마트 재료 성자 조사시험 완료 주요 일간지 보도 (2010.7.20)

(2)수상 :국무총리 표창 (요르단 연구로 수출/연구로 기술 자립 공로 (2011.12.27))



- 186 -

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

OR/IP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기술 개발은 상 으로 낮은 성자속과 조사

량이 요구되는 조사시험에 활용되어 다양한 조건의 이용자 조사시험을 가능하게 하

다.해당 기술은 향후에도 국내원 사용재료의 안 성/건 성 평가를 한 조사

시험에 활용하며,수집된 자료는 원자력발 소 안 성 건 성 평가에 활용될

정이다. 한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인 일체형원자로(SMART)

설계 인허가에 필수 인 증기발생기 열 재질인 Alloy690의 조사취화 특성자료

생산에도 활용될 계획으로 있다. 한 성자 이용 조사기술 고도화로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험변수를 다양화하여 상용원자로 압력용기(RPV) 정 요업재

료의 조사시험뿐만 아니라 도체 신기능성 재료의 조사시험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2.고온조건 조사기술 개발

화석연료 경제성의 격한 악화 상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원자력 선

진국들은 재 원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 이용 확 에 따른 문제 을 해결

하는 동시에 미래의 원자력 주도권 확보를 해 제4세 (Gen-Ⅳ)원자력시스템 개

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각국은 장기 인 조사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조사장치 개발과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차세 원자로(VHTR,

SFR,FusionReactor등)의 경우 가동조건이 고온/고부식 환경이므로 이와 련된

조사시험 기술에 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고온조건 조사 요

소기술 개발은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핵융합로를 포함한 차세 원자로 개발

계획과 하게 연계되어 있으며,단기 으로 수소생산용 원자로(VHTR)의 피복입

자 핵연료 고온재료 개발연구와 핵융합로용 후보재료에 한 성자 조사효과

연구 등에 활용하기 해 기술 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까지 입증된 고온조사기

술은 850℃까지로 미래원자로시스템 SFR재료조사시험에 활용될 수 있다.이 분야

에서 개발된 이 열매체 개념은 고온/ 온부의 분리를 통한 고온건 성과 가공의

용이성으로 다양한 고온 기술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고주 유도가열(high

frequencyinductionbrazing)기기를 이용한 brazing기술은 제4세 원자로에서 요

구되는 700℃ 이상의 고온 조사시험용 캡슐 제작에 활용할 것이다.향후 1,000℃까

지의 고온 조사기술 온조사기술 개발을 통해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온도

범 에서 조사시험할 수 있게 되어 종합 인 재료 조사기술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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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 개선 확립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 기술은 연구로에서 캡슐 는 FTL과 같은 조사장치를 이

용한 핵연료/재료 신소재 조사시험에 활용될 뿐 아니라 기타 방사선 환경에서

압력과 길이 변형의 측정에 활용될 것이다.국내 조사시험 계장기술 선진화의 일환

으로 연구개발된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압력 길이변형 측정용 LVDT

의 국산화 제품은 연구로에서 조사시험용 캡슐과 FTL을 이용한 핵연료와 재료의

성자 조사시험에 활용될 것이며,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조사시험에도 활용될 계획

이다.조사시험용으로 개발된 LVDT는 조사시험 소결체 길이변화 측정,연료

내압측정,피복 길이변화 측정 등 요 핵연료 조사시험 계장으로 활용된다. 한

개발된 LVDT는 그동안 고가의 수입품으로 사용이 제한되었지만,국산 개발로 인

해 크립 캡슐과 같은 재료 조사시험 뿐만 아니라 노외의 고온 환경에서 동작되는

시험에도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4.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기술 개발

핵연료 조사자료 분석기술은 핵연료 조사시험 측정하는 핵연료 심온도,핵

연료 표면온도,핵연료 내압,핵연료 길이 변화 열 성자속 등의 특성자료에

한 정확성 신뢰성을 향상하는데 활용할 것이며,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의 설계 개선안도 향후 핵연료 조사 측정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것이다.

5.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조사 시험 요소기술 개발

최근 정부 주도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연구개발할 미

래원자력 시스템으로 원자력수소생산로(VHTR),소듐냉각고속로(SFR)를 선정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후보 재료/핵연료에 국내 조사시험은 모두 하나로를 이용하여 수

행할 수 밖에 없으며,필요한 조사시험 기술은 본 과제에서 차질없이 개발하여야

한다.따라서 미래원자력용 조사시험 요소기술은 우리나라가 미래원자력시스템 개

발에 참여하고 있는 SFR과 VHTR의 재료 핵연료의 조사시험에 비하여 개발

되었으며 향후 첨단 재료 핵연료 개발에 긴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재까지 미

국의 미래원자력개발계획인 VHTR 개발 련 I-NERI과제에 참여하여 9Cr-1Mo

재료의 조사시험을 성공 으로 수행하 으며,피복입자 TRISO 핵연료 조사기술 개

발이 진행 으로 2012년 말부터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이 진행될 계획이다. 한 액

체 속열매체를 이용하는 요소기술을 소듐냉각고속로(SFR)재료 개발 과정에서

소듐에서의 재료조사시험이 요구될 경우에 비하여 개발하 으며,SFR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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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료 제조를 해 개발된 FiberLaser용 진공 챔버에서의 핀용 기술

은 향후 정 계장 핵연료 조사시험에 요하게 활용될 것이다.한편 SFR용 U-Zr

속연료의 성능검증 인허가 자료생산용 Na환경에서의 1차 조사시험이 2011∼

2012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연소도 3%),향후 2차 조사시험(연소도 6%,핵연료 온

도와 핵연료 내압 변화 측정용 계장기술 필요)이 수행될 계획이다.개발된 미래원

자로용 조사시험 요소기술들은 향후 하나로에서 VHTR 련 Cr-Mo강,graphite,

Alloy617 TRISO핵연료 조사시험에,SFR 련 FMS(ferritic-martensiticsteel)

강,ODS(oxidedispersedsteel)강,Ni고온재,STS316,SiC복합체 U-Zr핵

연료 조사시험에 활용될 것이다. 한 핵융합로 기술개발을 해 국가핵융합연구소

와 력,국제공동연구인 ITERProject에도 참여하여 핵융합로용 구조재료,반사체/

증식재 (Be,graphite,TBM 재료,Li-ceramic)등 첨단 재료에 한 조사시험을 하

나로에서 수행함으로써 국가 원자력 기술 발 국 선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 된다.

6. 성자 조사에 의한 력기기용 도체 요소기술 개발

국내 최 로 성자 조사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고효율 에

지 장 재료인 산화물 도체 YBaCuO와 의료용 소재인 속간 화합물 MgB2

를 상으로 성자 조사특성을 평가하 다. 한 조건에 따라 성자 조사에 의한

류 도가 향상되는 상을 확인하여(측정온도 20K에서는 4T 이상 고자장 역)

해당 기술을 향후 자기/ 학재료 신소재 설계 분야에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한편 시편의 조사후 핵종 제어,조사시설의 낮은 사업 용성 등의 문제로 재 일

반 소재의 산업기술로 발 하기에는 부 한 부분이 있음을 단하 으나, 련

자료들은 향후 산업화 연구에 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7. 성자 유발 나노 결자결함 측정 이용 요소기술 개발

국내 최 로 성자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학 자기 후보소재(SiC,SiO2,유기

탄소 등) 속산화물계 소재(SrTiO3,ZnO,MgO,Al2O3,LaAlO3,ZrO2등)의

성자 조사에 따른 자스핀공명분 법을 이용한 격자결함의 정성/정량 특성을 측

정하 다.방사선에 의한 결정/박막의 격자결함 생성/응용기술은 최근 세계 으로

각 받고 있는 유망분야로 본 연구를 통해 격자결함 생성의 기본원리 신소재 개

발 분야에 응용가능성을 확인하 다. 한 성자 유발 격자결함의 정성/정량 해

석기술은 다양한 방사선 응용분야에 리 용되는 신기술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그러나 성자 조사에 의한 신소재 개발의 산업화 단계를 해서는 재료 물성

평가 제조 등 련분야와 연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본 연구의 기술 결과를

원천기술로 하여 련 기술을 보다 발 시키는 단계가 필요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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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재료 캡슐 조사시험 기술

∙ AssessmentandManagementofAgeing ofMajorNuclearPowerPlant

Components Important to Safety: PWR Vessel Internals,

IAEA-TECDOC-1557(2007)

∙ Proc.2008KAERI/JAEA JointSeminaronAdvancedIrradiationandPIE

Technologies,Daejeon,Korea(2008)

∙ Proc.oftheInternationalSymposium onMaterialsTestingReactors,Oarai,

Japan(2008)

∙ Proc.ofIAEA TechnicalMeeting on Research ReactorApplication for

MaterialsunderHighNeutronFluence(TM-34779),IAEA,Austria(2011).

2.미래원자력시스템용 재료/핵연료 개발 연구

∙ SFRMaterialsIssuesforABRandGNEP,SMIRT(2007)

∙ StructuralMaterialsforNextGenerationNuclearReactors-AnOverview,

ICAPP-07(2007)

∙ HighTemperatureMaterialsandDesignIssuesforGenIV Reactors,19th

InternationalConferenceon StructuralMechanicsin ReactorTechnology

(2007)

∙ Harmonizing the French and American Policies for Nuclear Reactor

Development,ANSseminar(2008)

∙ KNS-AESJJointSeminaron Materials Studies forAdvanced Nuclear

Energy(2008)

∙ R.YvonandF.Carre,"Structuralmaterialschallengesforadvancedreactor

systems",JournalofNuclearMaterials,385,2009,pp.217～222

∙ ProgressTowardDeploymentandOpportunitiesforAdvancedSmalland

Medium SizedReactors,IAEA(2009)

3.네덜란드 NRG 기술 력 MOU 체결(소장 수행) 랑스 Thermocoax계

장 련 의 (2007)

∙ PALLAS연구용원자로 사업에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고,HFR에서의 재료

핵연료 조사시험 기술 황 Thermocoax사의 계장품 련 자료 수집

4.1stInternationalSymposium onMaterialTestingReactor참석 논문

발표 (2008)

∙ Proceeding of1stInternationalSymposium onMaterialTesting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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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A-Conf-2008-011,Jan.2009),Oarai,Japan(2008)

∙ 일본 JMTR에서 주 심포지엄으로 미국,유럽,일본 등의 재료시험로 황

발표자료

5.제 34 회 EHPG(Enlarged Halden Programme Group)meetings 참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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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캡슐 종류 실험공 시 료 시료수
조사시간
(시간)

캡슐 번호

경희대학교 핵연료 무계장 IP4 SIMFUEL 3 16분 07F-02U

경희대학교 핵연료 무계장 IP4(D) SIMFUEL 3 16분 07F-03U

경희대학교 핵연료 무계장 IP4(D) SIMFUEL 3 16분 07F-04U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계장 Eng동 OR 　 　 　 07F-05K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계장 OR5 　 　 　 07F-06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5(B) 초전도체 시료 3 4831분 07M-07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5(C) 초전도체 시료 3 4831분 07M-08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OR공 STS304 　 　노외시험용 07M-09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5(B) 초전도체 시료 2 268분 07M-10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5(C) 초전도체 시료 2 268분 07M-11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5(C) 초전도체 시료 1 268분 07M-12K

KNFC/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 계장 CT Zr 합금 463 2304시간 07M-13N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4(C) 초전도체 시료 1 17분 07M-14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4(D) 초전도체 시료 1 167분 07M-15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4(D) 초전도체 시료 1 1667분 07M-16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4(B) 초전도체 시료 3 20분 07M-17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4(C) 초전도체 시료 3 120분 07M-18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4(B) 초전도체 시료 3 420분 07M-19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4(C) 초전도체 시료 3 1800분 07M-20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OR5 RPV 재료 　92 591시간 07M-21K

건국대학교 재료무계장 IP4(C) MgB2 박막 1 4,290분 07M-22U

건국대학교 재료무계장 IP4(C) MgB2 박막 1 1,140분 07M-23U

건국대학교 재료무계장 IP4(C) MgB2 박막 1 1,380분 07M-24U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CT RPV재료 151 6.5일 08M-01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OR5 RPV재료 437 24.6일 08M-02K

경희대학교 핵연료 무계장 IP4(C) UN, 300mg 　1 16분 08F-03U

경희대학교 핵연료 무계장 IP4(C) UN, 300mg 　1 16분 08F-04U

경희대학교 핵연료 무계장 IP4(C) UO2 pellet, 300mg 　1 16분 08F-05U

경희대학교 핵연료 무계장 IP4(C) UN, 300mg 　1 16분 08F-06U

경희대학교 핵연료 무계장 IP4(C) UN, 300mg 　1 16분 08F-07U

경희대학교 핵연료 무계장 IP4(C) UO2 pellet, 300mg 　1 16분 08F-08U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OR5 고온재료(Grade911) 92 23.57일 08M-09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CT 용 STS304 　- 　노외시험용 08M-10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4(C) MgB2 　2 60분 08M-11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4(C) MgB2 　4 380분 08M-12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4(C) MgB2 　2 1,660분 08M-13K

건국대학교 재료무계장 IP4(C) MgB2 박막 1 600분 08M-14U

건국대학교 재료무계장 IP4(C) MgB2 박막 1 2,660분 08M-15U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4(C) MgB2 4 60분 08M-16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4(C) MgB2 3 380분 08M-17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4(C) MgB2 3 1660분 08M-18K

한국원자력연구원 LBE   계장 - LBE합금 　- - 09M-01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OR5 Alloy690 132 24일 09M-02K

건국대학교 재료무계장 LH-1 (A) MgB2 박막 1 181분 09M-05U

건국대학교 재료무계장 LH-1 (B) MgB2 박막 1    271분  09M-06U

건국대학교 재료무계장 LH-1(C) MgB2 박막 1    418분  09M-07U

한국원자력연구원 이 피복핵연료 OR5 UO2 pellet (NU) 　 24일 09F-08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CT Ti,Graphite,STS304  25 24일 09M-09K

충남대학교 재료무계장 LH 그래파이트 7 1주기 09M-10U

인하대학교 재료무계장 IP5(D) Silicon박막 6 1시간 09M-11U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CT Inconel 690) 173 25.29일 10M-01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CT Inconel 690 - 10M-02K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6분 10F-03U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6분 10F-04U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6분 10F-05U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6분 10F-06U

표 2.1.1하나로 조사시험 이용 실 (2007.3.1～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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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하나로 조사시험 이용 실 (continued)

이용기 캡슐 종류 실험공 시 료 시료수 조사시간
(시간)

캡슐 번호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6분 10F-07U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6분 10F-08U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6분 10F-09U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6분 10F-10U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6분 10F-11U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6분 10F-12U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6분 10F-13U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5 Si 박막 4 19시간40분 10M-14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OR Mod.9Cr-1Mo 73 672시간 10M-15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CT STS304 1주기
10M-16K

(11M-22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IP4 UO2 16분 10F-17U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IP4 UO2 16분 10F-18U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IP4 UO2 16분 10F-19U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IP4 UO2 16분 10F-20U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IP4 UO2 16분 10F-21U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IP4 UO2 16분 10F-22U

충남대학교 재료무계장 LH/IP15 그래파이트 7 24/28일 10M-23U

건국대학교 재료무계장 IP05 Si 시편 1 1 10M-24U

건국대학교 재료무계장 IP05 Si 시편 1 10분 10M-25U

인하대학교 재료무계장 IP05 Si 시편 8 1분 10M-26U

인하대학교 재료무계장 IP05 Si 시편 8 1분 10M-27U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11M-01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무계장 IP05 SiC 박막 6 20시간 11M-02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OR5 Inconel 690 106 84시간 11M-03K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금속핵연료 1 16분 11F-04K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금속핵연료 1 16분 11F-05K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금속핵연료 1 16분 11F-06K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금속핵연료 1 16분 11F-07K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금속핵연료 1 16분 11F-08K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금속핵연료 1 16분 11F-09K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금속핵연료 1 16분 11F-10K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금속핵연료 1 16분 11F-11K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IP4 금속핵연료 1 16분 11F-12K

경희대학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 16분 11F-13U

경희대학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 16분 11F-14U

경희대학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 16분 11F-15U

경희대학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 16분 11F-16U

경희대학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 16분 11F-17U

경희대학교 핵연료무계장 IP4 UO2 1 16분 11F-18U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STS304 30 - 11M-19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CT Graphite, Be, Zry-4 미정 4주기 이상 11M-20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IR Graphite, Be, Zry-4 미정 8주기 이상 11M-21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CT STS304, C-C, Zr-4 137 685.24시간 11M-22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CT STS304 2주기 11M-23K 

한국원자력연구원 크립 Al 재료 인장시편 - 11S-24K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계장 CT 저합금강 SA508 1주기 11M-25K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무계장 피복입자 핵연료 18 11F-26K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 계장 OR UO2 1주기 11F-27K

건국대학교 재료무계장 IP04 SiC 1 1분 11M-28U

건국대학교 재료무계장 IP04 SiC 1 5분 11M-29U

건국대학교 재료무계장 IP04 SiC 1 30분 11M-30U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 무계장 피복입자 핵연료 18 12F-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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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구분 시편 조사공
조사

분 기

조사온도

(℃)

성자속

(n/cm
2
․sec)

주요특징 활용목Fast

(>0.82

Mev)

Thermal

(<0.625ev)

래빗 핵연료/재료 IP,LH He <200

1.43x109

～

2.17x1012

2.16x1013

～

1.81x1014

-소형 기 조사시험에 활용

-최 시편 :직경 20mm,길이 30mm

캡슐

무계장 핵연료/재료

OR/IR/C

T
He(H2O)150～700

2.01x1013

～

1.95x1014

3.30x1014

～

4.30x1014

-최 조사온도만 측정 (온도 모니터 사용)

-최 시편 :직경 56mm,길이 800mm

계장 핵연료/재료

-마이크로 히터 열 (최 14개)설치

-조사온도 정 제어/측정 (±10℃)

-최 시편 :직경 56mm,길이 800mm

크립/피

로
재료

-조사 크립/피로특성 평가

-최 시편 :직경 56mm,길이 800mm

FTL 핵연료/재료 IR1 H2O <308 1.80x10
14

3.83x10
14

-상용로 운 조건 (고온,고압,고속

냉각수)

-최 핵연료 3개

-핵연료/재료 실증 시험용

표 2.1.2하나로 조사시험 시설의 기술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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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이 기술내용 업체명
방법
(용역/자
문/수탁)

경비
(기술료)

기간 비고

1

핵연료집합체 부품

노내성능 평가를 한

조사시험

KNF

한 원자력연

료

수탁 57,000,000원
2006.3.8∼

2007.11.7

2

제 4세 원 용

고온재료의 환경

조사효과 연구

KAERI 용역
160,000,000원

(직 비)

2006.12.1∼

2009.11.30

국제 I-NERI과제 연계

동연구

(0.25+0.35+0.35)MY참여

3
X-Gen연료부품 하나로

조사시험 조사재시험
KNF 수탁 126,000,000원

2007.8.28∼

2008.8.31

4

열매체로서의 LBE

(Pb-BiEutectic)합

활용 타당성연구

KAERI 수탁 50,000,000원
2008.1.1∼

2009.12.31

KAERI기본과제

SFR기술개발 련 연구

5
압력경계 재료열화

괴역학 평가모델개발
KAERI 용역

80,000,000원

(직 비)

2008.3.1∼

2010.2.28

고리1호기 계속 운

사업 련

(0.1+0.2)(OX)MY참여

6

Westinghouse사 제어

물질에 한 하나로

조사시험

Westinghou

se(미국)
수탁 US40,000$

2008.4.16∼

2008.9.30
KNF기술 력 사업

7

고강도/고인성 원자로

용기강 림

스테인리스강 개발

KAERI 용역
80,000,000원

(직 비)

2009.3.1∼

2010.2.28

고리1호기 계속 운

사업 련

8
SFR핵연료 핵심기반

기술 개발
KAERI 자문 -

2009.3.1∼

2011.2.28

SFR기술개발 련 연구

(0.2+0.2)MY참여

9
피복입자 핵연료

기술개발
KAERI 자문 - 2009.3.1∼

VHTR기술개발 련

연구

(0.5+0.35+0.5)MY참여

10
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
KAERI 용역

80,000,000원

(직 비)

2010.3.1∼

2011.2.28

VHTR기술개발

련연구

(0.1+0.3(OX))MY참여

11

SMART증기발생기

(Alloy690)튜 성자

조사시험

KAERI 수탁
1,130,000,000

원 (직 비)

2009.8.16∼

2011.12.31

계정분리 (3개연구본부

력사업)

(0.3+0.3)MY참여

12
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기술개발
KAERI 자문

25,000,000원

(시설비)

2010.3.1∼

2011.2.28

이 냉각 핵연료

개발사업,노외시험 지원

13
연구로 재료 조사성능

평가 기반기술 개발
KAERI 용역

-

(소요비용)
2011.6.1∼

수출형연구로 기술개발

사업 련연구

0.66(OX)MY참여

14
용량 고강도

압력용기강 개발
KAERI 용역

40,000,000원

(직 비)
2011.6.1∼

지경부 수탁과제 지원

(재료연구부)

15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제작 계장 기술
SE&T 자문

21,000,000원

(계약

7,000,000원)

2009∼

2024(15년)

계약 (2009-12-28)/기술

료(2년)

16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제작 계장 기술
SE&T 자문

11,000,000원

(계약

5,000,000원)

2009∼

2022(13년)

계약 (2009-12-28)/기술

료(2년)

*수탁 :외부 연구원에서 의뢰되어 독립된 과제계정을 가지고 수행한 업무

*용역 :조사시험 업무 책임을 가지나,연구원 방침상 별도의 계정을 만들지 않는 경우

*자문 :단순 업무 지원이나,단 업무 책임만 가지고 수행한 경우

표 2.1.3과제기간 동안 개발된 조사시험기술 활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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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한국 미주 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

성자
조사 기술,
계장품
개발
계장기술

∙ 연구로 :HANARO가동
.새로운 연구용원자로 개발 계
획

∙ 성자 조사장치 (capsule
rig) 조사기술(설계/제작 /조
사기술)확보
.최근 loop설치 완료 활용
연구 진행
.계장기술(LVDT)개발

∙미국 :ATR,HFIR,캐나다 :
NRU

∙ 성자 조사장치 (capsule
loop) 조사기술 (설계/제작 /
조사기술)확보
∙계장기술 확보
∙양자간 국제공동연구 수행

∙HFR(네덜란드), OSIRIS( 랑스),
HBWR(노르웨이),BR2(벨지움)
∙ 성자 조사장치 (capsule,rig
loop) 조사기술 (설계/제작/조사
기술)확보
∙계장품 생산기술 계장 기술 확
보
∙네덜란드, 랑스,노르웨이,벨지움
:재계장/재조사 기술 확보 활용
∙OECD/NEA/HRP 국제공동연구,
EUProgram 수행

∙연구로(일본):JMTR,NSRR등

∙ 성자 조사장치 (capsule) 조사
기술 (설계/제작/조사기술)확보
∙계장기술 확보

∙재계장/재조사 기술 확보 활용

고온조건
조사기술

.고온조건 조사장치 개발 시
험
.700℃ 재료 조사시험 완료
.1000℃재료 조사시험 장치 개
발

∙ATR,HFIR이용 고온조건 조
사장치 조사기술 확보 활
용

∙네덜란드 HFR을 이용한 성자 조
사시설 개발 조사기술 확보

∙Gen-IV ITER 계획과 련한
조사시험 계획 수행
∙EUprogram 수행

∙일본 JMTR을 이용하여 HTTR용
피복입자 핵연료 개발을 해 고온
조건 조사시설 조사기술개발
∙Gen-IV와 련한 안 성 련 조
사시험,ITER계획과 련한 재료조
사 특성 평가 계획수립

조사특성
측정자료
분석/평가
기술

.조사특성 측정자료 분석/평가
시스템 개발 계획

∙ATR,HFIR,NRU :조사특성
측정자료 분석/평가 시스템 개
발 구축하여 활용

∙HFR(네덜란드),OSIRIS ( 랑스),
HBWR(노르웨이),BR2(벨지움) 등
은 조사특성 측정자료 분석/평가 시
스템 개발 구축하여 활용

∙MTR(일본) :조사특성 측정자료
분석/평가 시스템 개발 구축하여
활용

성자
조사 이용

도체,
학/ 자
기 개발

.연구원 내부 학과 연계
도체 조사 기 연구 수행

∙미국 휴스톤 학과 라질,이
탈리아,쿠바 등이 공동연구로
성자 조사에 의한 도 연
구 수행

∙그리스 Tbilisi국립 학,오스트리
아 nuclearresearchcenter에서
도 온도에 미치는 fastneutron과
thermalneutron의 효과 실험
∙터키 NationalMetrologyInstitute
에서 TRIGA-MarkII를 이용한
도체 성자 조사 연구 수행

∙스웨덴 Uppsala,Lund 학을 심
으로 러시아- 미국-일본의 연구소

학과 공동연구로 나노스핀 소
재 련 연구수행

∙일본의 도 연구소(ISTEC),도
쿄 학,JAEA에서 도 단결정에
한 성자 조사연구 수행으로
Sm-계 도체에서 특성향상 효과
얻음.
∙일본은 성자 조사에 의한 자기.
학 물성 평가연구,차세 반도체
기술연구 수행 .
∙ 국은 난징 학과 호주 월롱공
학이 공동으로 도체에 한
Low-energyneutronirradiation연
구 수행

표 2.3.1국내외 기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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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국내 기술수 국외 기술수

성자
조사 기술,
계장품
개발
계장기술

-OR/IP조사공용 재료 조사시험장치

개발 조사량 조사시험에 활용

(5단 독립제어,micro-heater5sets,

열 14sets,He압력 조 ,조사

온도 max.400℃,조사량 ~10
19
)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 확

․ 성자 Flux,온도,Hegas조건

-방사선 환경용 정 계측센서 량

외국 수입, 재 압력/변형용 LVDT

를 개발,2011년 노내 성능 시험 계

획

90

- 정상/비정상 운 조건 재료/핵연

료 조사용 장치 조사기술 확립

활용

․조사 장입/인출/회 기능

․OECD/NEA/HRPRPV국제 공동

연구 수행

․핵연료조사용 boiling water

capsule

․조사온도 ±5℃,조사량 ±20%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정 계측 센서를 개발하여 활용

이며 세계 련 기 에 수출함

100

고온조건
조사 기술

-고온용 열매체/이 열매체 구조 실험

500℃까지의 재료 조사시험

-고온용 계장 요소기술 확보 (열 ,

히터,FluenceMonitor등)

-고온 핵연료 조사시험용 이 피복 핵

연료 설계 가스 정체형 이 피

복 핵연료 노내 조사시험 착수

70

-고온에서 핵연료 조사시험 온

도를 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활용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 핵연료 조

사시험 기술개발 활용 (미국,네

덜란드,일본, 랑스 등)

-고온 핵융합로 재료 조사시험

기술 개발/활용(네덜란드,일본)

100

조사특성
측정자료
분석/평가
기술

-재료 조사특성 분석/평가기술 개선

-핵연료 조사특성 자료 신뢰성 향상

(조사특성 분석/평가기술 개발계

획 )

60

-재료/핵연료 조사 특성 자료의 신

뢰도 향상을 한 다양한 측정 자

료 분석과 평가 시스템을 확보하고

활용

100

성자 이
용 도
체, 학/
자기 재
료 개발

- 성자 조사용 고온 도체 합성

기술확보

- 도 성자 조사기술 기 자료,

방사화 특성,조사선량에 따른

도 특성평가기술 확보

70

- 성자 조사시설 보유 각국에서

도 연구추진/재료설계 기 자

료 보유

- 성자 조사에 의한 학․ 자기

물성변화 DB,측정/평가 기술

실용화 원천기술 개발 활성화

100

표 2.3.2조사시험 기술 국내․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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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 성자속 조사공 성자속

OR3 1.51E+13 IP8 1.95E+10

OR4 1.22E+13 IP9 2.85E+11

OR5 1.19E+13 IP10 4.28E+10

OR6 1.52E+13 IP11 7.58E+10

IP1 8.83E+09 IP12 3.34E+09

IP2 6.80E+09 IP13 5.51E+10

IP3 9.71E+11 IP14 1.93E+09

IP4 7.46E+09 IP15 1.53E+12

IP5 3.10E+10 IP16 9.18E+09

IP6 4.73E+09 IP17 5.14E+10

IP7 8.29E+08 LH 4.75E+11

표 3.1.1OR/IP공 성자속(E>1.0MeV)

캡슐 외경(mm) ΔPkPa 하나로 요건 만족

46 167 X

48 202 X

50 232 O

52 359 O

54 459 O

56 1,414 O

표 3.1.2OR공 캡슐 외경에 따른 압력강하 특성(이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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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 직경(mm) 열 달계수 (W/cm
2
) γ heating(W/g)

IP

52

0.88 1.154

56

OR

52 2.64

2.554 2.13

56 1.42

CT/IR 60 3.03 2.3～6.2

표 3.1.3GENGTC온도 계산에 사용된 계수

조사공 캡슐형식 캡슐외경 시편온도 표면온도
비고

(ONBlimit)

OR

심

52 396 41

Gap=0.3254 396 42

56 398 42

분산

52 396 41 Gap=0.34

54 406 42
Gap=0.36

56 398 45

IP

심

52 353 100

Gap=0.4854 353 101

56 354 102

분산

52 344 99

Gap=0.4854 343 100

56 343 101

분산

52 447 134
Heating50W/cm

Gap=0.48
54 441 133

56 435 133

표 3.1.4캡슐 조건에 따른 시편 표면 온도(열매체-시편간격=0.1mm/GENGTC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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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원소번호 함량 (w/o)
도

(g/cm
3
)

열 성자

흡수단면

(barn)

열팽창계수

RT(10
-6
/K)

열 도도

RT(W/mK)

Fe 26 89 7.87 2.56 12.3 80.2

Cr 24 9 7.19 3.1 6.2 93.7

Mo 42 1 10.22 2.6 5.43 138

W 74 1 19.3 18.4 4.59 174

표 3.1.79Cr-1Mo-1W 조사시편 각 성분의 물성

Specimen Dimension(mm) Location No

StandardCharpy 10x10x55 Matrix,Weldedpart 29

1/2-sizeCharpy 5x5x27.5 Matrix,Weldedpart 32

Platetensile 1x15x76 Matrix,Weldedpart,HAZ 30

표 3.1.507M-21K캡슐의 시편(9Cr-1Mo)

에 지 MeV 시편 #1 시편 #3 차이 (%)

Flux(E>0.1)
최 값 4.90E+13 3.40E+13 44.1%

최소값 1.78E+13 1.27E+13 40.2%

Flux(E>1.0)
최 값 2.07E+13 1.42E+13 45.8%

최소값 6.81E+12 5.18E+12 31.5%

Gammaheating
(W/g)

최 값 2.5 2.0 25.0%

최소값 1.0 0.9 11.1%

표 3.1.6시편 치에 따른 핵 특성 변화(07M-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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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시편

열
조사온도(℃)

노심내

치(2)

(cm)

조사량

x1019(n/cm2)(3) dpa(4)

단 Hole 측정 표(1) E>0.1MeV E>1.0MeV

1

#1
CharpyT(5) T1 373∼381 380±10 25.20 3.93 1.69

0.033

CharpyB(5) 390±10(6) 19.70 5.00 2.05

#2
CharpyT 390±10 25.20 3.85 1.60

CharpyB 300±10 19.70 4.71 2.00

#3
CharpyT T2 382～387 390±10 25.20 2.85 1.19

CharpyB T3 399～401 390±10 19.70 3.61 1.60

#4
CharpyT 390±10 25.20 2.90 1.125

CharpyB 390±10 19.70 3.79 1.65

2

#1
CharpyT 390±10 12.80 6.60 2.85

0.053

CharpyB 390±10 7.30 7.81 3.39

#2
CharpyT 390±10 12.80 6.30 2.70

CharpyB 390±10 7.30 7.61 3.24

#3
CharpyT T4 378～395 390±10 12.80 4.95 2.10

CharpyB T5 394～405 395±10 7.30 5.69 2.31

#4
CharpyT 390±10 12.80 4.96 2.15

CharpyB 390±10 7.30 5.89 2.45

3

#1

Charpy TA 393～400 390±10 0.40 9.18 3.90

0.067

1/2Charpya 390±10 -3.725 9.50 4.00

1/2Charpyb 390±10 -6.475 9.90 4.20

#2

Charpy 390±10 0.40 8.85 3.75

1/2Charpya 390±10 -3.725 9.10 3.85

1/2Charpyb 390±10 -6.475 8.92 3.89

#3

Charpy T6 394～404 390±10 0.40 6.59 2.72

1/2Charpya 380±10 -3.725 6.85 2.85

1/2Charpyb T7 370～385 380±10 -6.475 6.62 2.74

#4

Charpy 390±10 0.40 6.82 2.80

1/2Charpya 380±10 -3.725 7.13 2.99

1/2Charpyb 380±10 -6.475 6.88 2.91

4

#1
Tensile T8 382～390 390±10 -12.85 9.40 4.15

0.065

1/2Charpy 390±10 -18.875 8.71 3.80

#2
Tensile T10 390～393 390±5 -12.85 8.90 3.89

1/2Charpy T9 386～394 390±5 -18.875 7.99 3.45

#3
CharpyT TB 391～400 390±10 -12.00 6.70 2.80

CharpyB 390±10 -17.50 6.19 2.60

#4
CharpyT 390±10 -12.00 7.05 2.91

CharpyB 390±10 -17.50 6.32 2.60

5

#1
CharpyT 390±5 -24.40 7.34 3.21

0.047

CharpyB 390±5 -29.90 5.82 2.52

#2
CharpyT 390±5 -24.40 6.82 2.90

CharpyB 390±5 -29.90 5.53 2.41

#3
CharpyT T11 389～394 390±5 -24.40 5.06 2.14

CharpyB T12 388～390 390±5 -29.90 3.80 1.61

#4
CharpyT 390±5 -24.40 5.29 2.31

CharpyB 390±5 -29.90 4.14 1.79

표 3.1.808M-09K캡슐 시편의 조사시험 결과

(1)조사온도는 조사시편 측정온도에서 표성을 갖는 추정 온도임.

(2)해당시편 심부의 치를 노심 심부(0cm)를 기 으로 치를 표시함 (γ heating값).

(3)52주기(23.57일)조사시험을 (30MW OR5)기 으로 계산한 것임.

(4)07M-21Kspectrum을 기 으로 계산하 음.

(5)T는 상부(왼쪽)시편,B는 하부(오른쪽)시편을 지칭.

(6)유사 치 시편의 온도로부터 추정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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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Type

Coolant

Inlet

Temp(℃)

CoolantOutlet

Temp(℃)

Maximum dose

(dap)

Pressure

(MPa)
Coolant

PWR 290 320 100 16 Water

SCWR 290 500 15-67 25 Water

VHTR 600 1000 1-10 7 Helium

SFR 370 550 200 0.1 Sodium

LFR 600 800 200 0.1 Lead

GFR 450 850 200 7 Helium

MSR 700 1000 200 0.1 MoltenSalt

표 3.2.1GenIV원자로 가동 환경

Sodium
Fast
Reactor

GasFast
Reactor

LeadFast
Reactor&
ADS

High
Temperature
Reactor

Supercriti
cal
Water
Reactor

Molten
Salt
Reactor

Fusion

Coolant
LiquidNa
feq
bars.

He,70
bars
480-850
℃

Leadalloys
550-800℃

He,70bars
600-1000℃ Water

Molten
Salt

He,
80
bars
300-
480℃

Pb-
17Li,
~bar
480-
700℃

Core
Structur
e

Wrapper
Martensitic
steels;
Clad

tubes;ODS

SiCf-Sic
composite

Target
stucture
Martensitic
steels;

Window&Cl
ad;

Martensitic,
ODS

Graphite
(structures)
Composites
C/C

SiC/SiCfor
controlrods

Nibased
Alloys
F/M
steels

Graphite

Martensitic
steelsODS
Ferriticsteel
SiCf-SiC
therm
&Elect
insulator

Tempera
ture

390-700℃ 600-1200
℃

350-480℃ 600-1600℃ 350-620℃ 700-800
℃

FW:Tmax
625℃→ODS
Channel:
Tmax;
500℃(SiC)

Dose
Cladding;
200dpa 60/90dpa

Clad;
~100dpa

ADS/Target
:

~100dpa+He

7/25dpa

~100dpa+He
(10

appm/dpa)
and

H(45appm/d
pa)

Other
compone
nts

IHXor
turbine
Nibased
alloys

IHXor
turbine
Nibased
alloys

표 3.2.2GenIV원자로 재료선정을 한 조사요구특성



- 211 -

히터 번호 S1 S2 S3 S4 S5 동시가열

kW 1.82 2.86 1.80 2.86 1.82 2.85 1.80 2.83 1.84 2.83 1.83 2.85

1단

Al

TC-3 47 56 23 23 21 20 19 19 19 20 53 65

TC-4 176 230 68 93 25 26 20 21 20 20 224 287

2단

Fe

TC-5 61 77 340 483 55 60 28 30 25 22 400 527

TC-6 28 33 332 474 100 111 29 31 25 23 391 521

3단

Zr

TC-7 18 20 80 127 255 317 24 25 22 21 292 394

TC-8 18 18 18 21 203 272 68 74 52 57 250 333

4단

Ti

TC-9 18 18 17 18 61 81 209 271 94 95 252 327

TC-10 18 18 17 18 18 19 217 293 131 134 302 397

5단

Mo

TC-11 17 17 17 18 18 18 59 77 229 323 292 392

TC-12 17 17 17 18 18 18 26 30 204 307 245 328

표 3.2.3히터 가열 온도 측정 노외시험(760torr)

*S1:S는 히터를 의미하며 S1은 히터1만 가열한 것임

히터 번호 S1 S2 S3 S4 S5 동시가열

kW 1.83 2.83 1.85 2.85 1.82 2.85 1.83 2.85 1.84 2.86 1.85 2.85

1단

Al

TC-3 60 70 28 28 28 25 22 22 22 23 64 79

TC-4 229 269 92 112 35 39 26 26 23 23 258 315

2단

Fe

TC-5 134 144 427 552 90 102 29 40 24 24 440 593

TC-6 81 93 407 522 150 161 31 42 24 24 427 569

3단

Zr

TC-7 70 84 113 144 303 352 21 32 22 22 320 434

TC-8 24 24 22 24 231 312 70 88 23 23 273 364

4단

Ti

TC-9 24 25 20 20 59 89 226 298 25 27 265 346

TC-10 24 24 20 19 21 23 246 338 116 127 320 415

5단

Mo

TC-11 24 24 19 19 20 21 56 76 283 384 311 413

TC-12 24 24 19 19 20 20 26 33 265 361 266 352

표 3.2.4히터 가열 온도 측정 노외시험(100torr)

*S1:S는 히터를 의미하며 S1은 히터1만 가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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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체 손상 부식

열 도도

(W/mK)

(상온)

열 성자

흡수성

(Barn)

가격

(만원/

1단)

단

Al 정상 clean 203.5 0.22 - 가능한 온도범 (520℃)사용

Fe 손상 부식/상온부식 80.2 2.56 - 사용 제한

Zr 손상 부식 22.7 0.18 188 성자 흡수 차원 검토

Ti 손상 약부식 21.9 6.1 - 부식성 검토

Mo 손상 clean 138 2.6 250 고온안 성 측면 검토

표 3.2.5열매체의 손상 부식 상태

단 열매체 Gap(mm)

실험 목표 온도 측정
외부 내부 내/외부열매체

외통/외부열매

체

1 Al Al

0.3
상부 0.05

하부 0.15

450

시편 온도

히터 power

2 Al Mo 500

3 Al Zr 500

4 Al Fe 500

5 Al Gr 500

표 3.2.608M-10K캡슐 열매체 재질,갭 노외시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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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체 손상 부식

열 도도

(W/mK)

(상온)

열 성자

흡수성

(Barn)

단

Al 정상 표면에 반 흔 203.5 0.22 가능한 온도범 (520℃)사용

Mo 정상 clean 138 2.6 성자 흡수 차원 검토

Zr 정상 clean 22.7 0.18 성자 흡수 차원 검토

Fe 정상 clean 80.2 2.56 산화되기 쉬움

Gr 정상 clean 120 - 도도 좋음

표 3.2.7열매체의 손상 부식 상태

Items Specifications

Nuclear

Fuel

Type PWR17x17UO2

Ext.diameter 8.192mm

Length 10.24

ThermocoupleHole 1.48mm (ø)

CurvatureofDish 12.83 mm

U-235Enrichment 0.71w/o(NU),2.42w/o

Density 10.517g/cm3

GrainSize ≥ 5µm

Chamfer 0.51mm(W)/0.17mm(D)

Cladding

Material STS316L

ExternalDiameter (inner)14.36 mm /(outer)18.00mm

Thickness (inner)3.00 mm /(outer)1.72mm

Length (inner)111.15 mm /(outer)109.15mm

Gas-Gap
-167µm (betweenpelletandinnercladding)

-100µmm (betweeninnerandoutercladding)

Filler Pressure 1.2 bar(Helium)

표 3.2.8핵연료 소결체(0.71%,NU)와 피복 사양



- 214 -

구분 명칭

내측(mm) 외측(mm)
높이

(mm)
면

(mm
2
)

습윤장
수력

직경

면

(mm
2
)

습윤장 수력직경

1
Bottom end

plate부
810.40 224.20 14.46 65.53 374.6 0.70 25

2
Coolingblock

하부
403.43 368.14 4.38 364.42 4 18

3
C/B캡슐연료

앙부
460.94 355.60 5.18 364.42 4 150

4
Coolingblock

상부
403.43 368.14 4.38 364.42 4 15

5 Topendplate부 831.50 209.04 15.91 226.71 2.9 20

6 보호 연결부 1394.72 17.3 156

7 Lowerstopper부 847.24 286.14 11.84 36

표 3.2.907F-06K핵연료 계장캡슐 유로단면 과 수력직경

유량(kg/s) 차압(kPa) 비고

5.0 209 정격 차압(209kPa)에서의 유량

9.2 519 재 사용 인 핵연료캡슐 유량에서의 차압

12.7 873 핵연료 유량에서의 차압

표 3.2.1007F-06K핵연료 계장캡슐의 이 피복 핵연료 조사장치의 유량과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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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열 달계수

(kW/m
2
℃)

캡슐 외통 34.6

이 피복 핵연료 표면

(물 흐르는 부 )
29.2

내부피복 주

He50g/min 4.91

Ne50g/min 1.59

표 3.2.1107F-06K핵연료 계장캡슐의 Doublecladding핵연료캡슐의 열 달 계수

구 분 ANSYS Heating7.2

Nuclearfuel

Centerline 2,089℃ 2,190℃

Surface   977℃ 1,043℃

InnerCladding

Inside   622℃   690℃

Outside   458℃   540℃

OuterCladding

Inside   118℃   237℃

Outside    59℃    64℃

표 3.2.12ANSYS와 Heating7.0을 이용한 이 피복 핵연료 의 열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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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내측(mm) 외측(mm)
높이

(mm)
면

(mm
2
)
습윤장

수력

직경

면

(mm
2
)

습윤장 수력직경

1
Bottom end

plate부
810.40 224.20 14.46 65.53 374.6 0.70 25

2
Bottom과 C/B

사이
1707 146.4 46.6 364.42 4 58

2 Coolingblock하부 764.50 465.33 6.57 364.42 4 15

3
C/B캡슐연료

앙부
887.79 315.52 11.25 364.42 4 132

4 Coolingblock상부 764.50 465.33 6.57 364.42 4 15

5 Topendplate부 831.50 209.04 15.91 226.71 2.9 20

6 보호 연결부 1394.72 17.3 156

7 Lowerstopper부 847.24 286.14 11.84 36

표 3.2.1309F-08K핵연료 계장캡슐 유로단면 과 수력직경

유량(kg/s) 차압(kPa) 비고

6.54 209
정격 차압 209kPa에서 핵연료

주 유량 12.7kg/s

표 3.2.1409F-08K핵연료캡슐 Doublecladding핵연료캡슐의 유량과 차압 (Rev.2)

치
열 달계수

(kW/m
2
℃)

캡슐 외통 25.94

이 피복 핵연료 표면

(물 흐르는 부 )
24.23

내부피복 주
He50g/min 4.91

Ne50g/min 1.59

표 3.2.1509F-08K핵연료캡슐 Doublecladding핵연료캡슐의 열 달계수(Re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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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치

(mm)

높이
(cm)

선출력 (Watt/cm) 발열량 (Watt/cm)

MCNP계산 보수 평가 내부 피복 외부 피복

1 2 1 2 1 2 1 2

250

-20.5
-21.5
-22.5
-23.5
-24.5

107
102
101
106
107

92
94
90
87
90

123
118
116
123
123

106
109
104
101
104

18
19
18
18
18

16
16
16
15
15

15
15
15
14
15

13
13
13
13
12

300

-20.5
-21.5
-22.5
-23.5
-24.5

107
106
106
105
105

103
98
97
94
97

123
122
122
121
120

119
113
112
109
112

20
19
19
18
19

16
17
16
15
16

16
16
15
15
14

13
14
13
13
13

350

-20.5
-21.5
-22.5
-23.5
-24.5

113
107
106
103
105

98
100
95
97
100

130
123
122
119
121

113
116
109
112
115

20
20
19
18
19

16
16
16
16
16

16
16
16
15
15

13
13
13
13
13

450

-20.5
-21.5
-22.5
-23.5
-24.5

110
101
102
95
96

99
92
89
88
89

127
117
117
110
110

114
107
103
102
103

19
18
18
17
16

16
15
14
14
15

15
15
15
14
13

13
13
12
12
12

600

-20.5
-21.5
-22.5
-23.5
-24.5

89
87
86
87
83

81
81
82
81
78

103
101
100
101
97

94
93
95
94
91

17
16
15
15
14

14
14
14
13
13

14
13
13
12
12

12
11
11
11
10

표 3.2.160.71w/oUO2소결체를 장입한 09F-08K 핵연료 계장캡슐의 이 피

복 핵연료와 피복 의 선출력

핵연료
심온도

핵연료표
면온도

내부피복
내부표면
온도

내부피복

외부표면
온도

외부피복

내부표면
온도

외부피복

외부표면
온도

Rod#1
(withgas-gap) 741℃ 477℃ 303℃ 248℃ 78℃ 52℃

Rod#2
(withgas-gap)

668℃ 440℃ 275℃ 230℃ 75℃ 51℃

Rod#1
(without
gas-gap)

565℃ 343℃ 136℃ 80℃ 75℃ 52℃

Rod#2
(without
gas-gap)

517℃ 321℃ 127℃ 76℃ 71℃ 51℃

표 3.2.170.71w/oUO2소결체가 장입된 09F-08K 핵연료 계장캡슐의 핵연료

심과 내‧외부 피복 의 온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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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복 외부피복

Load(최소) Displacement Load(최소) Displacement

504kgf 0.494mm 3,493kgf 4.123mm

표 3.2.18이 피복 핵연료 의 인장 시험 결과

IrradiationTestSubjects 09F-08K

HANAROPower 30MW

ExperimentalVerticalHole OR5

Maximum LinearPower 13.0kW/m

AverageLinearPower 11.1kW/m

AverageLinearPower 11.73kW/m

Burn-up 2,620MWD/MTU

EffectiveFullPowerDays 24.99EFPD

Maximum CenterlineTemperatureof

NuclearFuel
770℃

HANAROOperationCycles 62th

IrradiationTestPeriod 2010.1.10~2.9

표 3.2.19이 피복 핵연료 조사시험(09F-08K핵연료 계장캡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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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Thermal

Media

Y-coor.

(cm)

내부

간극

(mm)

시편/Al열매체 최 온도 외부

간극

(mm)

시편

목표 온도

ANSYS계산

시편 Al열매체

1 Gr./Al 22.45 0.5 700 721 440 0.65

2 Gr./Al 10.05 0.5 950 963 500 0.45

3 Ti./Al 0.5 0.2 950 970 525 0.30

4 Ti./Al -14.75 0.2 950 963 520 0.32

5 Ti./Al -27.15 0.2 800 826 510 0.50

표 3.2.20ANSYSanalysisresultsofthe11M-22Kcapsuleat30MWtpower

불꽃온도

(℃)
비틀림각

Sheath재질

인코넬 STS310

1,430 0 단(7 ) 건 (1분15 )

1,300

0 건 건

480 단 건

720 단 건

표 3.2.21Inconel과 STS310재질의 이징 손 시험

사 양 용 량

정 격 용 량 600KVA

입 력 압 MAX3000V

출 력 압 MAX500V

수 온 30℃

압 력 MAX2Bar

출력 주 수 MAX100kHz

출력 이블 MAX3M

표 3.2.22고주 이징의 Head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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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발열량 (kW)

CT장 OR5장

S_Ti D_Ti S_G D_G S_Ti D_Ti S_G D_G

시편

내부 구조물

외통

8.7

25.1

9.2

9.3

20.1

9.2

9.1

13.7

9.4

8.9

15.6

9.2

3.7

9.1

3.7

3.9

6.4

3.5

3.3

3.3

3.4

3.4

3.9

3.3

합계 42.9 38.6 32.2 33.8 16.5 13.7 10.0 10.7

S_G:singlegraphitestructure,D_G:doublegraphitestructure

표 3.2.2311M-22K캡슐 총발열량

Stage

Gapsize

(mm)

　

Temperature

at101kPa(1기압)

(Noheater) Error

(%)

g2 G3 Calculated Measured

1 0.4 0.65 554 548 1.1

2 0.5 0.45 678 635 6.8

3 0.2 0.3 561 614 8.6

4 None

5 0.2 0.32 545 580 6.0

표 3.2.24설계온도와 측정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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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ment(mm) Output(V)

5.000 5.259

4.000 4.515

3.000 3.556

2.000 2.444

1.000 1.244

0.000 0.065

1.000 -1.217

2.000 -2.400

3.000 -3.479

4.000 -4.387

5.000 -5.070

표 3.3.1ElongationLVDT의 displacement& output(madebyKAERI)

Displacement(mm) Output(V)

5.000 5.131

4.000 4.443

3.000 3.532

2.000 2.450

1.000 1.261

0.000 0.033

1.000 -1.207

2.000 -2.401

3.000 -3.494

4.000 -4.419

5.000 -5.127

표 3.3.2ElongationLVDT의 displacement& output(madebyA-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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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men
t(mm)

Output(V)

상온 50℃ 100℃ 150℃ 200℃ 250℃ 300℃ 350℃

5.000 5.259 5.296 5.387 5.460 5.561 5.663 5.776 5.880

4.000 4.515 4.550 4.626 4.694 4.776 4.867 4.958 5.052

3.000 3.556 3.586 3.643 3.699 3.760 3.834 3.898 3.976

2.000 2.444 2.464 2.499 2.540 2.574 2.628 2.662 2.717

1.000 1.244 1.252 1.268 1.284 1.293 1.322 1.325 1.353

0.000 0.065 0.063 -0.061 -0.059 -0.062 -0.059 -0.074 -0.072

-1.000 -1.217 -1.236 -1.263 -1.294 -1.337 -1.365 -1.422 -1.453

-2.000 -2.400 -2.431 -2.480 -2.532 -2.598 -2.656 -2.737 -2.801

-3.000 -3.479 -4.819 -3.588 -3.660 -3.744 -3.829 -3.930 -4.023

-4.000 -4.387 -4.445 -4.518 -4.608 -4.702 -4.811 -4.922 -5.043

-5.000 -5.070 -5.140 -5.215 -5.319 -5.415 -5.542 -5.656 -5.797

회로 항
28.34 30.95 35.59 40.63 45.93 51.54 57.14 62.99

52.47 57.47 66.33 75.86 85.89 96.46 106.95 117.83

연 항
1.3×E9 1.5×E9 1.4×E9 0.4×E9 0.9×E8 1.5×E7 0.5×E7 1.9×E6

1.3×E9 1.6×E9 1.3×E9 0.4×E9 0.9×E8 1.5×E7 0.5×E7 2.1×E6

Sensitivity
(mV/mm) 1,032.9 1,043.6 1,060.2 1,077.9 1,097.6 1,120.5 1,143.2 1,167.7

표 3.3.3변형용 LVDT의 온도별(상온～350℃)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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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명 LVDT 계장선 피복 모의시편

재료 STS316L STS316L STS316L 알루미늄

표 3.3.4제작된 조사시험용 모의 연료

시편번

호
반응핵종

1차 계측결과

(DPS*,8/2계측)

2차 계측결과

(DPS,9/15계측)

2차계측 계산결과

(DPS,8/2기 )

최종 계측결과

(DPS,8/2기

)

오차

(1차/2차)

01-01 Ti46(n,p)Sc46 937 641 915 926 1.024305

01-02
Fe54(n,p)Mn54 2915 2270 2497 2706 1.167487

Fe58(n,γ)Fe59 13030 5616 10976 12003 1.187209

01-03 Ni58(n,p)Co58 47004 22785 34705 40855 1.354383

02-01
Fe54(n,p)Mn54 8149 7515 8268 8208 0.985653

Fe58(n,γ)Fe59 32364 14113 27582 29973 1.173349

02-02 Ti
46
(n,p)Sc

46
2425 1587 2265 2345 1.070737

02-03 Ni
58
(n,p)Co

58
116528 75228 114583 115556 1.016977

03-01
Fe
54
(n,p)Mn

54
8227 7391 8131 8179 1.011798

Fe
58
(n,γ)Fe

59
32189 14092 27541 29865 1.168743

03-02 Ti46(n,p)Sc46 3041 1953 2787 2914 1.091094

03-03 Ni58(n,p)Co58 101212 65840 100283 100748 1.009256

04-01 Ni58(n,p)Co59 118346 79074 120440 119393 0.982616

04-02
Fe54(n,p)Mn54 10985 10062 11070 11028 0.992306

Fe58(n,γ)Fe59 42806 18782 36706 39756 1.166175

04-03 Ti46(n,p)Sc46 4050 2626 3748 3899 1.080708

05-01 Ti46(n,p)Sc46 3290 2162 3085 3188 1.066321

05-02 Ni58(n,p)Co59 79705 54079 82370 81038 0.967645

05-03
Fe54(n,p)Mn54 10708 9526 10480 10594 1.021716

Fe
58
(n,γ)Fe

59
42485 18363 35888 39186 1.183814

표 3.3.509M-02K캡슐 fluencemonitor의 계측결과

(*DPS:Disintegrationper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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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번호 반응핵종
계측방사능

(DPS,8/2기 )

포화방사능

(DPS)

반응율

(DPS/nucleus)

01-01 Ti46(n,p)Sc46 926 14530 8.01059E-14

01-02
Fe54(n,p)Mn54 2706 66001 6.66373E-13

Fe58(n,γ)Fe59 12003 286686 6.44385E-11

01-03 Ni58(n,p)Co58 49026 808969 8.7396E-13

02-01
Fe54(n,p)Mn54 8208 200197 1.37158E-12

Fe58(n,γ)Fe59 29973 715891 1.0919E-10

02-02 Ti46(n,p)Sc46 2345 36796 2.13003E-13

02-03 Ni58(n,p)Co58 144445 2383461 1.78475E-12

03-01
Fe54(n,p)Mn54 8179 199490 1.58627E-12

Fe58(n,γ)Fe59 29865 713311 1.26271E-10

03-02 Ti46(n,p)Sc46 2914 45724 2.44797E-13

03-03 Ni58(n,p)Co58 141047 2327394 1.91502E-12

04-01 Ni58(n,p)Co59 167150 2758115 2.76837E-12

04-02
Fe54(n,p)Mn54 11028 268978 2.21931E-12

Fe58(n,γ)Fe59 39756 949553 1.74417E-10

04-03 Ti46(n,p)Sc46 2899 45489 2.79019E-13

05-01 Ti46(n,p)Sc46 3188 50023 2.75786E-13

05-02 Ni58(n,p)Co59 109401 1805211 1.76194E-12

05-03
Fe54(n,p)Mn54 10594 258393 1.89735E-12

Fe58(n,γ)Fe59 39186 935939 1.52997E-10

표 3.3.609M-02K캡슐 fluencemonitor의 도출된 포화방사능 반응율

Position

MCNPcalcuateddata SAND-IIprocesseddata

ErrorFlux
#

(E>1MeV)

Fluence
##

(E>1MeV)

Flux

(E>1MeV)

Fluence

(E>1MeV)

Astage

(Bottom)
1.71E+13 3.76E+19 1.60E+13 3.51E+19 6.63%

Bstage 2.005E+13 4.41E+19 2.144E+13 4.72E+19 -6.94%

Cstage 1.864E+13 4.10E+19 1.534E+13 3.37E+19 17.70%

Dstage 1.177E+13 2.59E+19 1.395E+13 3.07E+19 -18.48%

Estage

(Top)
6.59E+12 1.45E+19 6.49E+12 1.43E+19 1.62%

표 3.3.709M-02K의 fluencemonitor분석 /후 결과 고속 성자(E>1MeV)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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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번호 반응핵종
계측방사능

(DPS,8/2기 )

포화방사능

(DPS)

반응율

(DPS/nucleus)

01-01 Ti46(n,p)Sc46 1738 148452 8.18437E-13

01-02
Fe54(n,p)Mn54 17178 659763 6.02686E-12

Fe58(n,γ)Fe59 838 488016 9.92448E-11

01-03 Ni58(n,p)Co58 86053 10544242 9.81754E-12

02-01
Fe54(n,p)Mn54 26241 1007824 8.78789E-12

Fe58(n,γ)Fe59 1430 832496 1.61604E-10

02-02 Ti46(n,p)Sc46 3045 260091 1.50561E-12

02-03 Ni58(n,p)Co58 112331 13764134 1.3718E-11

03-01
Fe54(n,p)Mn54 34611 1329277 1.31612E-11

Fe58(n,γ)Fe59 1794 1044404 2.30207E-10

03-03 Ni58(n,p)Co58 142689 17484016 1.55623E-11

04-01 Ni58(n,p)Co59 115182 14113570 1.50181E-11

04-02
Fe54(n,p)Mn54 31282 1201447 1.15238E-11

Fe58(n,γ)Fe59 1607 935539 1.99767E-10

04-03 Ti46(n,p)Sc46 3245 277140 1.69993E-12

05-01 Ti46(n,p)Sc46 2839 242473 1.33678E-12

05-02 Ni58(n,p)Co59 117575 14406785 1.29045E-11

05-03
Fe54(n,p)Mn54 28520 1095339 9.71662E-12

Fe58(n,γ)Fe59 1394 811538 1.60267E-10

표 3.3.810M-01K캡슐 fluencemonitor의 도출된 포화방사능 반응율

Position

MCNPcalcuateddata SAND-IIprocesseddata

ErrorFlux#

(E>1MeV)

Fluence##

(E>1MeV)

Flux

(E>1MeV)

Fluence

(E>1MeV)

Astage

(Bottom)
1.17E+14 2.58E+20 1.10E+14 2.42E+20 6.20%

Bstage 1.45E+14 3.18E+20 1.28E+14 2.82E+20 11.32%

Cstage 1.36E+14 2.99E+20 1.40E+14 3.08E+20 -3.01%

Dstage 1.05E+14 2.30E+20 1.13E+14 2.47E+20 -7.39%

Estage

(Top)
5.91E+13 1.30E+20 7.75E+13 1.70E+20 -30.77%

표 3.3.910M-01K의 fluencemonitor분석 /후 결과 고속 성자(E>1MeV)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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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연 항(MΩ) 도통 항(Ω)

조사 조사 후 조사 조사 후

1 ∞ ∞ 113 112

2 ∞ ∞ 111 111

3 ∞ ∞ 111 110

4 ∞ ∞ 112 111

5 ∞ ∞ 112 111

6 ∞ ∞ 113 112

7 ∞ ∞ 113 112

8 ∞ ∞ 112 111

9 ∞ ∞ 113 112

10 ∞ ∞ 115 114

11 ∞ ∞ 115 114

12 ∞ ∞ 115 114

13 ∞ ∞ 112 111

14 ∞ ∞ 113 111

표 3.3.10조사 후 기 특성 변화 측정

핵연료 종류 비고

연구로용 핵연료 (U3Si/Al) 국내개발 완료 하나로 핵연료로 사용

① 연구로용 핵연료

② ((U-Mo(7/9%)+Zr/Si/Ti)/Al)
조사시험/개발

DUPIC핵연료 하나로 조사시험 수행 (일부 계장)

PWR큰입자 핵연료 조사시험/KNF상용화 합의

PWR이 냉각(환형)핵연료 2011년부터 조사시험

SFR핵연료 U-10%Zr(-5%Ce) 2010년 12월부터 조사시험

VHTR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계획

기타
HiMET핵연료 조사시험

핵분열기체확산계수측정을 한 조사시험

표 3.4.1무계장캡슐 이용 핵연료 조사시험 수행 황



- 227 -

연료 제원
UO2

소결체제원
계장

하나로출력

/조사공

조사기간

(EFPD)

선출력

(kW/m)

연소도

(MWd/t)

02F-11K
Zircaloy-4

연료 3개

PWR17×17

2.42w/o(U-235)

열

SPND

24MW

/OR5
53

최 53.2

평균 49.2
5,132

03F-05K
Zircaloy-4

연료 3개

PWR17×17

2.42w/o(U-235)

열

SPND

LVDT

24-30MW

/OR5
60

최 50.1

평균 46.3
3,461

05F-01K
Zircaloy-4

연료 3개

PWR17×17

2.42w/o(U-235)

열

SPND,

LVDT

30MW

/OR5
45

최 47.7

평균 44.7
4,069

09F-08K
STS316L

연료 2개

PWR17×17

0.71w/o(U-235)

열

SPND

30MW

/OR5
24

최 34.5

평균 31.7
2344

표 3.4.2핵연료 계장캡슐을 이용한 핵연료 조사시험 황

표 3.4.3.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조사시험 황 Database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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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Size(mm)

캡슐

캡슐 1

(09M-02K,OR5)

캡슐 2

(10M-01K,CT)

캡슐 3

(11M-01K,OR5)

½TCT 24x25x10 16(A)2(B)2(C) 9(A)1(B)1(B) 16(A)2(B)2(C)

상인장 108x25x2.5 14(A) 14(A) 14(A)

상인장 26x5x0.5 20(A)10(B)10(C) 20(A)10(B)10(C) 20(A)10(B)10(C)

경도 10x10x2 10(A)9(B)9(C) 5(A)6(B)6(C) 10(A)9(B)9(C)

TEM

ø3x0.1

(Alloy690)
10(A)10(B)10(C) 10(A)10(B)10(C) 10(A)10(B)10(C)

ø3x0.1

(STS316)
- 21(A(6)B(7)C(8)) -

열 도도 ø9.2x1 - 16(A)12(B)12(C) 6(A)5(B)5(C)

시편합계 132 152(173) 148

표 3.5.1SMART증기발생기 열 시편의 조사취화 특성 평가용 캡슐내 장입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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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체 유량

(m
3
/min)

flow rate

(kg/s)

∆P(kPa)

guidetube형

(6springs)
plug형 3springs형

0.1 1.67 6.7 5.1 5.2

0.2 3.33 25.5 20.0 18.9

0.3 4.99 54.4 43.0 40.5

0.4 6.66 94.5 75.0 69.4

0.5 8.32 144.3 114.2 106.8

0.6 9.98 204.4 163.4 148.8

0.608 10.12 210.0 - -

0.688 11.45 - 209.7 -

0.7 11.65 285.5 217.7 199.8

0.708 11.78 - - 209.4

0.760 12.64 - 269.1 -

0.778 12.94 361.4(max.) - -

0.790 13.14 - - 255.1

0.8 13.31 - 288.6 263.0

0.885 14.72 - 352.1(max.) -

0.915 15.22 - - 346.3

표 3.5.23종 topguide의 압력강하 측정 결과

　
Max. Min. RMS

#1* #2* #3* #1* #2* #3* #1* #2* #3*

남-북

방향
61.6 29.2 84

-50.

4
-20 -82 13.7 3.29 22.1

동-서

방향
68 37.2 126

-62.

4
-28 -104 16.8 12.7 33.4

표 3.5.3측정된 CPF조사장치의 최 ,최소,RMS진동변 (단 :μm)

*:#1-guidetube형 (6springs),#2-plug형,#3-3spring형

Topguide 기간 시간(days) 비고

guidetube형

(6springs)

2011.11.0110:00~

2011.11.2310:00
22

타 부품

내구성시험

총 시간;

47.8days

plug형
2011.11.2312:00~

2011.12.0510:00
11.9

3springs형
2011.12.0512:00~

2011.12.1910:00
13.9

표 3.5.43종 topguide의 내구성시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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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변수 시험조건

가스 유동량(cc/min.) 50

가스압력(kg/cm
2
) 2

히터출력(%) 25,50,75

혼합가스비(He/Ne비)

100% He,

75%He-25%Ne,

50%He-50%Ne,

25%He-75%Ne,

100% Ne

시험온도(℃) RT～700

표 3.5.5LBE캡슐 열 특성 시험조건

Samplename Magnesium powder Boronpowder

W5 44㎛(Alfa)

95-97%,<1㎛(Tangshan)W6 12-17㎛(Tangshan)

W7 4-6㎛ (Tangshan)

표 3.6.1Specificationsofprecursorpowders

Samplename Boronpowder Magnesium powder

B1 90%,44㎛(Alfa)

44㎛ (Alfa)

B2 95%,<5㎛(Alfa)

B3 99%,44㎛(Alfa)

B4 93-94%,<1㎛(Tangshan)

B5 95-97%,<1㎛(Tangshan)

표 3.6.2Specificationsofprecursor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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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ID 조성 무게 (mg)
크기 (mm)

(가로x세로x높이)
도

(g/cm
3
)

성자 조사량
(n/cm

2
)

undoped1 MgB2 5.1 1.14x1.27x2.55 0.0000188 7x10
17

undoped2 MgB2 4.1 1.10x1.27x2.08 0.0000119 7x10
17

undoped3 MgB2 4.6 0.94x1.06x3.57 0.0000163 3x10
18

undoped4 MgB2 3.2 0.97x1.12x2.06 0.0000071 3x10
18

c-doped1 MgB2+C 5.2 0.83x1.67x2.76 0.0000198 1x1017

c-doped2 MgB2+C 1.9 0.82x0.86x1.90 0.0000025 1x1017

c-doped3 MgB2+C 4.1 0.92x1.48x2.27 0.0000126 7x10
17

c-doped4 MgB2+C 2.5 0.87x1.20x1.93 0.000005 7x10
17

c-doped5 MgB2+C 4.1 1.05x1.38x2.09 0.0000124 3x10
18

c-doped6 MgB2+C 3.3 1.01x1.34x1.79 0.0000079 3x10
18

표 3.6.3조사시험을 한 시편 조성 내역 (MgB2 도체)

Magnesium

Element(%)

Active
Magnesium Fe Al Si O other

Impurity
InsolubleIn
Muriatic

>99.0 0.05 0.01 0.03 0.03 0.01 0.02

표 3.6.4원료분말인 마그네슙과 보론의 불순물 분석

Boron

Content(%)

PH number
Boron Mg H2O

Insolublein
H2O2 Watersoluble

95~97 2 0.5 1 0.5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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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시료
ID(K
AERI)

시료
ID(user
)

시편성
분

무게
(mg)

시편크
기
(mm)

조사
공

조사시간 조사기간

성자
조사량
(n/cm2
)

선량
선량측
정일

1
07M-
07K-1

YBCO-
KA4

Y1.5Ba2
Cu3O7-
x

159.0
0
2x2x2

IP5(B
)
4831분 =
80.5시간

2006.6.26
09:00-2006.6.29

17:30
1x1016

6.00μ
Sv/h

2009.01.
09

2
07M-
07K-2

YBCO-
KA5

Y1.5Ba2
Cu3O7-
x

97.002x2x2
IP5(B
)

4831분
=80.5시간

2006.6.26
09:00-2006.6.29

17:30
1x1016

180
nSv/h 

2009.01.
09

3
07M-
08K-1

YBCO-
KA6

Y1.5Ba2
Cu3O7-
x

110.0
0
2x2x2IP5©

4831분
=80.5시간

2006.6.26
09:00-2006.6.29

17:30
1x1016

5.00μ
Sv/h 

2009.01.
09

4
07M-
08K-2

YBCO-
KA7

Y1.5Ba2
Cu3O7-
x

76.002x2x2IP5©
4831분
=80.5시간

2006.6.26
09:00-2006.6.29

17:30
1x1016

6.30μ
Sv/h 

2009.01.
09

5
07M-
20K-1

#4 Mg1B213.17
3.0x3.0
x1.0

IP4©
1800분
=30시간

2007.6.2.8
11:00-2007.6.29

17:00

3.39x1
018

300
nSv/h 

2009.01.
09

6
07M-
20K-2

#5 Mg1B215.08
3.0x3.0
x1.0

IP4©
1800분
=30시간

2007.6.2.8
11:00-2007.6.29

17:00

3.39x1
018

395
nSv/h 

2009.01.
09

7
08M-
11K-1

c-dope
d-1

MgB2
5.2m
g
0.83x1.
67x2.76

IP4© 60분
2008.4.21
9:30~10:30

1.13×
1017

313
nSv/h

2008.09.
17

8
08M-
11K-2

c-dope
d-2

MgB2
1.9m
g
0.82x0.
86x1.90

IP4© 60분
2008.4.21
9:30~10:30

1.13×
1017

370
nSv/h

2008.09.
17

9
08M-
12K-3

undope
d-1

MgB2
5.1m
g

1.14x1.
27x
2.55

IP4© 380분
2008.4.28
15:40~22:00

7.16×
1017

521
nSv/h

2008.09.
17

10
08M-
12K-4

undope
d-2

MgB2
4.1m
g

1.10x1.
27x
2.08

IP4© 380분
2008.4.28
15:40~22:00

7.16×
1017

402
nSv/h

2008.09.
17

11
08M-
12K-5

c-dope
d-3

MgB2
4.1m
g
0.92x1.
48x2.27

IP4© 380분
2008.4.28
15:40~22:00

7.16×
1017

330
nSv/h

2008.09.
17

12
08M-
12K-6

c-dope
d-4

MgB2
2.5m
g
0.87x1.
20x1.93

IP4© 380분
2008.4.28
15:40~22:00

7.16×
1017

300
nSv/h

2008.09.
17

13
08M-
13K-7

undope
d-3

MgB2
4.6m
g
0.94x1.
06x3.57

IP4© 1660분
2008.5.2

10:00~5.313:40
3.13×
1018

795
nSv/h

2008.09.
17

14
08M-
13K-8

undope
d-4

MgB2
3.2m
g
0.97x1.
12x2.06

IP4© 1660분
2008.5.2

10:00~5.313:40
3.13×
1018

833
nSv/h

2008.09.
17

15
08M-
13K-9

c-dope
d-5

MgB2
4.1m
g
1.05x1.
38x2.09

IP4© 1660분
2008.5.2

10:00~5.313:40
3.13×
1018

760
nSv/h

2008.09.
17

16
08M-
13K-1
0

c-dope
d-6

MgB2
3.3m
g
1.01x1.
34x1.79

IP4© 1660분
2008.5.2

10:00~5.313:40
3.13×
1018

870
nSv/h

2008.09.
17

표 3.6.5 성자조사시험에 사용된 시편의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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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No.
CriticalTemperature(K)

Beforeirradiation Afterirradiation

MgB207M-20K-2

(undoped)
34.5

MgB208M-11K-2

(undoped)
36.6 33.5

MgB208M-12K-3

(undoped)
37.0 33.2

MgB208M-12K-5

(undoped)
36.6 31.6

MgB208M-13K-7

(undoped)
36.9 22.6

MgB208M-13K-9

(undoped)
37.0 24.0

표 3.6.6 성자 조사 후의 도 온도

구분 Fluence(n/cm2)

시료 1 3.77x10
16

시료 2 2.26x10
17

시료 3 7.91x1017

시료 4 3.39x10
18

표 3.8.1 성자가 조사된 시료의 성자 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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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field(T) Jc(A/cm
2):Asgrown Jc(A/cm

2):Afterirradiation

2 1.3×10
6

1.11×10
6

3 6.5×10
5

6.0×10
5

4 2.9×105 3.0×105

5 1.1×10
5

1.4×10
5

표 3.8.2 성자가 조사된 시료 1의 임계 류 도 변화

표 3.8.3 성자 조사 후 임계온도의 변화

표 3.8.4SiNx,SiO2소자의 electricalparameters

SiNx SiO2

S.S(V/decade) 0.38 0.16

msat(cm
2
/Vs) 13.7 16.9

Vth(V) 0.7V 0.07V

Ion/off >10
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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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5이 층 채 을 갖는 소자의 기 특성

표 3.9.1JRTR노심 후보재료의 상 조사량 가동온도

표 3.9.2각 단별 시편 재료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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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연도별 조사시료 이용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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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연도별 조사시험 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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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각국의 연구용원자로의 성자속 비교

그림 3.1.1하나로 실험공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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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시편 분산배치형 심배치형 설계(직경 54mm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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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공 캡슐(52mm)
 OR공 캡슐(54mm)
 OR공 캡슐(56mm)

그림 3.1.3OR공 재료 캡슐 차압 시험 결과



- 239 -

그림 3.1.4진동측정용 가속도계 치(핵연료캡슐 가속도계 부착 도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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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5캡슐 내부에 설치된 가속도계

(a)본체 부착 가속도계 (b)본체에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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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07M-21K캡슐 시편 배치(Longitudinalcros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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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200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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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07M-21K캡슐 시편 배치(Radialcrosssection)

그림 3.1.807M-21K캡슐 시편에서의 고속 성자속 (장 치:O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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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07M-21K캡슐 1단 온도(좌측 OR5 우측 IP)

그림 3.1.10유사한 재질의 spacer들로 층된 시편

J\N 2 
POSTl J\N 

8 2 00 7 
l경 40: 23 STE P=l 

생
 F껴
 

맺
 때m
 

따
 
쩌
 썼
 

T 

E 

그
。
 
ι
 

]
} 
{ 

띠
 
• 

J\N J\N 
STE P=l STE P=l 

SUB =1 

j 
i 

응
 띠
 
• 

쩌
 ”
갱
 

영
 
m넓k

 

m 

뼈
 없U

 
빼
 밀
 

ι
 
m 

쩌
 

” 
<1•>

e 

2 
c
‘ 

M 

뼈
 

웰
 쩌
 앵
 쐐

 
야
 

M 

째
 

에9.272 179.761 

J\N 2 

8 2007 
13 : 56:49 

POSTl 

STEP=l 
SUB =1 
TIME=l 8L99 
PATH PLOT 

65.592 
.9J.EMPY 
'-' 

J\N 

@ 

ε
 띠
 
• 

RADIUS (m) 

J\N J\N 
STεp=l 

SUB =1 
TD’E=18L976 
PATH PLQT 

65 . 58 
.!l!-EMPX 
'-' 

STEP=l 
SUB =1 

RADIUS (m) 

A 
E 
m • 

에 ‘ 

K NF C Material Cap5ule (IP5-1) 



- 243 -

그림 3.1.1107M-21K캡슐 4단에 장입된 시편

그림 3.1.1207M-21K캡슐의 조립과 조립 후 모습

o n 
U 1800 



- 244 -

07M-21K

그림 3.1.1307M-21K캡슐 노외 열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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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조사기간 동안 07M-21K캡슐의 온도 변화

그림 3.1.16조사기간 동안 08M-09K캡슐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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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neutron fluence at the specimen in capsule 08M-09K at O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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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08M-09K캡슐 시편의 고속 성자 조사량의 분포(축

방향)

그림 3.2.1캡슐 열매체 내부에 추가의 갭 크기에 따른

시편의 최 온도 표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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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액체 열매체를 활용한 캡슐모델 시편온도에 He갭이 미치는 향

그림 3.2.3Effectsofthenuclearheat(1.0mm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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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7M-09K캡슐 노외 열 달 특성 시험

그림 3.2.5열매체 1단과 연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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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히터 출력 별 각 단에서의 온도(07M-09K)(760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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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각 단의 높은 온도(highertemperature)비교(760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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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Al열매체를 이용하는 캡슐의 시편 도달 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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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공기 마이크로 히터+ 히터 가열

5시간 유지(500℃ 내구성시험)

(진공도 760torr, 히터 1,242W,마이크로-히터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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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고온 가열 후 캡슐 분해 부품 건 성 조사

그림 3.2.13SectionView ofTestSection1(0.36mm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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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09M-09K캡슐 조립 부품 모습

그림 3.2.1509M-09K캡슐 조사시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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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Gas가 흐르는 이 피복 핵연료 상세 설계 개요도

그림 3.2.17Gas흐름이 없는 이 피복 핵연료

그림 3.2.18열 신호선과 핵연료 endplug의 합을 한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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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이 피복 핵연료 1& 2의 선출력 계산 결과

그림 3.2.20이 피복 핵연료 2개의 설계 시 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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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이 피복 핵연료 의 조사시험 치

그림 3.2.22이 피복 핵연료 의 ANSYS열계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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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이 피복 핵연료 의 용

그림 3.2.24이 피복 핵연료 의 용

그림 3.2.25이 피복 핵연료 의 인장 시험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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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이 피복 핵연료 의 인장 시험 후 시편

그림 3.2.2709F-08K노외시험(단일채 시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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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09F-08K핵연료 계장 캡슐을 이용한 이 피복 핵연료 의

조사 시험 실험공과 장 방향

그림 3.2.2909F-08K이 피복 핵연료 조사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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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Al/Ti재질 이 열매체

그림 3.2.31고온용 carbon-carboncomposite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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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11M-22K캡슐 4단 시편(동국 ,한양 ,경희 ,충남 연합 시편)

그림 3.2.33고온용 계장기기 이징 손 모습

그림 3.2.34 이징 시험용 모컵(좌) 불꽃 온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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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Inductionbrazingheadpart

그림 3.2.36와이어 형식의 용가재 삽입(BAg-1/BAg-3/BA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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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Temperatureofthe11M-16K capsuleatSt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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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11M-22K캡슐의 조사시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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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압력측정용 LVDT설계도면

그림 3.3.2LVDT1차와 2차 코일 자동 권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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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압력측정용 LVDT상세설계 도면

그림 3.3.4MIcable(신호선)과 guidesleeve의 laserwelding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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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MIcable(신호선)과 guidesleeve의 silverbrazing결과

그림 3.3.6Bobbin에 Al2O3plasmacoating을 수행한 모습

그림 3.3.7압력용 LVDT특성 시험 Jig(좌)와 압력용 LVDT를 장착한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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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변형용 LVDT특성 시험 Jig(좌)와 변형용 LVDT를 장착한 모습(우)

그림 3.3.9KAERI에서 제작한 변형용 LVDT의 LinearFitting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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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변형용 LVDT의 온도별(상온～350℃)특성 측정결과

그림 3.3.11변형용 LVDT의 sensitivityof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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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Interim resultoflongdurationtestforelongation

LVDT(249시간)

그림 3.3.13Halden의 LVDT

5.0α} 

long Duration Test of Elongation lVDT 

8α〕 -~-----t-- 上 --I- --I-- ----l---上 --J- --I-- --J 

--껴--1--1--1- -1- -4--1--1--1--1 3.000 

2.0α} 

-

쩔
 

| 

|
「
|
기
 」| 

-
-

쩔
?
 

-
-

웰
 

| 

|
「

| 
-| 

」
|
μ
 

-
-

놓
엉
정
 

-
|
「
|
π
껍
 | 

---

L 

-
-

놓
엿
 

| 
+| 

τ
f
 
| 

-
-

-
향
 

-
-

짧
 

| 

|
「
|기
 」| 

-
-
-

S
횡
 

-
-

‘，쭉
 

| 

|
「

| 

-
|
」

|” 

-
-

S챙P
‘
 

-
|
「
|
π
α
←
 
| 

---

& 

-
-

-￥
연
 

-
|
十
|
τ
@
←
 
| 

-
-
-

)
핑
 

-
-

--%
똥
0
 

-
|
「
|
τ
 4 

| 

-
-
-

S
월
 

-
-

-평
의
 

| 
1

「
|
「l

」J 

f」擬
감
 

빠
 빠
 뼈
 

슨/
)〕그g
〕
그(
〕
 

--카--1--1--1- -1- -4--1--1--1--1 

--뉘- - -+ - - + - -1- - -1- - -+ - - + - - ~ - -1- - ~ 

-2.000 

-3.000 

-4.0α〕

- 5.0α} 

Elaps ed Tim e (d ay) 

el 

P I흩n엠m 

힘빼 1 0'￦틀닮j 

B훌11 

Endph밸 

휩u.p함O밤뼈 t 

F를메밤cc킹r흰 

,VO 

T흩뭘t rig 를llrμ따ur를 

Fu플I líod μIpp를[" ，를1πd plu힐 

p~~화-.uml 흡훤rin탤 

Fuel p홉11훌t를 t홉nn빼훌r) 

TrJ.lIIlg를，t흩11 rodl 뼈lia . 1 ，홉ml"JjJ ) 

힐1 13，며dingl 

Fu흩l liod 10'빼팩흩r 흩T1d1 plug 
렐<Þ1i훌 h.o l혀받「 

F를rr함ic C!탤『흩 

LV(피T 

T를훌t 끼탤 훌trμI강뻐 r를 



- 270 -

그림 3.3.14KAERI의 LVDT시제품

그림 3.3.15Halden과 KAERI의 길이 변형용 LVDT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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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길이 측정용 LVDT설계도

그림 3.3.17Halden과 KAERI의 압력측정용 LVDT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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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압력 측정용 LVDT설계도

그림 3.3.19LVDT코일 권선기 권선된 LVDT보빈

그림 3.3.20압력측정용 LVDT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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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용 된 압력측정용 LVDT

그림 3.3.22조립 길이 측정용 LV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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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조립 압력 측정용 LVDT

그림 3.3.24MIcable의 커넥터 연결



- 275 -

그림 3.3.25Coil의 연결

그림 3.3.26MICable소선과 Coil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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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이 용 에 의한 Coil연결

그림 3.3.28Coil연결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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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LVDT최종 조립

그림 3.3.30LVDT특성 비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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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LVDT노외성능 실험

그림 3.3.32압력측정용 LVDT의 고온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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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LVDT장착 계장 연료 설계

그림 3.3.34온도센서가 장착된 연료 설계

그림 3.3.35LVDT가 장착된 계장 핵연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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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11F-27KLVDT장착 계장캡슐 설계도

그림 3.3.37열수력 시험용 11F-27KLVDT장착 계장 캡슐

그림 3.3.38LVDT노내 성능시험을 한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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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내방사성 LVDT부품  

그림 3.3.40진동실험 측정 결과

그림 3.3.41길이 측정용 LVDT 온도센서가 장착된 조사시험 모의

연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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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제작된 조사시험용 연료

그림 3.3.43스테인 스 와이어 연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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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IP5조사공에서 알루미늄 시편을 사용한 경우의

온도 해석 결과

그림 3.3.45고온용 F/M(좌 NRG/우 하나로)

그림 3.3.46고온용 fluence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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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09M-02K캡슐내 fluencemonitor의 장착 치

(a) (b)

그림 3.3.4809M-02K캡슐 fluencemonitor분석결과 SAND-II 산코드에 의해

처리되어 수정된 성자 스펙트럼(Cstage)

(a) 체 성자 에 지,(b)고속 성자(E>1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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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 이버 이 용 장치 모형도

그림 3.3.50 섬유 송 학헤드,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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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 이버 이 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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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2 학헤드를 이용한 일체형 감시기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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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3핀 용 을 한 용 챔버

그림 3.3.54핀 용 후 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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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5핫셀에서 이 열매체와 시편의 분해

그림 3.3.56핫셀에서 열 의 분리 손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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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7열 (T/C11)가 열 에 장착된 모습과 깊이

(a) (b) (c)

그림 3.4.1핵연료 심온도((a)02F-01K( 심온도),(b)03F-05K( 심온도),(c)

05F-11K(표면온도))

(a) (b) (c)

그림 3.4.2SPND로 측정한 성자속 ((a)02F-01K,(b)03F-05K,(c)05F-1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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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4.3LVDT로 측정한 압력 길이 (a)03F-05K,(b)05F-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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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측정온도와 SPND신호의 상 계

그림 3.4.6핵연료 선출력에 따른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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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측정온도와 계산온도 비교

그림 3.4.8Relocation을 고려한 선출력에 따른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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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측정온도와 Relocation을 고려한 계산온도 비교

그림 3.4.10 계장캡슐 설계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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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계장캡슐 설계변경(안)단면

(a) (b)

그림 3.4.12 산코드 입력자료에 다른 핵연료 내압 핵연료 길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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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SMART1차 09M-02K캡슐의 시편과 조립 후 모습

그림 3.5.209M-02K캡슐 시편의 조사온도 변화

|09M- 02K 캡슐 조사시험| 

-TE; - l fi -lEb -TE~ -"‘ - 11:3 -，ε - TEI 

500 --,“ -T EI ~ - 1E13 -TEI~ 1EII - TEI I - TE9 

(>>

E
)

t”
씨
뻐
{K
mw
 

400 

m 

때
 

Q
n) 

@
」
g
E
@
g
E
@
」F

10。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R 

。

-
-
。” 

@ 
1 ” 
。
-

-
-
。“ 

”
1
ι
n。
j

-
-
。
“

--
“
。
-

-
-
。
“

-
-
”
。
-

-
-
。
”

ω 
p 

s 

0 



- 296 -

10M-01K Stage 4 (0.4T CT)

10M-01K Stage 3 (Tensile)

그림 3.5.3SMART2차 10M-01K캡슐 시편과 배치도

그림 3.5.410M-01K캡슐 시편의 조사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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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11M-03K캡슐의 조사시험 온도

그림 3.5.6VHTR재료 캡슐(10M-15K)1단(좌)/2~4단(우)시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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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OR5공에 장 된 캡슐시편 감마열량

그림 3.5.8조사시험 10M-15K캡슐 내 시편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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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10M-15K캡슐 시편의 치별 고속 성자

조사량 (E>0.1,1.0MeV)

그림 3.5.10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 설계도 부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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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노외시험용)

그림 3.5.12설계변경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plug형)

그림 3.5.13설계변경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3springs)

| ， 톨밟 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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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4압력강하 측정 결과

그림 3.5.15CPF조사장치의 남-북 방향 진동변 측정결과

(a)guidetube형 (6springs),(b)plug형,(c)3spring형

그림 3.5.16CPF조사장치의 동-서 방향 진동변 측정결과

(d)guidetube형 (6springs),(e)plug형,(f)3spring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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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7 러그형 육안 찰 결과 (마모 흔 )

그림 3.5.18Crosssectionalview ofacapsulewith

threeheat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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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9Temperaturedistributionofa

newlydesignedcapsule

그림 3.5.20Finiteelementmodelofacapsule

withthreeheat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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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Temperaturedistributionintheradial

direction

그림 3.5.22Temperaturedependency asafunction

ofheater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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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3히터출력이 모컵의 상..하단부 역에 미치는 온도 향

그림 3.5.24히터출력 혼합가스비가 시편온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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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5히터출력 6kw,100% He조건에서

열특성시험 결과와 ANSYS를 이용한 해석결과의 비교

그림 3.5.26조사시험 온도센서 모니터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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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7원격지 데이터 모니터링시스템

그림 3.5.28 이버 이 를 이용한 단마개 용 비드 단마개 용 단면

그림 3.5.29SFR조사시험용 속연료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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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0SFR조사시험 속연료심

그림 3.5.31 단마개 핀홀 용 사진(×20)

그림 3.5.32SFR핵연료 내압측정 연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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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XRDresultsforsamplesW5,W6andW7withvariousheat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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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Superconducting transitiontemperatureandcriticalcurrentdensity

beforeandafterneutron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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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TransportTcbyR-TcurvesfortheMgB2preparedwith

varioustreatmentconditionsoftheB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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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MagneticfielddependenceofJcat5Kand20KforMgB2prepared

usingvarioustreatmentconditionsforB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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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600℃에서 열처리 유지 시간에 따른 무게와 부피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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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0900℃에서 열처리 유지 시간에 따른 무게와 부피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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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1600℃와 900℃에서 열처리 유지 시간에 따른 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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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3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따른 임계 류 도(Jc)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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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자스핀공명 분 기 개요도

그림 3.7.2 성자조사 후 SiC의 자스핀 공명 스펙트럼 (07M-oo은

시료번호를,우측 수치는 성자 조사량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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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SiC격자결함의 ESR스펙트럼 미세구조

그림 3.7.4 성자조사량과 격자결함농도와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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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 성자 조사 후 알라닌 소재의 ESR스펙트럼 

그림 3.7.6 성자 조사 (조사량 ～ 1017n/cm2)에 의해 속산화물

결정내부에 생성된 격자결함의 자스핀공명 스펙트럼.

(a)SrTiO3,(b)MgO,(c)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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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ZnO박막박결정에 생성된 격자결함의 ESR스펙트럼

B∥(001)plane

그림 3.7.8ZnO박막결정에 생성된 격자결함의 ESR스펙트럼 B⊥(001)

plane



- 320 -

0 10 20 30 40

-1.8

-1.6

-1.4

-1.2

-1.0

-0.8

-0.6

-0.4

-0.2

0.0

35.5 36.0 36.5

-0.2

-0.1

0.0

ZFC

T
c
=36.5K

M
a
g

n
e
tiz

a
ti
o

n
 (

e
m

u
/c

m
3
)

Temperature(K)

FCH = 10 Oe

  

 

 

그림 3.8.1외부자기장이 10Oe걸려져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MgB2시료의 ZFC FC자기 모멘트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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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MgB2시료의 Hirr곡선 (외부자기장이 걸려져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ZFC FC곡선에서 두 곡선이 일치하는 온도를 Tirr로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Hirr(T)곡선을 얻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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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MgB2시료의 열용량의 온도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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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8.4a)Carbon이 도핑된 MgB2시료의 ZFC곡선 b)임계 류의

자기장의존성 (a)에서 자기모멘트 값이 0이 되는 온도는 36.7K이며,이 온도가 이

시료의 임계온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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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8.5a)89.55K에서 bias 류를 1mA흘려주면서 측정한 결과

b)88.5K에서 bias 류를 1mA흘려주면서 측정한 결과

(a)는 임계온도 분포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b)는 임계 류 분포에 한 정보를 제공함)

a)                                                              b)

그림 3.8.6a)300K에서 측정한 고리형태의 YBCO박막의 Seebeck계수 분포

b) 도 상태인 89.0K에서 측정한 동일한 시료의 임계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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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MgB2_08M-12K-5(doped)시료의 자기이력곡선

임계 류 도의 자기장 의존성.

(a)7.16×1017n/cm2의 성자를 조사한 후 측정한 자기이력곡선,(b) 성자가

조사되기 의 동일한 시료를 측정한 결과 얻은 임계 류 도의 자기장의존성

그림 3.8.8Superpower사 YBa2Cu3O7-δ 테이 의 불균질성 연구 결과

(88.6K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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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a)1번 직선과 (b)2번 직선을 따라 Lock-In신호의 최 치가

되는 온도인 임계온도의 분포

그림 3.8.10그림 3.6.12의 직선 1에서 가 최 인 지 과 직선

2에서 가 최소인 지 의 임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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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1(a)SiNx(b)SiO2게이트 연막을 사용한 소자의 transfer

curve

그림 3.8.12(a)SiNx(b)SiO2소자의 상온에서 PBTS특성곡선

그림 3.8.13(a)SiNx(b)SiO2소자의 60℃에서 NBTS특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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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4Green빛 인가에 따른 (a)A,(b)B소자의 NBS특성 비교

그림 3.8.15A소자의 NBS조건에서 O2분자 흡/탈착에

한 밴드다이어그램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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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6ITO박막의 AFM 이미지

그림 3.8.17ITO증착 시간 별 XRR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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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8XRR과 ellipsometry를 이용한 박막의 두께

그림 3.8.19ZTO ZTO/ITO박막 트랜지스터 트랜스퍼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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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0NBS조건 하에서의 (a)ZTO,(b)ZTO/ITO(3.5nm)의 특성곡선 변화

그림 3.8.21PBS조건 하에서의 (a)ZTO,(b)ZTO/ITO(3.5nm)의 특성곡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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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2시간 변화에 따른 문턱 압의 변화

그림 3.8.23(a)ZTO 박막의 AFM 이미지,(b)Zn0.54Sn0.42Zr0.04O 박막의 AFM 이

미지,(c)X-선 회 패턴,(d)두 종류의 박막에 한 X-ray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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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4(a)ZTOTFT와 (b)Zn0.54Sn0.42Zr0.04OTFT의 NBIS인가에 따른 IV 특

성 변화.(c)Zr의 함량에 따른 항의 변화.(d)NBIS인가시간에 따른 문턱

압 변화율 비교

그림 3.8.25세가지 조성을 갖는 ZTZO박막의 XPSO1s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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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중습 로인한녹발생 위절단해체된캡슐보

그림 3.9.1 단 해체된 성자 조 용 모컵 캡슐(05M-06K)의 보호 하부

부식된 인출선

임시고정된

07M-13N 캡슐

임시고정된

07M-13N 캡슐

그림 3.9.2장주기 시험을 해 개선된 캡슐 안내 임시보 모습

계장선 연결부인 안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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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3VCRmetalgasketfacesealfittings방식을 용한

시험핵연료 endplug설계도면

그림 3.9.4시험 핵연료 helium leaktester와 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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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S 3 0 4       A l  1 0 5 0        S T S 3 0 4 

캡 슐 E n d P l u g  에 조 립 된 압 접 관

그림 3.9.5국산화 개발된 Al-STS304-Al압

그림 3.9.6설계 개선(고순도 재질)된 하나로 조사시험용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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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7재료 내 성자 조사에 의한 손상

그림 3.9.8연구로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 기본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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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각 단별 시편 배치

그림 3.9.103D로 평가한 인장시편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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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1캡슐 조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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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상 계 물질의 스핀구조 동역학연구,단결정 회 을 이용한 수소결합 구조 연구

성자산란용 결정시료 제조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고 성자 삼축 분 장치를 구축

하 다.정량 성자래디오그라피 기술을 개발하여 수소연료 지 성능향상에 기여하

고,실리콘 격자를 이용한 미분 페이즈 상기술을 개발하 다.고 정 방사화 분석을

한 콤 턴 억제 감마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 평가를 하여 지질,생물표 시료

와 실제시료의 분석에 용하여 지발/즉발감마선 방사화 분석 DB를 구축 통합 분석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한 지발 성자 계측 방사화 분석기술도 개발,확립하여 융합

비 괴 방사화 분석시스템을 확립하고 산업 시료들에 한 다양한 응용연구를 수행하

다.하나로 노심 외곽 조사공을 이용하는 조사기술,고온조건 조사기술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용 조사시험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을 개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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