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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transport/ handlin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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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plan 

3. Oper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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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Conceptual Design of the HANARO Cold Neutron Source Facilit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purpose of the cold source is to increase the available neutron flux delivered to the 

instruments at wavelength 4 ~ 12 . The major engineering targets of this CNS(cold neutron 

source)facility are established in order for high flux of cold neutron flux to be delivered to the 

instruments via a consideration with the proper selection of moderator, the suitable circulation 

loop, the controllable heat load, the simplicity of the maintenance of the facility, the safety 

operation of the facility against a hydrogen explosion and the layout of a minimum physical 

interference with the present facilities.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The cold source project has been divided into 5 phases: (1) pre-conceptual (2) conceptual 

design (3) testing, (4) detailed design and procurement (5) installation and operation. Although 

there is sometimes an overlap between the phases, in general, they are sequential. The pre-

conceptual design and concept design of HANARO CNS(Cold Neutron Source) has been 

jointly  performed on elaborations of PNPI Russia and KAERI and reviewed by Technicatome, 

Air Liquid and Cilas France. In the design of a cold neutron sour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d moderators have been studied to obtain the maximum gain of cold neutron, and, the 

analysis for radiation heat, design of the hydrogen system, vacuum system and helium system 

have been performed. In this report, the results has been decscribed in a comparision with 

ORNL/TM-13136. The possibility for the materialization of the concept in the proposed 

conceptual design has been reviewed in view of securing safety and installation at HANARO. 

Above all, the thermosyphon system to remove heat from the moderator cell and loop by the 

circulation of sub-cooled liquid hydrogen has been selected so that the whole device could be 

installed in the reactor pool with a reduced volume. Hydrogen safety has been considered to 

preclude the formation of hydrogen-oxygen mixture and to prohibit a hydrogen-oxygen reaction. 

Finally, the layout of the facility, the maintenance of system and the quality assurance program 

of all the systems and a localization strategy are included in this report. 

IV. Results 
1.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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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s requirements. 

The purpose of the cold source is to increase the wavelength of neutron from the less of 2 

to 4 ~ 12 with the maximum available neutron flux and to deliver the increased wave length 

of neutron to the instruments at wavelength The gain factor on brightness for these wavelength 

should be comparable to the existing a similar cold source.  

- Regulatory compliance requirements 

The installation of the cold source cryostat sytem shall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which was prepared to the requirements. The modification of technical safety 

requirements needed to support the operation of the cold source shall be approved and issued 

prior to installation. The requiremen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shall be completed prior to 

the detailed design of the cold source. The existing SAR and PRA of HANARO shall be revised 

and uptated to reflect an inclusion of the cold source following the installation of the cold 

source. 

- Safety requirements 

 The cold neutron source facility shall be designed such that there is a low probability of 

accident occurrence and the handling of hydrogen shall be followed the guidance of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The vessel and piping that comprise 

the primary hydrogen barrier shall be designed to fabricate according to the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III. Code Case N-519-Use of 6061-T6, 6061-T651, ASME B31.3, 

Chemical and Petroleum Plant Piping. The vacuum tube shall be designed to withstand the 

external pressure. During the hydro-test, special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vacuum tube. The consequence of events that involve beam tube failure shall be analyzed 

and shown to be less than the SAR acceptance criteria. For the limiting events, which include a 

low probability sequence in the frequency range of 410− - 610− /year, the sequence must be 
lower than the 10 CFR 100 off-site dose limit. For beam tube failure initiated events, the 

proposed modifications to the beam tube failture which is defined in ORNL/TM-5711/R2 

TS3.8.3(b)(2), a limit leakage rates of the consequence of SBLOCA(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is of no more than 100 gpm at 690 psig. 

- Operation requirements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of the configuration control of the plant design 

modification shall be provided for design. The procedure “Procurement of items and services” 

shall be issued for the procurement requirement and fabrication requirements. Radiological 

conditions in the beam room and experiment room shall be maintained at a current level. The 

cold source shall be designed to minimize the administrative reactor shutdowns to protect th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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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source equipment. The design of cold source control and automated safety systems shall be 

such as to eliminate the need for a dedicated cold source staffs during off-shifts.  

- Maintenance Requirements 

Installation of all ex-core cold source components shall be administered through the 

procedure “Preparing and Processing a Maintenance work package”. A break down of the 

maintenance procedures shall be developed, approved and issued prior to initial reactor 

operation with the cold source cryostat installed. A preventive/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program for cold source equipment shall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prior to initial 

operation. 

2. Design Philosophy 

The cold source shall be designed assuming reactor operation at 30 MW 

In consideration of the thermosyphon, a vertical hole has been installed in HANARO.  

The thermosyphon is even safer than the supercritical hydrogen system due to the simplicity 

of sealing and non-existence of a flammable source of circulator power 

The precision measurement of the vertical hole installed is based on KAERI-TR-1261-99 

 “ Measurement of the shape by an ultrasonic wave and the surface inspection of a cold 

neutron source vertical hole”  

The precision measurement of the heat load is based on KAERI/TR-1267/99.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calibration method for reliability. 

Liquid hydrogen is the most appropriate moderator for the reach out gain factor. 

In preparation of the conceptual design, the monophasic moderator is recommended by 

PNPI. At this pressure condition, the temperature gap between boiling point 13.9K and 

solidification point 18.9K is very narrow and will require very precise temperature 

monitoring. Therefore, the two phase is suggested by Air Liquid during the review. The 

results of the thermosyphon test using Freon-113 for stability shall be referenced for a 

moderator.  

The integrity test of the structure against a hydrogen explosion should be carried out by 

measureing the velocity, pressure, stress, strain, displacement and flaw detection caused 

by the explosion for a detailed design. 

The results of every phase shall be fully transferred to the consecutive phase and be kept as 

records via the RAM(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program and Risk program. 

V. Utiliz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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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3, the provision of a cold neutron source project plan is expected to be resumed. 

These results of conceptual design shall be reflected on the analysis and the plan which are as 

below. 

1. Accident analysis 

Accident analysis will be carried on the basis of JRR3 and ORPHEE type. Accident 

analysis is categorized as follows. 

Loss of adequate ability to remove heat from the moderator vessel walls 

Loss of liquid hydrogen flow 

Loss of helium refrigeration 

Loss of vacuum 

Loss of tertiary containment 

Hydrogen leaks/ transfer line breaks 

These following 3 items are requested to analyse for the safety 

Loss of off site power control system failure, and gas transport/ handling event 

Heat removal from the thimble under steady state conditions 

Stress analysis of thimble components 

Analysis of liquid hydrogen vaporization and flow into the expansion vessel and the heat 

transfer analysis of the gas/liquid interface vessel 

2.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plan 

3. Operation plan 

4. Procurement plan 

5. Quality assurance plan 

6. R&D testing and evaluation plan 

7. Start-up testing plan 

8.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9. Reliability/availability/ maintainability (RAM)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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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Risks assess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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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KAERI  PNPI  3

.

•

• ( , phase)  

• Ortho-para hydrogen (D2)

1.

 3 .

• (H2 )

• (D2)

• Ortho-para hydrogen (D2)

 2-1 .

.  D2  D2-

H2 ,

.  D2  D2-H2

, , ,

 g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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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H2 D2 D2-H2 

Small Bigger Bigger 

Gain Good for 8 Å  Good good up to 8 Å 

simple : 

 possibility to re- 

lease in atmos-phere 

like Orphee 

Complicated due to 

necessity for D2

storage 

Complicated due to 

D2-H2 separation and 

D2 storage 

Higher risk due to 

moderator volume 

higher risk due to 

moderator volume 

 Important due to D2 important due to D2

Expensive due to D2

cost

Expensive due to D2

cost

2. Ortho-para-H2

. ,  ORPHEE 

 ortho-para-H2 .

,  ortho  para H2

, .

, ,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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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Liquide 

,  (driving force)  1~2 

mbar ,  5 K

,

.

, 5 K  full-scale 

mock-up .

4.

 157 mm 

.  3  2-1(I,

) . 1  H2-D2 ,

. 2 3  H2

,  gain  3.5 cm  “ ” .

,

 2 . 2

. 3

.   H2 · ,

.

,

,

 bu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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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 –pile assembly) 

.

compact 

.

.

 2-1 γ

 gun . ,

.

 3-2 ORPHEE  JRR-3M

.

.

,

,  mock-up 

.

6.

 (in-pile section)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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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KAERI/TS-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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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4

. ,

.

.

/ ,

. /

. ,

.

. Shelter -

, .

8.

.

,

. ,

.

.

 In-pil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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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nfinement 

confinement .

9.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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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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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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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KAERI  PNPI

,  gain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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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echnicatome 

 Technicatome  ORPHEE 

, out-pile ,

, .

1.

γ

,

, .

      •  3~5 mm 

 (3~5 % )

, .

      • 

, .

, γ

.

γ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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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pile 

. / ,

. /

.

 - ?

 - ?

 - ?

 - ?

 - ?

 - ?

3.

 (two phase) (one phase)

 gain . ,

 (two phase) 

,  gain

.  gain

.  (two phas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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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tho-para 

.

4.

.

.

        •  (irradiation)

, .

        • 

30 % .

 0.5 mm ,

 0.65 mm

.

        • ,

.

, .

,

.

, , ,

. (electron beam 

welding) ,

.



50

          •  2 ~ 3 .

        • 

.

.

.

        • , ,

.

.

        • ,

.

        •  3

.

5.

.

        • γ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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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gun” .

.

. ,

.

7.

, ,

.

.

.

 Orphee ,

.

 200 pcm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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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Air Liquid

 Air Liquid

.

1.

 in-pile  out-pile .

. In-pile  (  2-1 )

1)

,  16 cm ,

 157 mm (  500 mm). 

.

2)

159 mm,  0.5 mm

,

.

3)

2  150 m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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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1.5 m ,  260 mm,  4 mm,  3.0 m

. · , ·

. , , , /

.

 Zr + 2.5% Nb

, - .

,

.

4)

 134 mm,  0.5 mm,  170 mm .

-

 3 .

1.3 m  2  (  30 mm,  0.2 mm)

. ,

d = (150 - 134)/2 = 8 mm .

 1,105 W~1,205 W .

.

2.5 m

 2 m .

5)

/ .  100 mm, 

 1.2 m .  50 g/s, 

 36 g/s  62.4 g/s  1,500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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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ile  : .

1)

.  3.2 m3

 3.5 bar .

2)

 15 K  1,500 W 

.  1.5 bar, 

1.3 bar ,  15 K,  20 K .

 56 g/s  320 kW (4 80),  1.5 bar, 

 15 bar .

     3) 

, , , .

     4) 

 1

 1 .

2.

.

 1) 

 1.3 bar

.  2 ( )

. .

2-2 .

. 1.3 bar ( ∆T )  7.4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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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K .

 70 %  5 K  4 K .

 2-2 .  2-2  36 g/s 

 1 mbar , 62.4 g/s 

2 mbar .

.

,

.

.

 2-2  

:H2 1.0 0.0 0.2 

: D2 0.0 1.0 0.8 

2.016 g 4.028 g 3.626 g 

1.3 bar 1.3 bar 1.3 bar 

21.15 K 24.54 K 23.86 K 

 69.78 g/  160.44 g/  142.31 g/

0.07 bar 0.171 bar 0.151 bar 

13.8 K 18.71 K 17.53 K 

16 K 20 K 19 K 

 75.22 g/  172.1 g/  152.73 g/

21 K 24 K 23 K 

 69.96 g/  161.98 g/  143.58 g/

·g 51.54 si 99.34 si 89.78 si 

H 2 m 2 m 2 m 

·g·h 1.031 mbar 1.987 mbar 1.796 m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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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3 J/g·K 6.780 J/g·K 7.129 J/g·K 

36 g/s 62.4 g/s 57.12 g/s 

1500 W 1500 W 1500 W 

T 4.89 K 3.55 K 3.68 K 

DT 

T 5 K 4 K 4 K 

2)   ·

 T1  T2 .

,

.

     3)  ,

, .

     4) Ortho-para 

 ortho-para .

. ,

.

ortho-para .  ortho 50%, para 50%

.

5)

,  mole fraction x /

( )[ ] ( )[ ]= + − + −ρ ρ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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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ρ  :  

q1, q2 :

( )[ ]= + −ρ 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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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 

 P  10-5 mbar

. Air-Liquide  10-5

mbar  cryopump .

     8) 

 35 bar ,

, .

.

     1) ,  15/1.5 =10

3 ~ 5 .

     2) ,

.

, .

     3)  15~16 K  1,500 W  200 kW 

.

3.

.

, ,

.  AG3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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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8 mm ,

.

 2

,

.

.

 156 mm  156 mm .

 157 mm,  157 mm .

, ,

, .

. /

In-pile .

.

Cryopump .

.

     1) , ,

.

     2) , .

     3) .

.

 in-pile ,

 handl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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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ortho-para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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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In-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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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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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ILAS

1.

 30

, .

,

.

.

,

.

.

,  (1~3 Å)

.

- ,  (divergence), flux ,

- .

.

•

• γ

•  2~3  2Qc,  3Qc supermirror 

•

 multislit b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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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der .

 multilayer , bender

.

. supermirror . Supermirror 

 gain  2~5 ,  multislit bender

 gain . Supermirror

,

.

2.

  CN  CN ,

,

 supermirror  mulltislit bender

.  2 .

• /  KAERI

.

/ ,

 ILL  high 

flux .

,

. /

, .

.

•  2

.



65

 2  (1NG, 2NG) ,  a = 20 mm

. , supermirror 

 Q/I > 1.7 10-3 rad / Å  (R < 

1) .

.

.

,

.

.

.

.

.

.

.

.

.  1

.  CN ,

 3 .

.

 multislit bender . Multislit bender

2 ,

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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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5 ,

.  1

.  bender  Ic

.  1NG  bender

.  CoFe/TiZr multislit  (L = 900 )

.

,

.  1/2

.

.  4NG  Ic = 6 Å

.  LLB ,  I < 2 Å

, 3  bender

.  bender ,

, , supermirror . Multislit bender

, , ,  Monte-

Carlo .  NG2 , ,

.

.

 iron

, .

.  supermirror 

. ,  flux  supermirr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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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N  4 ,  2-3

. NG1~NG4 

, 2.5 3.8 .

2-3  

NG1~NG4

 35 ~ 50

 125 ~ 150

SM Ni/Ti 

1.4 m , CN 

.

 float glass ,

.

, .

 10-3 mbar .

.

 2 Å  (

a=50  2000 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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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0-1  mbar .

.

 2-6

.  iron/polyehylene/B4C .

 multislit bender

 (deviator) .

.

,

,

.

.

 (divergence)

.

. SANS

58Ni

. 2Qc supermirror 

, 2Qc  3Q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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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lectometer, neutrongraphy, back 

scatte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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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절 수소계통

수소 계통은 그림 3-1 과 같이 감속재 용기, 열 교환기, 연결 배관으로 구성되는

열 사이펀 루프와 진공압력용기, 수소완충탱크, 진공펌프 및 헬륨 냉각계통을 포함

한다. 감속재용기는 중성자 감속에 필요한 액체 수소를 저장한다. 감속재 용기와 감

속재에서 발생되는 방사열은 감속재용기와 열 교환기 사이에서 감속재가 자연 순환

하는 열 사이펀에 의해 제거된다. 발생된 열은 열 교환기에서 헬륨냉동기로부터 공

급되는 극저온 헬륨에 의해 냉각된다. 열 사이펀 루프에서의 액체 순환은 그림 3-5

에서와 같이 3 곳에서의 온도에 의해 조절된다.  T1 과 T2 에서의 온도차에 의해 순

환이 발생되며 T3 온도는 열사이펀의 충전상태를 체크한다. 1.3 bar 에서 단상이나

이상(diphasic) 액체 열사이펀이 순환이 된다.

열사이펀은 원자로의 반사체 탱크 내에서 놓여 있으며 튜브로 수소 완충탱크와 연

결된다. 수소완충탱크는 대기 온도에서 열사이펀에 공급되는 기체상태의 감속재를

저장하며 수조 밖에 위치한다. 수소계통의 온도가 상승하면 대부부의 감속재는 기

체상태가 되어 수소완충탱크로 돌아오게 된다. 수소 완충탱크는 수소박스와 배관으

로 연결되어 있다. 수소박스에서는 수소완충탱크와 in pile 부위를 연결하는 차단

밸브 V1 이 있다. 수소 계통의 보수 점검을 위해서 수소 박스 안에는 2 개의 배관이

연결되어있다. 그 연결배관에는 P1, P2, PV1, PV2 밸브와 압력게이지, 진공게이지가

설치되어 있다. P1, PV1은 in pile 수소계통의 압력을 조절하고 P2, PV2는 수소완충탱

크의 압력을 조절한다. 밸브 V1 이 감속재가 증발 중에 오작동으로 잠기게 되는 경

우 열사이펀 내의 압력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rupture disk RD1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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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수소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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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수소저장 부분은 누출로 인한 수소-공기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헬륨

블랭킷으로 둘러싸여 있다. 압력은 대기압보다 높은 1.2 bar 정도로 한다. 블랭킷에

과도한 압력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rupture disk RD3 가 설치되어 있다.

수소 완충탱크 블랭킷은 밸브 V8 을 통해서 채워진다. 수소 박스와 연결된 블랭킷

은 밸브 V7 을 통해서 채워지고 압력은 P7 과 P8 게이지에 의해서 조절된다. 수소

충전 계통은 원자로 밖에 위치한다. 이 빌딩은 적절한 안전요건을 갖추어 안전하게

수소를 공급토록 하고 이곳에 설치된 수소 장비들은 헬륨가스로 블랭킷하지 않는다.

이 계통의 장치는 수소의 충전과 배출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수소완충탱크 및 열사

이펀 수소관리에 이용된다. 정상운전 중에는 밸브 14 를 사용하여 충전계통과 원자

로 홀을 차단한다. 진공펌프는 운전 준비단계에서 수소계통으로부터 수소계통으로

부터 잔류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진공게이지는 PV1,PV2,PV3 는 진공상태

의 조절에 사용된다. 진공펌프에는 계통의 분리를 위한 용도인 밸브가 있다. 모든

잔류가스는 진공펌프에 의해서 계통으로부터 대기 방출 관을 통해 제거된다. V15 

밸브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가스를 제거 할 때 사용되며 대기 방출 관으로

수소가스를 방출한다. 충전계통에는 질소실린더, 헬륨실린더, 중수소와 수소 실린더

들이 포함되어 있다. 압력 조절기가 정착된 실린더에서 질소를 배출하여 수소 purge 

에 배출된 질소를 혼합한다. purge 시에 질소를 사용하는 것은 수소 공기의 화학적

혼합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밸브를 통해 질소가 충분하게 수소와 혼합되

어 purge 되도록 하며 헬륨실린더에는 블랭킷 충전에 사용되는 가스가 저장되어 있

다. 수소를 통해 수소완충탱크에 채워진다. 가스분석기로 감속재 내에 있는 산소나

질소 등의 불순물량을 분석하며 ortho-para 성분함량도 측정하여 조절토록 한다. 계

통에 수소를 충전하기 전에 밸브을 사용하여 실린더에서의 성분과 불순물을 조절하

며 계통에 감속재를 충전한 후에는 감속재 성분의 제어가 가능토록 한다.

감속재를 열사이펀 계통과 수소 완충탱크로 부터 방출시켜야 할 경우가 있는데 감

속재로 수소가 사용될 경우 대기로 방출한 후 다시 충전을 한다. 중수소-수소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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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경우 감속재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따라서 감속재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금속 수화물에 흡착시켜 저장하였다가 다시

계통 내에 충전코자 할 경우 에는 가열하면 된다. 계통 내에 재충전하기 전에는 감

속재의 정화공정이 필요치 않다. 금속 수화물저장기는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

고 밸브 V18의 배관에 의해서 다른 계통과 연결된다.

제 2 절 감속재 용기

수소가 충전되는 감속재용기의 재질은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적어야 하고 극저온에

서 기계적 특성 즉 용접성 및 가공성이 우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한다. 감속재용기로 몇가지 안을 고려하였는데, 제1안에서는 용기의 구조를

단순하게 하였고 하부를 2개의 반구형 구조로 하였으며 실린더 부분은 134 mm의

직경에 두께는 0.5 mm, 실린더의 높이는 170 mm이다. 2개의 공급배관이 상부로부터

용기로 삽입되고, 수소공급관의 직경은 30 mm, 배관두께는 0.2 mm이다. 공급배관의

끝단으로부터 용기의 바닥까지는 35 mm이다. 그리고 공급관, 용기의 실린더 부분,

반구형의 상부 및 하부구조 등은 전자빔으로 용접한다.

정상운전 상태에서 감속재용기 내의 운전압력과 온도는 일정하며 용기내의 평균

온도는 19 K, 운전압력은 0.15 MPa이다. 용기 재료와 감속재에서의 열 발생은 제 3

장의 gain factor 및 heat load 계산보고서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감속재용기의 부피

는 대략 3ℓ이고, 무게는 800 g이다. 열 제거에 관해서는 열 제거 계산보고서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구성계통 주변의 방사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열은 전체열량의

10% 미만으로서 개념설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PNPI가 제안한 감속재로 단상 수

소를 사용하여 하는 감속재용기의 두개의 다른 형상은 그림 2-1와 같다. (제2안 및

제3안). 수소 감속재의 최적의 두께는 ortho 50%와 para 50%의 수소에서 3~4 cm이다.

제2안의 감속재용기에서는 2개의 이중 축으로 실린더를 구성한다. 큰 실린더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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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134 mm이고 벽 두께가 0.5 mm이다. 실린더는 반구형의 바닥에 용접 되어있다.

직경이 63 mm이고 벽 두께가 0.5 mm인 내부 실린더는 하부가 반구형 바닥으로 되

어 있다. 수소는 실린더 사이의 틈새에 충전되어 있다. 실린더 벽에 170×70 mm의

윈도우를 만들어 냉중성자가 이곳을 통과한다. 냉중성자를 감속하는 감속재로 이상

액체수소를 사용하는 JRR-3 및 ORPHEE  감속재 용기는 그림 3-2 와 같다. 실린더

의 상단은 평평한 플랜지로 하여 2개의 수소 공급관과 연결한다. 수소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내부 실린더의 하부에서부터 상부 플랜지까지 두 부분이 칸막이로 나

누어져 있다. 감속재용기의 두께는 수평 중성자 빔과 수직 중성자 빔이 동일하게

되는 최적의 수소 두께로써 결정된다. 감속재용기에서의 열 부하는 표 3-1과 같다.

표 3-1  1.9ℓ 및 2.1ℓ 체적의 감속재용기에서의 전체 열부하

항            목
제2 안

V=1.9ℓ

제3 안V=2.1

ℓ

감속재용기               854 g×0.48 

W/g

                         983 g×0.48 

W/g

410 W 

472 W 

공급관                   430 g×0.48 

W/g
206 W 206 W 

감속재용기에 액체 수소

1900 cm3×1.95 W/g×0.07 g/cm3

2100 cm3×1.95 W/g×0.07 g/cm3

259 W 

287 W 

공급관에 액체 수소

990 cm3×1.95 W/g×0.07 g/cm3
135 W 135 W 

전체 열부하 1010 W 101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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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열사이펀

열사이펀식은 그림 3-3 처럼 구조가 간단하지만 감속재용기 내에서 비등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감속능력이 감속재용기 각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하나로에서는

그림 3-2  JRR-3  감속재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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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직의 열사이펀식을 고려해서 반사체 탱크에 수직공을 설

치해 놓았고 안전성에 있어서도 수소와 공기의 혼합에 의한 폭발 위험성이 적으며,

강제순환 방식에 비해 sealing 방법이 단순하고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잇점 때문에 자연순환 열사이펀 방식이 채택되었다. 열사이펀 루프개념의 형상을

그림 3-3 에 나타냈다.. 이 방법에서는 감속재가 비등점과 빙점 사이의 온도에서 액

체상태로 유지되며, 발생되는 열은 상부에 설치되는 열교환기 내에서 극저온 헬륨

에 의해서 제거된다. 열교환기는 중성자 조사구역 밖에 위치하도록 한다. 액체 감속

재는 밀도차와 중력에 의해 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 사이의 루프에서 자연순환된다.

열사이펀 루프는 전체가 진공압력용기 안에 위치한다. 열사이펀 루프는 순환 능력

이 우수하고 자체의 조절기능을 가진다. 열 부하가 커지면 루프의 찬 부분과 뜨거

운 부분에서의 감속재 온도차가 커져 구동력이 커지는데, 이를 자체 조절기능 (self-

regulation)이라고 한다. 하나로 냉중성자원 열사이펀은 열교환기, 감속재용기, 2 개의

단열튜브로 이루지며 이 튜브는 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를 연결한다.

액체 감속재 순환 열사이펀은 하나로 냉중성자원의 열 제거에 적절하고, 열사이

펀 루프와 열교환기가 compact하게 설계 되어 다른 장치에 간섭되지 않고 원자로

수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열교환기는 열사이펀의 상부에 위치한다. 열사이펀 루프

의 높이는 2.5 m 이고 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 사이는 내관 외관 2개의 튜브로 이루

어졌으며 튜브의 직경은 각각 15 mm, 30 mm 이다. 이중관식 열사이펀의 경우는

annuls 단면적에 대한 내경의 단면적의 비가 RIST 에서는 제안한 0.2-0.3 일때 열전

송량이 최대로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액체 감속재는 감속재용기를 통과하여

가열된 후 열교환기로 되돌아 간다. 방사열은 열교환기에서 극저온 헬륨에 의해서

제거된다. 감속재용기에서의 평균 감속재 온도는 감속재의 성분에 따라 다르다. 열

사이펀 루프는 극저온 헬륨의 유속이 50 g/s일 때 1,500 W의 용량을 가진다. 열사이

펀 루프는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들고, 감속재용기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다. 열사이

펀 루프에 대한 설계치와 열유체 특성은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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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액체 열사이펀 루프

극저온

헬륨 공급감속재 공급

열사이펀 루프 열교환기

감속재용기

진공압력용기

헬륨 블랭킷



81

표 3-2  열사이펀의 설계치

항       목 설계치

루프 높이 2.5 m 

루프 튜브의 지름 30 mm 

열교환기 높이 1.2 m 

열교환기 지름 100 mm 

극저온 헬륨 질량유속 50 g/s 

최대 열부하 1500 W 

제 4 절 수소완충탱크

수소완충탱크는 이중벽으로 되어 그 사이에 헬륨이 채워진 용기이며 재질은 스텐

레스강으로 되어 있다. 완충탱크는 열사이펀에 공급되는 가스상태의 감속재를 유지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액화되는 과정에서 감속재는 수소완충탱크에서 열사이펀으

로 들어 가고, 기화되는 과정에서 가스상태의 감속재가 열사이펀에서 수소완충탱크

로 빠져 나온다. 수소완충탱크의 부피는 열사이펀에서의 액체 감속재 양에 따라 결

정되는데, 냉중성자원 운전 중에 열사이펀에서의 액체 감속재의 양은 8ℓ이고, 체적

은 상온·상압에서 약 6.9 m
3
이다. 액화 후의 감속재의 압력은  0.13 MPa 으로 대기

압보다 높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을 위하여 대기압보다 약간 더 높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수소 누설이

발생될 때 수소계통으로의 공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감속재의 비등온도를 높여 열사이펀의 운전범위를 넓혀 주기 위함이다. 0.13 

MPa의 압력에서 수소의 비등점은 21.1 K, 중수소의 비등점은 24.5 K이다.

셋째, 수소완충탱크 벽 사이의 가스 누설을 감지하는 것인데, 헬륨의 압력은 0.12 

MPa이다. 이 압력은 대기압 보다는 높고 감속재 압력보다는 낮다. 따라서 이 헬

륨의 압력변화로 감속재의 누설이 감지된다. 압력이 증가하면 내벽에서 누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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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압력이 떨어지면 외벽에서 누설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용기에서의 기밀상

태를 감지하기가 쉬워지는데, 이 기능은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열사이펀을 액체로 채우기 위해 수소완충탱크는 상온 상압에서 6.9 m3의 부피를

가져야 한다. 감속재용기의 운전 압력은 3.5 MPa이다. 이것은 액화 전의 감속재 가

스의 최대 압력이다. 가스 감속재를 위한 충분한 완충체적은 3.2 m3 이다. 액화 후에

시스템에서 0.13 MPa의 압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4.2 m3의 감속재를 충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충탱크에서의 초기 압력은 Ptank = (6.9 + 4.2)/3.2  3.5 atm = 

0.35 MPa 이 될 것이다. 최소 완충체적은 3.2 m3이며, 완충탱크에서의 가스의 온도는

대기온도와 같다. 완충탱크의 운전변수는 표 3-3과 같다.

표 3-3  수소 완충탱크의 운전변수

상 태
완충탱크에서

압력

완충탱크에서

가스체적

이중벽사이에서

헬륨압력

액화 전 0.35 Mpa 11.2 m3 0.12 Mpa 

액화 후 0.13 Mpa 4.3 m3 0.12 Mpa 

제 5 절 헬륨계통

여기서는 프랑스의 “Air Liquid"사에 의해 작성된 극저온 장비에 대한 자료가 사용

되었다. 헬륨냉동기는 헬륨가스가 압축되고 계속해서 터보팽창기를 통해서 냉각되

는 수정된 Claude cycle을 이용하였다. 하나로 냉중성자원의 헬륨공정도는 그림 3-4

에 있다. 열사이펀과 수소 액화에 필요한 극저온 헬륨은 20 K에서 1,500 W의 용량

을 가진 극저온 냉동기에 의해 공급된다. 30 MW의 원자로 출력에서 핵발열량과 감

속재용기에서의 단열손실을 고려한 열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 1,000 W의 냉동용량

이 소요되며, 추가로 길이 1 m당 1 W에 해당되는 냉동배관에서의 단연손실을 냉동

용량에 고려해야 한다. 냉중성자원 장치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헬륨 온도는 14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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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5 K사이의 범위 내에서 조절될 수 있다. 이 온도는 열사이펀의 열교환기에서

수소의 결빙과 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범위로써 최적의 운전이다. 헬륨가스는 4기

의 스크류형 압축기에서 약 15 bar로 압축되며, 압축 열은 aftercooler에 의해 제거된

다. 잔류 오일이나 불순물들을 오일제거장치에서 전부 제거하여 cold box가 오염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스 관리계통은 입·출구 압력을 조절하여 운전의 효율성을

유지한다.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는 압축기로부터 순수헬륨가스가 배출되어 cold box를 통

과한 후 열교환기에 진입된다. 팽창터빈에서 1.5 bar의 압력까지 팽창되면 헬륨가스

의 온도는 15 K가 되며, 열사이펀 장치에 공급된다. 열사이펀 장치를 통과한 헬륨가

스는 약 20 K, 1.3 bar의 상태가 되어 cold box로 유입되며, 저압의 열교환기를 거쳐

압축기 흡입구로 유입된다. 이같은 순환공정으로 잔류 냉동열은 공정에 재순환되어

사용토록 한다. 순환된 가스의 온도는 전열기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입구가스

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열교환기의 온도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냉중

성자원 본체의 부하변동에 따라 조절하게 되는 헬륨가스 온도는 순환가스 입구온도

로서 조절하게 된다.

제어시스템은 강력한 논리제어기(PLC)로 구성하였고 냉동계통의 운전제어 기능

까지 조합하여 자판과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와 운전원 사이에 정보소통

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냉동기의 기동, 정상적인 운전 및 정지는 PLC를 통해 자동

으로 조절된다. PLC는 회복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된 경우에 냉동기를 자동으로 안

전하게 정지시킨다. PLC에 또 다른 기능을 추가시켰는데 모니터링 목적으로 가동하

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이 가능하고, 공정의 운전자료를 자동으로 출력하여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프린팅 시스템도 연결하였다. 본 개념설계에서 기술된 헬륨

냉동기(HR)의 구성 요소들은 하나의 예로서 제시하는 것이며, 4 ~ 5개의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 있고, 이들 각각은 제작장소에서 조립되고 현장실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요소들 사이의 연결은 단순하다.   헬륨 냉동기시스템은 cold box, 재순환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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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오일제거/가스제어 장치, 헬륨 완충용기, 압력제어 판넬 등으로 이루어진다. Cold 

box는 냉동기의 모든 구성부품 중, 저온에서 작동하는 모든 시스템과 이들을 단열

시킨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열진공 실린더로서 항상 단열 진공이 유지되어야 한

다. Cold box 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단열진공의 cold box에 부착된 상온의 보조장치들

 - 2단식 회전펌프와 증기 확산펌프로 구성된 진공시스템

 - Cold box 격리밸브

 - 가스베어링식 팽창터빈으로 구성된 극저온계통 및 회로차단장치

 - 열교환기

 - 흡수기, 여과기 및 저온밸브

 - 공정제어 시스템

- 공정을 도식화한 mimic diagram 

재생 스크류 압축기는 실린더와 흡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린더의 횡단면은

출구쪽으로 가면서 점차로 작아진다. 돌출부는 피스톤처럼 작동하며, 유입된 헬륨가

스를 회전시키고 압축시켜 배출구쪽으로 밀어내어, 압축된 헬륨이 배출되도록 한다.

압축기의 2가지 중요한 설계 특성을 언급하면, 밸브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장치의 제작 신뢰성을 높여 준다. 또한, 냉동오일을 압축실에 직접 주입토록 하고

있다. 설계가 단순하고 회전하는 부품들이 소량이므로 스크류 압축기는 신뢰성이

매우 높다. 여러 부품들이 異狀없이 40,000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운전한

실적이 있다. 스크류 압축기는 작동시 진동이 없는 장치이므로 설치할 때 대량의

기초공사나 콘크리트 블럭이 요구되지 않는다. 압축기는 약 3,000 rpm의 유도 감응

모터에 직접 연결해서 작동시킨다. 헬륨루프에서 압축기 및 냉동기에 대한 기술 특

성을 표 3-4 에 기술하였다.

압축기로부터 배출되는 압축된 헬륨은 온도가 약간 높고 오일을 포함하고 있는

데, 수냉식 플레이트 열교환기에서 냉각된다. 오일제거 계통은 오일 분리/충돌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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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병렬로 배열된 다공성 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오일제거 계통에서 오일은 헬

륨가스로부터 분리되고, 압축기실 지하에 설치된 오일저장고로 이송된다. 마지막 필

터를 통과한 헬륨가스는 charcoal 흡착제를 통과하므로써 헬륨가스에 잔존하는 오일

증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완충기의 용량은 15 bar의 절대 운전압력에서 약 10~20 m
3
이며 재질은 탄소강이

다. 완충탱크는 안전밸브에 의해 보호되며, 오일제거 장치와 가스제어 장치와도 연

결되어 있다. 완충용기는 수소계통의 근처에 위치할 수 있으며, 건물 내·외부 어느

곳에도 설치 가능하다. 압력/가스 제어장치 및 고/저압 제어장치는 오일제거 계통의

한쪽에 설치되며 오일제거와 가스제어 계통은 압축기 근처에 설치되고, 완충용기에

연결된다. Cold box의 상부에는 접합배관이 있는데 냉중성자원 장치와 연결되고, 이

배관에 헬륨가스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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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헬륨 루프의 특성

항 목, 종 류, 특 성 설계치

스크류 압축기

압축단수 4 단

흡입 압력 1.5 bar 

최대 입구온도 45 ℃

배출 압력 15 bar 

1.15 bar, 37 ℃에서 입구의 질량유속 14 g/s 

4단의 총 질량유속 56 g/s 

모터 공급전원 380 V, 50 Hz, 3 phases 

시동 방식 직접시동방식

1단에서의 모터 소모전력 80 kW 

1단의 냉각수 유량

( 4단의 총유량)
8 m3/h

(32 m3/h)

냉동기

냉동용량 1,500 W 

헬륨 공급온도 15 K 

헬륨 귀환온도 20 K 

헬륨 공급압력 1.5 bar 

헬륨 귀환압력 1.3 bar 

극저온 순환계통의 헬륨 질량유속 56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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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헬륨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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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진공계통

진공계통은 그림 3-5에 보여진 바와 같이 액체 수소 열사이펀, 감속재용기 등의

냉중성자원 극저온 부품들의 단열을 위하여 진공압력용기에 진공상태를 유지하는

계통으로, 진공압력용기, 진공박스, 연결 배관, 펌프 스테이션과 헬륨 실린더로 이루

어졌다. 진공박스에는 밸브 VV1, VV2, 이온펌프 IP1과 IP2, 진공게이지 PV와 압력

게이지 P1이 있다. 진공게이지 PV는 정상운전 조건에서 진공상태를 감지한다. 압력

게이지 P1은 진공압력용기가 헬륨으로 채워져 있을 때 압력을 나타낸다. 진공박스

와 연결배관은 헬륨 블랭킷으로 되어 있는데, 블랭킷에는 밸브 VV6을 통해서 헬륨

이 공급된다. 블랭킷의 압력은 게이지 P3에 의해서 제어된다.   

펌프스테이션은 기계식펌프, 밸브, 진공게이지가 부착된 turbo-molecule 펌프 (확

산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펌프스테이션은 정상운전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진공압

력용기를 1×10-3 Pa 이하의 진공상태로 유지토록 한다. 냉중성자원이 정상운전 중에

는 밸브 VV1, VV3는 닫히고, 밸브 VV2는 열린다. 그리고 진공압력용기는 두개의

이온펌프 중 하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진공이 유지되고 다른 1개의 펌프는 대기한

다. 각 이온펌프에는 펌프 작동을 제어하는 압력용 경보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온펌프 대신에 cryosorption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진공압력용기의 운전압력은 1×

10-3 Pa 이하 이어야 한다.

밸브 VV1과 VV3 사이의 배관을 이용하여 헬륨실린더로부터 압력제어밸브 VR1

을 통해서 헬륨을 충전한다. 이 배관은 정상운전 상태에서 공기와 진공 사이의 블

랭킷 기능을 한다. 배관에서의 헬륨압력은 게이지 P2에 의해서 조절된다. 밸브 VV7

과 압력제어밸브 VR1은 냉중성자원의 정상운전 중에는 항상 열려 있다.

감속재용기에 수소를 충전하기 전에 스테이션 펌프의 작동으로 진공압력용기의

진공압력이 1×10-3 Pa 이하로 내려간다. 밸브 VV1과 VV3는 펌핑 후에 닫히고, 이어

서 펌프 스테이션은 정지하며 이온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밸브 VV7은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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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VV1과 밸브 VV3 사이의 배관은 헬륨으로 충전된다.

극저온 시스템이 정지한 경우 감속재용기의 열 제거에 이상이 발생되어, 용기

내에 있는 수소가 증발하게 된다. 과열은 감속재용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진공압

력용기에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될 경우, 헬륨실린더로부터 밸브 VV1을 통해 신

속하게 헬륨가스가 충전되도록 하여 감속재용기의 열이 진공압력용기 벽쪽으로 전

달되도록 한다. 게이지 P1은 진공압력용기 내의 압력을 측정한다.

진공압력용기에 헬륨이 채워지는 다른 시기는 열교환기의 과냉각으로 인해서 열

사이펀의 감속재 순환이 깨지는 때이다. 감속재는 열교환기 튜브 내에서 얼어서 고

화될 수 있다. 원자로가 정상가동 중에 열사이펀 순환이 정지되면 액체 수소가 감

속재용기에서 기화되고 이 경우 감속재용기는 과열될 수 있다. 진공압력용기에 진

공이 깨어지면, 진공게이지 PV에 경보가 발생되고 밸브 VV2는 닫힌다. 수소는 계

속 기화되고 감속재용기에서의 열 제거는 중지된다. 진공압력용기는 원자로가 정상

운전시 감속재용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헬륨으로 채운다.

진공압력용기에 헬륨이 채워지면 감속재용기의 과열을 방지하고자 원자로 출력

을 줄인다. 냉중성자원의 재시동은 진공압력용기가 진공으로 되고 열사이펀이 액체

감속재로 채워진 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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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진공계통의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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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진공압력용기

진공압력용기는 2가지의 기능을 가진다. 첫째는 액체수소 열사이펀과 초냉중성자

유도관 하부를 진공으로 유지하고, 둘째는 수소-공기의 혼합에 의한 폭발로부터 원

자로를 보호하는 기능이다. 냉중성자원 진공압력용기는 수소-공기 혼합에 의한 폭발

에 파손되지 않으며, 반사 충격파장의 위험에 대해서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된다. 진공압력용기의 상부는 헬륨이 채워지는 셸

로 둘러 싸이고, 하부는 반사체의 수직공 내에 삽입된 삽입관 안에 위치하며 삽입

관이 헬륨용기의 역할을 한다. 진공압력용기와 삽입관 사이에 충전된 헬륨 틈새는

수소계통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의 증폭을 흡수하여 원자로의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을 방지한다. 진공압력용기는 그림3-6 에 나타나 있다. 진공압력용기는 원통형으로

서 상·하 두 부분의 직경이 다르다. 상부의 직경은 260 mm이고 하부의 직경은 150 

mm이다. 상·하부는 중심축이 서로 다르고, 플랜지에 용접 되어 있다. 진공압력용기

는 전체 길이가 4,800 mm 이고, 하부는 길이가 1,445 mm이다. 진공압력용기의 지지

는 상·하부 사이의 평판형 플랜지가 삽입관 플랜지에 지지되므로써 이루어 진다. 진

공압력용기의 상부는 헬륨용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링 플랜지가 부착되어 있다.

이 플랜지는 침니 상부보다 0.25 m 더 높다. 진공압력용기의 설계자료와 형상 치수

는 표 3-5와 표 3-6 에 기술되어 있다. 냉중성자원 설계 재질의 주요 요건 중의 하

나는 냉중성자를 최소로 흡수하고, 14 ~ 420 K 범위의 온도하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 때문에 재질은 지르코늄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범위

가 한정된다. 지르코늄 합금은 전반적인 운전온도 범위 내에서 강도가 다른 재질보

다 높고 결과적으로 구조의 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지르코늄 합금  Zr + 2.5% Nb

는 높은 강도 (σ＞25 kg/mm2)와 충분한 탄성 (δ＞12%), 높은 내식성, 낮은 방사화,

우수한 기계적 특성 (용접성, 가공성, 절단성 등) 등 필요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

다. 지르코늄 합금의 내방사선 성질은 깊이 연구되었으며, 원자로에서 이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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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질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원자로 안전성 면에서 진공압력용기는 냉중성자원 구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진공압력용기의 주요 성능기준은 정상운전시의 압력과 온도에 의하여 용기에 작용

하는 응력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단시간 동안 작용하는 폭발·충격 파장에 견디는

능력으로 한다. 부록에서 진공압력용기의 구조강도에 관해서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설계수명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표 3-5  진공압력용기 설계 자료

계산된 항목
두 께

(mm) 

설계 압력

(kgf/mm2)

설계 온도

(℃)

반구형 바닥 3 0.66 200 

지름 150 mm의 원통 3 0.66 200 

플랜지 연결부 25 0.60 60 

지름 260 mm의 원통 4 0.60 60 

볼트를 갖는 플랜지 - 0.60 60 

개방되지 않은 플랜지 17 0.60 60 

표 3-6  진공압력용기의 형상 치수

하부 실린더 부분의 안지름 150 mm 

하부 실린더 부분의 길이 1,445 mm 

하부 실린더 부분의 벽두께 3 mm 

반구형 바닥의 벽두께 3 mm 

상부 실린더 부분의 안지름 260 mm 

상부 실린더 부분의 길이 3,355 mm 

하부 실린더 부분의 벽두께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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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진공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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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hysics analysis 

제 1절  Gain factor,  반응도,  Heat Load 계산

1. Gain factor 계산

가. Omega program 

중성자스펙트럼에 따른 gain factor 의 계산은 Omega 프로그램에 의해 Monte-Carlo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원자로의 임계 계산, 3차원 형상에서의

중성자속 계산 및 반응도 계산에 사용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ALGOL 로

작성되고, 이후에 FORTRAN-77로 작성되었으며, 15~23 K 온도범위에서 para-ortho-H2

냉중성자원에 대한 중성자속의 계산을 위해서 수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0.21~10.5 MeV 의 에너지 범위에서 중성자단면적에 대한 표준

library BNAB-78 과 0~0.215 MeV 의 에너지 범위에서 중성자단면적에 대한

THERMOS library를 사용한다. 중성자 단면적 library BNAB-78에는 25개의 표준 중

성자에너지그룹이 있어서, 0.215 eV이상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용되며, 각 기호의 의

미는 아래와 같다.   

n   :  subgroup width 

,n  :  total cross section 

f n,  :  fission cross section 

c n,  :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 

e n, :  elastic scattering cross section  

여기서 n은 subgroup의 수를 나타낸다.

이외에도 f f n, , 과 그룹 g 와 g’의 비탄성산란단면적의 행렬 in g g, '등이 이용된다.

Em = 0.215 eV 이하의 에너지 범위에 대하여 N = 40 그룹이 선택되었다. 그 그룹들은

다음과 같은 인자를 가진 같은 폭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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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o = 0.0253 eV 이며, 에너지는 si의 함수이다.

물에서의 중성자산란은 293 K에서의 Nelkin의 모델을 따른다. 중성자산란단면적

은 19 K에서 para-H2, ortho-H2 분자에 대하여 그림 4-1과 같이 Young-Koppel 모델을

따른다. 그림 4-1 과 계산된 값과 실험값을 비교해 보면 계산모델이 상당히 정확하

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4-1  19 K에서 H2의 Young-Koppel 모델

나. 프로그램의 geometry 

이 프로그램은 실린더, 육각기둥, 프리즘 형상에 의해서 둘러 쌓인 3 차원형상의

계산에 사용된다. 그림 4-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산에서는 실린더 형상 대신 사각

단면적을 가진 기둥으로 간주하고, 단면적은 실제 냉중성자원 설치 때와 같은 6×

15 cm2로 한다. 그림 4-3에서와 같이 계산에서 냉중성자원의 두께는 2 cm 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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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m 까지 변한다.

CNS
CNS

D2O D2O

ZS

Z0

end of 
channel

ZsCN  channelCNSD2O

CN  channel

rectangular
model of CNS

CN  channel

real cylindrical CNS

D2O

reactor
  core

그림 4-3  냉중성자원 두께

그림 4-2 계산에 사용된 냉중성자원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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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ain factor의 결정을 위한 계산식

냉중성자원의 gain gactor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표시된다.

G
E Z
E Z

s

b s

( , )
( , )

                                      (2) 

여기서, ( , )E Zs 는 냉중성자원이 있을 때의 긴 진공튜브 끝점 Zs 에서의 중성자 밀

도 flux 를 나타내며, b sE Z( , )는 냉중성자원이 없을 때의 중성자 밀도 flux 를 나타

낸다. 각 중성자속은 amplitude cofactor (A)와 spectral cofactor ( )  2 개의 cofactor 로

표시될 수 있다 : 

                 ( , ) ( ) ( , )E Z A Z E Zs s N s

                                                 (3) 

                 b s b s b N sE Z A Z E Z( , ) ( ) ( , )

A, Az 는 Zs 에서의 전체 flux 를 나타내고, N sE Z( , ) , b N sE Z( , )는 유도관내의 점

Zs에서의 중성자 spectrum- 즉 단위에너지(eV)로 normalised된 중성자 flux를 나타낸

다.

따라서 (2)는

G G
A Z

A ZS
S

b S

( )
( )

                                 (4) 

로 표시될 수 있다. 여기서 GS는 분광학적인 gain factor를 의미한다.

유도관내에서의 냉중성자속을 계산하는 것은 유도관을 따라 평행하게 날아가는 냉

중성자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Monte-Carlo 코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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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렵다. 얇은 층의 수소와 중수에서 스칼라적인 중성자속은 Omega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되는데 4~6Å의 파장을 가진 중성자에 대해 정밀도가 10 % 이하로 매우

높다. 그러므로 중성자속 ( , )E Zs , b sE Z( , )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가

정을 해야 한다 : 얇은 층의 냉중성자원에 있어서 Omega 프로그램에 의해서 얻어

지는 스칼라 flux 는 다음과 같은 적분방법을 이용하여 냉중성자유도관에서의 중성

자속을 계산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 ) ( , ) ( ' , ) ( ' , )E T E r dr E E r E r dEoV o o o                 (5) 

여기서 T E ro( , )는 transport kernel로써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잇다.

T E ro( , ) = T E Z
S Z E dZ

Zo

K t

Z

S

o

( , )
exp( ( , ) )

0
24

                 (6) 

여기서 SK 는 진공으로 된 유도관의 단면적을 의미하고, Zo 는 냉중성자원을 통과하

는 축을 따르는 거리를 나타낸다. ( , ) ( ' , )E r E Zo O 는 Omega 프로그램에 의해

얻어지는 스칼라 중성자속이며, ( , )Z EOt
는 전체 중성자단면적이다.

라. 수소 감속재에 대한 gain factor 계산

냉감속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인자는 유도관에서 얻어지는 gain factor 로

써, 냉감속재가 냉중성자원에 채워져 있을 때와 비어 있을 때의 중성자 강도의 비

로써 표시된다.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의 gain factor 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냉감속재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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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tho-D2, para-H2 and ortho-H2

순수한 ortho-D2 로 된 냉중성자원은 열중성자에 대하여 평균자유행정 (mean free 

path)이 길기 때문에 부피가 커야 한다. 4-4는 H2 (para and ortho)에 대한 gain factor를

보여 준다. 하나로에서의 16 cm 설치공에서는 ortho-D2 로 된 냉중성자원이 H2 냉중

성자원 보다 낮은 gain actor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4에 의하면 λ= 6 ~ 8 Å 파장

에 대하여, ortho-D2의 gain factor는 날카롭게 감소하여 중성자의 평균자유행정을 크

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4-4  4 ~ 10 Å 범위에 대한 gai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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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ara-H2 

그림 4-5 은 para-H2를 감속재로 사용할 때의 두께에 따른 gain factor 의 변화를 보

여 준다. 이 그림으로부터 10 cm 두께의 냉중성자원이 최상의 gain factor 를 얻으며,

냉중성자원의 두께가 얇을 수록 gain factor의 값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  냉중성자원 두께에 따른 gain factor의 차이(para-H2, 19K) 

(4) Ortho-H2 

  Ortho-H2를 사용할 경우에는 냉중성자원의 두께가 2.5~3 cm 가 될 때 최대의 gain 

factor 를 가진다. 그림 4-5 에 의하면 냉중성자원 두께가 더 두꺼워 지면 gain factor

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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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냉중성자원 두께에 따른 gain factor의 차이(ortho-H2, 19K) 

(5) Ortho-H2와 para-H2 혼합물

 Ortho-H2 와 para-H2 가 0.75 : 0.25 로 혼합되어 있을 때 냉중성자원의 두께에 따른

gain factor가 그림 4-7에 나타나 있다. 그림 4-8 ~4-11는 source의 두께가 각각 2, 3, 

4, 5 cm 인 때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보여 준다. 그림 4-7으로부터 ortho-H2와 para-H2

가 0.75 : 0.25로 혼합되어 있을 때 source의 최적의 두께는 3 cm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에 있어서 상온에서 이 혼합비를 가지는 source 는 저온에서

혼합비가 변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이 비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ortho-H2와 para-H2가 1 : 1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그림 4-12와 4-13은 이 비율에 있어서의 source의 두께가 2, 3, 4, 5 cm인

경우의 gain factor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4-4-17은 source의 두께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4-12 와 4-13 으로부터 ortho-H2와 para-H2가 1 : 1

로 혼합되어 있을 때 source의 최적의 두께는 3 ~ 4 cm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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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는 T = 19 K에서 1 : 1로 혼합되어 있을 때의 gain factor가 두께별로 수치로 나

타나 있다.

그림 4-7  Ortho-H2 (75%) and para-H2 (25%)에 대한 gain factor(T=19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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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Neutron spectrum from CNS with the thickness 2.0 cm (T=19 K). 

0 2 4 6 8 10 12 14
0.0

0.2

0.4

0.6

0.8

1.0

 channel without H2
 Channel with H2

sp
ec

tr 
f(

), 
A-1

wave length , A

그림 4-9  Neutron spectrum from CNS with the thickness 3.0 cm (T=19 K). 

0 2 4 6 8 10 12 14
0.0

0.2

0.4

0.6

0.8

1.0

 channel without H2
 Channel with H2

sp
ec

tr 
f(

), 
A-1

wave length , A



104 

0 2 4 6 8 10 12 14
0.0

0.2

0.4

0.6

0.8

1.0

 channel without H2
 Channel with H2

sp
ec

tr 
f(

), 
A-1

wave length , A

그림 4-10 Neutron spectrum from CNS with the thickness 4.0 cm (T=19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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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Neutron spectrum for CNS with the thickness 5.0 cm  (T=19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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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Ortho-H2 (50%) and para-H2 (50%)에 대한 gain factor (T=19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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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Ortho-H2 (50%) and para-H2 (50%) gain factor ( 파장 3-10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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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Neutron spectrum from CNS for thickness 2.0 cm  (T=19 K).

그림 4-15 Neutron spectrum from CNS for thickness 3.0 cm  (T=19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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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Neutron spectrum from CNS for thickness 4.0 cm (T=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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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Neutron spectrum from CNS for thickness 5.0 cm (T=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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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수소혼합물에 대한 gain factor (ortho-H2 :para-H2 50 : 50) (T=19 K) 

냉중성자원 두께 (cm) 

파 장

λ, +
2.0 3.0 4.0 5.0 6.0 8.0 10.0 

1.81 0.6 0.5 0.4 0.4 0.4 0.3 0.2 

1.96 0.8 0.7 0.6 0.5 0.5 0.4 0.4 

2.13 1.1 1.0 0.9 0.8 0.8 0.7 0.6 

2.33 1.5 1.4 1.3 1.2 1.2 1.0 0.9 

2.56 1.9 2.0 1.8 1.7 1.6 1.4 1.3 

2.83 2.5 2.5 2.4 2.2 2.2 1.8 1.8 

3.15 3.2 3.4 3.2 3.0 2.9 2.5 2.4 

3.53 4.4 4.8 4.6 4.3 4.2 3.5 3.5 

4.0 6.3 7.1 6.8 6.3 6.2 5.2 5.4 

4.59 9.1 10.5 10.3 9.5 9.2 7.8 8.2 

5.33 13.0 15.1 14.9 14.0 13.2 11.3 12.2 

6.3 17.9 20.9 20.7 19.4 18.1 15.6 17.2 

7.6 23.6 27.5 27.1 25.4 23.7 20.3 22.9 

9.42 29.6 34.0 33.3 31.1 29.2 24.9 28.7 

12.1 35.3 39.9 38.8 36.2 33.9 28.9 34.2 

16.3 39.7 43.8 42.8 39.7 37.3 31.8 38.7 

23.8 42.6 46.1 45.4 41.5 39.1 33.5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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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하나로에서 냉중성자원 최대 두께는 15 cm 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두께에서

para-H2를 이용하는 것이 순수한 D2 보다 gain factor 측면에서 유리하다. 냉중성자원

두께가 15 cm인 경우에는 ortho-D2와 para-H2의 75 : 25 혼합물이 최적의 gain factor

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파장이 6 Å 이상인 중성자에 대해서 순수한 ortho-D2 를 사

용할 때 보다 2 배의 gain 을 얻을 수 있다. Ortho-H2 와 para-H2 혼합물을 사용할 경

우에는 두께가 3 cm인 경우에 최적의 gain을 얻을 수 있다. 상온에서 혼합비는 75 : 

25 가 좋지만, 저온에서 혼합비가 50 : 50이 되어야 최적의 gain을 얻을 수 있다.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표 3-3-1에 보여진 것과 같이 파장이 2.3 Å 이상인 중성자에 대하

여 두께 3 cm인 경우가 최대의 gain을 얻을 수 있다.

2. 반응도

가. 계산 방법

하나로 노심 주위에는 장차 핵연료의 장전을 위한 외부 노심인 8 개의 OR 공이

있다. 이중에서 OR3~6 의 4 개는 냉중성자원 설치공 주위에 있기 때문에 계산시 이

곳에 핵연료가 채워지는지 고려해야 한다. 계산은 Monte-Carlo Omega 코드에 의해

수행된다. 이 코드는 공간영역과 에너지그룹에 대하여 유효증배계수 keff와 반응도를

계산한다. 중성자속은 부피 적분에 의해 평균 중성자속을 제공하는 거리와 충돌 수

에 의해 계산된다. 이 계산에는 원형 실린더, 직각이나 육각형의 프리즘과 같은 3

차원 형상이 고려될 수 있다. 중성자에너지가 10.5 MeV까지 열외중성자와 열중성자

의 에너지 범위에 대하여 ABBN 보조그룹 library인 BNAB-70, BNAB-78 과 Thermos 

library가 사용되었다.   

나. 계산결과

냉중성자원을 중수나 경수 또는 액체수소로 대체할 경우에 발생되는 반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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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산결과는 표 4-2 와 같다. OR3, OR4, OR5, OR6 channel 에 그래파이트나 경수

또는 18 봉 핵연료가 채워지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OR5 

channel 에 18 봉 핵연료가 채워져 있을 때 반응도가 증가하며, 반응도의 감소는 제

어봉의 동시 작동에 의해 무시될 수 있다.

표 4-2  냉중성자원 설치로 인한 반응도 변화 (∆ρ %)  

Loading into channels  
OR3, OR4, OR5, OR6: 

Change of  CNS hole composition  
Graphite

Displacers 

18-elements 
fuel

assemblies 

light   
water

1. heavy water → 2. Vacuum -0.15(1) -0.18(1)  -  

1. light water → 2. Vacuum 0.08(1) 0.11(1) 0.11(3) 

1.light water layer between ∅150 and 
∅160 → 2. Vacuum 0.02(1) 0.03(1) - 

1. 3.5 l of liquid hydrogen → 2. 
Vacuum 0.04(1) 0.07(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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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at load  계산

발열량의 계산을 위해서 Monte Carlo code MCNP-3와 Monte Carlo code Omega 의 2

가지 계산코드를 사용하였다.

가. MCNP-3코드에 의한 계산결과

열 발생량이 최대인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18 봉의 핵연료가 4 개의 OR3, OR4, 

OR5, OR6 에 채워지는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하였다. 비교를 위해 OR-5 channel 에

핵연료가 채워지지 않고 중수로 채워지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3.5ℓ의 냉중성자원

이 0.5 cm 두께의 지르코늄 channel 속에 놓이고, 그 위와 아래는 진공으로 하였다.

계산 결과는 표 4-3에서 표 4-10과 그림 4-18과 그림 4-19에 요약되어있다. 표에서

괄호 안의 수치는 냉중성자원의 주위 환경이 진공 상태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림 4-

18 에 고속중성자의 스펙트럼 d dEn n 이 나타나 있다. Omega 코드를 사용하여 계

산한 결과가 비교를 위해 함께 보여져 있으며, MCNP-3 에 의해 계산된 fission 스펙

트럼이 같은 그림에 있다. 그림 4-18 에서 amplitude A 는 해당되는 스펙트럼의

normalization factor를 의미한다.

표 4-3 에서부터 표 4-6 에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중성자와 감마 flux, 중성자와 감

마 발열량이 요약되어 있다. 표 4-3 과 표 4-5 에는 4 개의 OR channel 에 18 봉의 핵

연료가 장전되어 있는 경우이며, 표 4-4 와 표 4-6 은 OR5 에 18 봉의 핵연료 대신

중수가 채워져 있는 경우이다.

표 4-3 과 표 4-4 로부터 중성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면, 진공에서의 중성자속이

수소핵에 의한 감속 (thermalization)의 결과로 인해 액체수소로 채워져 있을 때 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중성자에 의한 발열은 주로 에너지가 0.82 MeV 이상인 고속중성

자에 의해서 발생된다. 진공에서의 전체발열량은 액체수소에서의 발열량 보다 2 배

정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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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냉중성자원에서의 고속중성자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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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냉중성자원에서의 감마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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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중성자속과 중성자에 의한 발열량 (핵연료가 장전된 경우)

N   Energy interval,  MeV Φ n ,
 n. s-1 cm-2

q n,
 W/g  

1 0 - 6.25.10 –7 1.7(2.0).1014 0 

2  6.25.10 -7 -0.18 1.4 (3.9).1013  0.08 (0.28) 

3  0.18 - 0.82 1.2 (2.2).1012  0.16 (0.28)  

4  0.82 – 20 1.9 (3.0).1012 0.54 (0.86) 

Σi

i = 1- 4 
 0 – 20 1.9 (2.4).1014 0.78 (1.42) 

표 4-4  중성자속과 중성자에 의한 발열량 (OR5 중수로 채워진 경우)

N Energy interval, 
MeV

Φ n ,
 n s -1 cm -2

q n,
 W/g

1 0 - 6.25.10 –7 1.7(2.2).1014  0 

2 6.25.10 -7 –0.18 0.7 (2.2).1013 0.03 (0.10) 

3 0.18 - 0.82 0.4 (0.6).1012 0.05 (0.08)  

4 0.82 – 20  0.9 (1.0).1012 0.26 (0.33) 

Σi
i = 1- 4 

0 – 20 1.8 (2.4).1014 0.35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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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와 표 4-6 은 여러 가지 감마에너지 구간에 대하여 감마 flux 와 감마에 의

한 발열량을 나타내고 있다. 냉중성자원이 있는 경우와 진공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비교하면 진공에서 발열량이 25 %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수소핵에서의 (n, 

γ) 반응에 의한 2차 감마방사선의 영향 때문이다.

표 4-5  감마flux와 감마선에 의한 발열량 (핵연료가 장전된 경우)

 N  Energy Interval, 
MeV

Φ γ ,
γ. s-1 cm-2

q γ,
W/g

1 0 - 0.1 6.3 (2.4).1011 0 

2 0.1 - 0.5 3.9 (3.6).1013 0.10 (0.09) 

3 0.5 - 0.6  5.4 (4.0).1012 0.03 (0.02) 

4 0.6 - 1.3  1.9 (1.6).1013 0.14 (0.12) 

5 1.3 - 3.0  2.4 (1.3).1013 0.35 (0.18) 

6  3.0 - 7.5 4.5 (5.2).1012 0.10 (0.11) 

7 7.5 – 14 0.8 (1.5).1011 0 

Σi
 i = 1- 4 

0 – 14 0.9 (0.7).1014 0.72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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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감마flux와 감마선에 의한 발열량 (OR5 중수로 채워진 경우)

N Energy Interval, 
 MeV 

Φγ,
γ. s-1 cm-2

q γ,
  W/g 

1 0 - 0.1 5.2 (1.8 ).1011 0  

2 0.1 - 0.5 3.1 (2.6).1013 0.07  (0.06) 

3 0.5 - 0.6    (4.5).1012  (0.02) 

4 0.6 - 1.3 1.2 (1.2).1013 0.09  (0.09) 

5 1.3 - 3.0 2.0 (1.1).1013 0.30 (0.15) 

6  3.0 - 7.5 3.8 (4.0).1012 0.08  (0.09) 

7 7.5 – 14  (0.88).1011 0 

Σi
 i = 1- 4 

0 – 14 0.7 (0.6).1014 0.58  (0.42) 

표 4-7과 표 4-8은 6개의 물질에 대한 발열량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7은 OR3, 4, 

5, 6 channel이 핵연료로 장전되어 있을 때를 나타내며, 표 4-8은 OR5 channel에 핵

연료 대신 중수가 들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수소와 중수소와 같은 가벼운 물

질에 대해서 발열은 고속중성자에 의한 발열과 감마에 의한 발열에 반반씩 의존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Zr, Al, Cu 와 같은 재질에 대해서는 전체 열량은 주로

감마선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표 4-7 로부터 가벼운 핵에 대해서 진공상태에서의

발열량이 액체수소에서의 발열량보다 20 %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과 표 4-8 로부터 진공에서의 발열량과 액체수소가 채워져 있을 때의 발열량은 거의

같으며, OR5가 중수로 채워져 있을 때가 핵연료가 장전되어 있을 때 보다 1.5~2 배

정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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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발열량 : OR3, 4, 5, 6에 핵연료가 장전되었을 때/괄호는 액체수소 대신에       

진공상태로 채워질 때

N Material 

q n
En =0.82-20 

MeV 
W/g 

q n
En = 0-20 

MeV 
W/g 

qγ
Eg =0 –20 

MeV
W/g 

qβ

W/g 

q i

i=n,γ ,β
W/g 

1 H2 0.54 (0.86) 0.78  (1.42) 0.72 (0.53)  1.49 (1.95) 

2 D2 0.22 (0.38) 0.33 (0.57) 0.31 (0.26)  0.64 (0.83) 

3 H2 O 0.06 (0.12) 0.09 (0.18) 0.35 (0.30)  0.44 (0.48) 

4 Zr  0.05 (0.07) 0.42 (0.36) 0.01 0.48 (0.44) 

5 Al  0.01  (0.01) 0.31 (0.27) 0.11 0.43 (0.39) 

6 Cu  0.09 (0.10) 0.36 (0.33)  0.45 (0.44) 

표4-8  발열량 : OR5에 핵연료가 장전되지 않고 중수로 채워질 때/괄호는 액체수소

대신에 진공상태로 채워질 때

N Material q n
En =0.82-20 

MeV 
 W/g  

q n
 En  = 0-20 

MeV 
 W/g 

qγ
Eg =0 –20 

MeV
W/g 

qβ
W/g

q i

  i=n,γ ,β
  W/g 

1 H2 0.26 (0.33) 0.35 (0.51) 0.58 (0.42)   0.93 (0.93) 

2 D2 0.11 (0.11) 0.19 (0.24) 0.29 (0.24)   0.48 (0.48) 

3 H2 O 0.03 (0.03) 0.04  (0.06)  0.33 (0.28)   0.37 (0.34) 

4 Zr  0.05  (0.07)  0.38 (0.32) 0.01 0.44 (0.40) 

5 Al   0.01 (0.01) 0.29 (0.25) 0.11 0.41 (0.37) 

6 Cu  0.08 (0.10) 0.32 (0.28)  0.41 (0.38) 

나. Omega 프로그램에 의한 계산 결과



118 

수소 핵에서의 중성자의 감속 (thermalization)에 의한 발열량을 Omega 프로그램으

로 계산한 결과가 표 4-9 에 있다. 이 표에서부터 액체수소의 존재로 인해 발열량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자체의 열차단 효과 (self-sheiding of heat)를 관찰할 수 있으며, 18

봉의 핵연료가 OR5 에 있을 때가 없을 때 보다 2 배 정도 발열량이 증가한다. 표 4-

10 은 냉중성자원과 OR 공에 여러 가지 물질이 채워질 때 고속중성자와 열중성자

flux 의 계산된 값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고속중성자는 OR3, 4, 5, 6 

channel 이 그래파이트나 경수로 채워지는 것에는 상관 없으며, 18 봉의 핵연료가 장

전되는 경우에 flux 가 2 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열중성자의 경우에는

OR3, 4, 5, 6 channel에 그래파이트로 채워질 때나 18봉의 핵연료로 채워질 때나 flux

는 같지만, 물로 채워져 있을 경우에는 중성자속이 1.4×1014 n/cm2·s 까지 감소한다.

표 4-9  중성자에 의한 발열량 (OR3, OR4, OR5, OR6 에 핵연료 장전)

흑연으로 채워짐

qn, W/g 
En = 0 – 10.5 MeV 

18-봉 핵연료 장전

 qn, W/g 
 En = 0 - 10.5 MeV 

Calculation in the central part of 
the empty CNS – channel 

 0.56  1.45  

 Calculation in 3.5 l of liquid 
hydrogen 

 0.35  0.84 

표 4-10 냉중성자원에 다른 물질이 채워질 때의 중성자속

Φth, n.cm-2.s-1

En = 0 - 6.25.10-7 MeV 
Φfast, n.cm-2.s-1

En = 0.82 - 10.5 MeV 
Graphite displacers or 18-

elements fuel assembly 
Graphite displacersor 

light water 
18-elements fuel 

assembly 

H2 1.5.1014 0.8.1012 1.8.1012

Vacuum 1.7.1014 1.0.1012 2.3.1012

D2O 2.0.1014 0.5.1012 1.0.1012

H2O 0.8.1014 0.5.1012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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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산결과

수소와 중수소와 같은 가벼운 핵에 대하여

1) 발열은 고속중성자와 감마선이 원자핵과 반응하는데서 발생된다.

2) 고속중성자 flux와 그 열량은 냉중성자원이 액체수소보다 진공으로 채워질 때

더 크다. 진공에서 중성자에 의한 발열량은 액체수소로 채워졌을 때와 비교

해서 2배 정도이다.

3) 감마 flux 와 그 열량은 액체수소에서 보다 진공으로 채워질 때 20 % 정도 적

다.

4) OR5 channel 에 18 봉의 핵연료를 장전하지 않으면 열중성자와 감마 flux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속중성자 flux 는 2 배 정도 증가하고, 감마에 의한

발열량은 20 % 정도 감소한다.

5) 중성자가 수소핵에 의해 감속되면서 발생되는 최대 열량은 OR5 에 18 봉의

핵연료가 장전되어 있는 경우이다.

감속재용기 재질에 대하여

1) 이 재질에 대한 전체 발열량은 주로 감마에 의해 발생되고, 냉중성자원을 채

우는 물질이나 (진공 또는 수소), OR5 channel 에 핵연료봉이 장전되는 것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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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eat load 측정

   하나로의 냉중성자원 설치공(CN hole)에 설치될 냉중성자원(CNS, Cold Neutron 

Source) 장치에서 중성자와 방사선에 의한 발열량은 수소계통의 설계와 극저온냉동

기의 용량 선정을 비롯한 기본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써 계산값과 실측값을

비교 검토하여 정확한 값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냉중성자원에서의 열발생은

두가지 경우에서 발생된다. 하나는 중성자가 냉중성자원의 감속재 또는 감속재용기

와의 충돌에 의하여 열이 발생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γ-양자가 냉중성자원 감

속재 또는 감속재용기에 흡수되면서 열이 발생되는 경우이다. 본 실험에서 중성자

및 선에 의한 heat load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4-20와 같은 dry experimental channel

을 그림 4-21 와 같이 설치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중성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경수가 채워져 있는 상태의 냉중성자원 설치공에서

activation foil과 Au wire를 조사(irradiation)한 후 고속중성자(fast neutron), 열외중성자

(epithermal neutron), 열중성자(thermal neutron) 속(flux)을 측정하고 Monte-Carlo 기법에

의해 spectrum 을 계산하여 normalize 한 후 중성자 에너지 영역별 flux 를 계산하여

측정 결과와 비교한다. 그리고, γ-양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냉중성자원 설치공에 IC-Gray chamber 를 조사한 후 그때 발생된 전류의 분포를 측

정하고, 열량은 ionization 전류에 비례하므로 PNPI 에서 만든 γ-에너지에 따른 K-

factor 를 곱하여 열량을 구하고 Monte-Carlo 기법을 사용한 MCU code, MCNP-4A 

code 및 venture code 에 의해 구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

code 에 적용되는 중성자속과 γ 분포를 보정하여 MCNP 계산 factor 를 보정하여 실

제 설계 모델에 적용하여 발열량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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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냉중성자원 설치공에 설치된 dry experimenta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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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Dry experimental channel이 설치되고, platform guide에 고정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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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중성자원 설치공에서의 발열량 측정시기의 하나로 환경을 기술하면 하나로

노심 구조도에서 냉중성자원 설치공과 측정 당시의 원자로 출력을 측정하기 의하여

방사분석장치 시험공인 NAA1 공을 사용하였고. 측정은 하나로의 6-3 주기 초에 실

시되었다. 그림 6-22는 하나로의 6-3주기의 핵연료 배치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22 6-3주기의 핵연료 장전 배치도

OR(1~8) : 외부노심 F (01~20) : 핵연료집합체
S(1~4) : 운전정지봉 C(1~4) : 제어봉      KFH : 36 봉 집합체

KFC : 18봉 집합체  DH : Dummy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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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C-Gray Chamber를 이용한 γ 열량 측정

여기서는 IC-Gray chamber 의 설명과 이를 이용하여 냉중성자원 설치공에서의 측

정 방법, 절차, 내용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γ-양자에 의해 발생되는 열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quasi-adiabatic calorimeter 를 사용하는 기법과 Bragg-Gray 이온전리

함(ionization chamber)인 IC-Gray chamber를 사용하는 두 가지가 주로 사용된다. 공동

연구 수행기관인 러시아의 PNPI 에서는 10-2~4 W/g 범위와 4%의 오차 내에서 열량

을 측정할 수 있는 quasi-adiabatic calorimeter와 10-6~10 W/g 범위 내에서 열을 측정할

수 있는 그림 4-24 와 같은 IC-Gray chamber를 개발하였다. Quasi-adiabatic calorimeter

는 WWR-C(Obninsk, 러시아), WWR-M(Gatchina, 러시아), EWA-10(Sverk, 폴란드) 등의

연구로에서 다른 calorimeter 들과 함께 비교 평가하여 그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IC-

Gray chamber 에 대하서는 그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WWR-M 연구로에서 quasi-

adiabatic calorimeter와 함께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IC-Gray chamber는 calorimeter보

다 정확성은 떨어지지만(오차 범위 15%), 측정범위가 넓고 실험의 편리성이 입증되

었다. 본 실험에서는 γ-양자에 의해 발생되는 열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IC-Gray 

chamber를 사용하였다.  IC-Gray chamber는 γ-양자에 의해 내부에 있는 전극에서 전

류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며, 이 IC-Gray chamber 에 pico-ammeter 를 연결하여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IC-Gray chamber 는 그림 3-2-15 와 같이 원통형 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가 70 mm 외경이 18 mm이고, 0.5 mm두께의 알루미

늄으로 제작되었다. 내부에는 외경이 15mm이고, 내경이 6.6 mm인 즉, 4.2 mm 두께

의 실린더형  external electrode과 직경이 5 mm인 원통형 central electrode가 있으며,

external과 central electrode 사이에는 0.8 mm두께의 실린더형 공기층이 존재한다. 또

한 pico-ammeter 로의 연결을 위한 두개의 단자가 위쪽으로 설치되어있으며, rubber 

lining, 플라스틱의 일종인 floroplast-4 재질로 제작된 isolator들로 구성되어있다. Pico-

ammeter 는 IC-Gray chamber 에 연결되어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pico-

ammeter의 전류측정 범위는 10-14 ~10-6 A이다. 그림 4-23는 pico-ammeter의 설치 상

태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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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Pico-ammeter의 설치 상태

그림 4-24 IC-Gray chamber 

1,2 : Central and External Electrodes 
3 : Security Electrode; 
4,5,11 : Isolators,6 : casing 
7 : Cover; 8 : Rubber Lining 
9, 10 : Remo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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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절차에 의하여 측정한 전류값은 다음 그림 4-25 와 같다. 이때 높이가 0 인

것은 dry experimental channel의 바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냉중성자원 설치공

의 바닥으로부터 약 2.5 cm정도 위 부분과 일치한다. 측정은 115 cm 까지만 수행하

였다. 그 이유는 냉중성자원 설치공의 높이가 120 cm 이며, 이 설치공의 맨 윗 부분

5 cm에는 flange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15 cm까지만 측정하여도 결과를 산출하

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림 4-25 측정 높이에 따른 측정값의 변화

나. Activation Foil을 이용한 중성자속의 측정

 Activation foil 및 wire 는 냉중성자원 설치공에서의 열중성자(thermal neutron), 열

외중성자(epithermal neutron), 속중성자(fast neutron)의 속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

다. 실험에서 사용된 그림 4-26 과 같은 activation foil 들은 Fe, Co, Ni, In 및 Au 이다.

이들 중에서 Fe, Co 그리고 Au foil 들은 1 mm 두께의 Cd(Cadmium)를 입힌 것과 입

히지 않은 것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8 개의 Foil 이 사용되었다. 이 8 개의

foil 들은 그림 4-27 와 같이 Ni 선으로 만든 activation wire 의 하단부분으로부터 70 

cm 길이 안에 균등한 간격으로 부착하였고,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foil들이 부

착된 중간 위치가 core 의 중심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activation wire 는

dry experimental channel 에 삽입이 용이하도록 끝부분에 추를 설치하였다. 냉중성자

원 설치공에서의 조사를 위한 activation foil 들은 dry experimental channel 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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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고, NAA1 hole에서의 조사를 위한 Foil들은 NAA tube에 고정하였다. 그리고

두 실험공에 설치된 두 foil들은 동시에 조사되도록 하였다.

                    그림 4-26 Activation Foils 

       

그림 4-27 Activation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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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il 에 의한 측정이 끝난 후 gold wire 를 냉중성자원 설치공에서 삽입하여 100 kW

에서 10 분간 조사시킨다. 조사후 1cm 간격으로 계수율을 측정하고 3 군데에서 wire

를 잘라 열중성자속 절대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수율을 측정한다. Gold wire 의 각

부분에 대한 열중성자속은 1 cm 간격으로 측정한 gold wire 의 측정 결과를 조사후

시점의 방사능으로 환산한 후에 이를 절대값을 계산한 위치의 방사능과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Gold wire 는 그림 4-27 와 같은 형태로 foil 이 달려 있지 않다. 조사된

foil과 wire의 스펙트럼을 생성하기 위하여 그림 4-28과 같은 ORTEC spectrometer를

사용하였다. ORTEC spectrometer 의 모델은  Gem-25-185-P 이며, 이것의 정밀도는

60Co(Eγ=1.33MeV)= 1.67 keV (amplifier time constant = 6 ms)이다.

그림 4-28 ORTEX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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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중성자원 설치공과 방사분석장치 시험공인 NAA1 에서의 activation foil 에 의한

측정은 3 회에 걸쳐 수행하였다. 이때 높이가 0 인 것은 냉중성자원 설치공의 경우

dry experimental channel의 바닥을 의미하며, NAA1의 경우 조사공의 바닥을 의미한

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ry experimental channel 의 바닥은 냉중성자원 설치공

의 바닥 보다 약 2.5 cm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

5. 분 석

가. MCU Code에 의한 Heat Load 계산

본 절에서는 Monte-Carlo 기법을 사용한 MCU code 를 사용하여 중성자와 γ-선의

spectrum들을 3차원상에서의 계산한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Monte-Carlo기법은 계

산을 위하여 정확한 형상의 자료를 입력하였다. MCU code 는 러시아의 Kurchatov 

Institute of Atomic Energy 에서 개발하였으며, 이것은 verification/validation 의 절차를

만족시킨 code 이다. 냉중성자원 설치공에서의 측정과 MCU code 에 의한 발열량의

계산결과는 표 4-11 에 나타나 있다. 계산과 측정은 냉중성자원 설치공의 중심축과

노심의 중앙높이에서 수행되었다. 냉중성자원 설치공에서의 γ-양자의 평균에너지 값

은 0.982 MeV이다.

   표 4-11 에서 보듯이 측정한 값과 MCU code 를 사용하여 계산한 값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각 냉중성자원 설치공의 축방향과 높이에 따른 열중성자, 속중성

자, 그리고 γ-양자에 의한 열 분포를 나타내는 분포곡선에서는 최대값을 냉중성자원

설치공의 중앙부분에서 축을 따라 바닥으로 약 10~15 cm 만큼 이동하여 최대값이

냉중성자원 설치공의 중간에서 나타나도록 하였다. 감속재용기 모형에서의 MCU Code에

의한 계산 결과는 실제 설계에 적용될 냉중성자원 감속재용기 모형에 대한 중성자

속과 γ-선에 의한 발열량의 계산 결과는 표 4-11 와 같다. 감속재인 액체수소에서의

발열은 중성자의 충돌과 γ-양자에 의해서 발생한다. 측정은 냉중성자원 설치공의 가

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외부노심인 OR5공에는 핵연료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

서 수행되었다. 만일 이 OR5공에 18봉 핵연료집합체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중성자

에 의한 발열량이 약 2배 정도 증가될 것이다.

나. MCNP Code에 의한 발열량 계산

  Monte-Carlo기법을 이용한 MCNP code의 최신본인 MCNP-4A code에 의해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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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발열량에 관하여 기술한다. 이 MCNP-4A code 를 사용하여 계산할 때 ENDF/B-

6[8]의 nuclear cross section data library 를 이용하였다. 냉중성자원 설치공에서의

MCNP-4A 에 의한 계산 결과 실험에 사용된 모델에 대하여 측정값과 MCNP-4A 

code 에 의해서 계산된 설치공 중앙에서의 중성자속과 γ-열량 계산결과는 표 4-11 과

같다. 냉중성자원 감속재용기 모형에 대하여 MCNP-4A code 를 사용하여 중성자와

γ-선에 의한 발열량의 계산 결과는 표 4-11 과 같다. 이 계산은 냉중성자원 설치공이

비어있는 상태이며, 감속재 용기에는 액체수소가 들어있는 상태에서의 계산을 의미

한다.

다. 분석 결과

개념설계시에 제시되었던 발열량과 이번의 실험에서 측정되고 MCU code 와

MCNP-4A code에 의해 분석된 자료는 다음 표 4-11와 같다. 표 4-11의 첫번째 열에

는 측정값이, 두번째 열에는 개념설계 시에 제시되었던 값이, 세번째와 네번째 열

에는 실험에 이용된 냉중성자원 모델을 대상으로 경수가 채워져 있는 상태의 냉중

성자원 설치공에서 MCNP-4A와 MCU code에 의해 계산된 값이, 다섯번째와 여섯번

째 열에는 실제 설계에 이용될 냉중성자원 모델을 대상으로 냉중성자원 설치공이

비어 있고 그 내부가 액체수소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다섯번째 열에는

MCU code에 의해 계산된 값이, 여섯번째 열에는 MCNP-4A code에 의해 계산된 값

이 수록되었다. 실험에 사용한 형상에 대하여 중성자속에 대한 결과는 MCNP-4A 

code 와 MCU code 두가지 경우에 모두 측정값과 잘 일치하고 있다. 위표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냉중성자원 설치공에 경수가 채워져 있는 경우와 냉중

성자원 감속재용기 모형에서 MCNP-4A code 에 의해 계산된(3 & 5 열) Φth 과 Φfast에

값은 서로 잘 일치되고 있다. 또한 4번째 행에 나타난 MCNP-4A code와 MCU code

에 의한 q(γ)
H2 의 계산 값이 서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3 번째 행에 나타난

MCNP-4A code 에 의해 계산된 q(γ)
Al  값이 측정 값보다 4 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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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발열량 분석결과의 비교

1 2 3 4 5 6 

구 분

측 정 값 개념설계
실험계산

(MCNP-4A) 

실험계산

(MCU)

CNS 모델계산

(MCNP-4A) ※
CNS모델계산

(MCU)

열중성자 flux 

Φth,  (E<0.625 eV) 

n/cm2⋅s⋅MW 

(1.64±0.08) x 1012 - (1.64±0.08) x 1012 (1.8±0.1)x1012 (4.0±0.2) x1012 (3.9±0.2) x1012

속중성자 flux 

Φfast  (E>1 eV) 

n/cm2⋅s⋅MW 

(2.1±0.3) x1010 - (2.02± 0.34) x1010 (2.3±0.2) x1010 (3.6± 0.2) x1010 - 

냉중성자원 감속재용기인

알루미늄에서 γ-양자

에 의한 발열량

q(γ)
Al   W/g⋅MW 

(4.5±0.2) x10-3
9.7 (8.3) x10-

3
(8.7± 0.4) x10-3 (2.5±0.2) x10-3 (7.9±0.2) x10-3 (6.5±0.1) x10-3

냉중성자원 감속재인 액체

수소에서 γ-양자에 의한

발열량

q(n)
H2   W/g⋅MW 

-
1.2 (1.7) x10-

2
- - (1.4± 0.2) x10-2 (1.7±0.2) x10-2

※Core의 중심을 (x,y,z)=(0,0,0)라고할 때 CNS모델에서의 계산위치는 (x,y,z)=(-30.46 cm, 35.81 cm,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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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증

측정 결과를 비교 및 검증 하기위하여 VENTURE code 를 이용하여 열중성자속에 대하여 계산

량을 구했다. 열중성자속에 대한 VENTURE code 계산시 노심 계산 모델에서 CNS공의 계산 격

자구조는 그림 4-29과 같다.

그림 4-29 냉중성자원 설치공의 VENTURE 계산 격자 구조

격자와 격자사이는 약 1.156 cm이고 그림에서 가운데 작은 원이 내경 2.5 cm, 두께 0.5 cm의

알루미늄관을 그려 넣은 것이다. 계산모델에는 알루미늄관은 없고 냉중성자원 설치공에 전부

물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육각형 격자 안에 숫자는 VENTURE 에서 계산한 냉중성자원

설치공에서 평균 열중성자속을 1.0 으로 하였을 때 육각형 격자에서 평균 열중성자속의 값이

다. 그림 4-30은 Gold, Ni foil의 조사후 시점에서의 방사능 값과 Gold, Ni wire를 사용해서 측

정한 열중성자속, VENTURE 의 열중성자속 계산 결과를 토대로 축방향 분포를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Gold wire와 VENTURE로 계산한 중성자속 분포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측정시 Gold wire 를 삽입할 때 위치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원자로

0.450.520.64 0.40 0.37

0.450.490.560.66

0.52 0.43 0.38 0.34

0.71 0.62 0.55

0.44 0.3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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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계산 모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Foil에 의한 측정도 측정시 그 위치가 정

확치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위치에 대한 오차는 중성자속 절대값 비교시 문제가 된다.

그림 4-30 중성자속 분포 비교

  VENTURE 계산과 Gold wire 를 조사하여 측정한 값을 비교하면 계산값이 30% 정도 낮게 예

측하고 있다. 이는 VENTURE 계산은 냉중성자원 설치공이 전부 물로 차 있는 것으로 가정하

고 계산하였으며, 알루미늄 내경 2.5cm 영역에서 평균한 열중성자속을 구한 것이다. 실제 실험

은 알루미늄 파이프가 CNS 공에 박히고 파이프 내부는 공기로 차 있다. 표 4-12 는 노심 가운

데로부터 9 cm 위에서의 중성자속 측정값과 MCNP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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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노심가운데에서 9 cm 위에서의 중성자속

Measurement 
구 분

Au Foil Au Wire 
MCNP

열중성자(2,200 m/s) 

average

(1.64 0.08)x1012 

1.85x1012

1.73x1012 

1.95x1012

1.24x1012(0.0289)d

속중성자(E>1MeV) (2.1 0.3)x1010 - 1.54x1010(0.2333) 
d Fractional standard deviation 

위 표에서 열중성자속 측정값은 2,200m/sec 에서의 핵반응 단면적을 이용하여 구한 중성자속

이고 계산값은 E>0.625eV 의 중성자속 이므로 2,200m/sec 중성자속에 /2 를 곱하여 구한 열

중성자속을 계산값과 비교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MCNP 가 측정값을 30~40 % 정도 낮

게 평가함을 볼 수 있으며, MCNP와 VENTURE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 4-31과 4-32

은 축방향 열중성자속 분포를 MCNP 결과와 비교한 것으로 각각 절대값과 상대값을 비교한 것

이다. 절대값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상대분포는 잘 일치하고 있다. 하나로 성능시험 중 열 및

고속중성자속 측정, NAA 에서의 열중성자속 측정 등의 결과를 MCNP 계산과 비교한 경험으로

볼 때 열중성자속의 경우 계산과 실험의 차이가 10~15 % 이내였다. 일반적으로 Au foil 이나

wire 로 측정한 열중성자속은 비교적 정확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냉중성자원 설치공에서의 열중

성자속 측정결과와 계산의 차이는 조금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 원인으로는 실험시의 원자로

출력값에 대한 오차가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MCNP 계산 결과를 절대값으로 환산할

때 사용한 인자(normalization factor)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IC-Gray 로 측정한 감마발열량은 노심 중앙 높이에서 9 cm 되는 곳에서
Alq 4.5x10-3

Watt/gm-MW이고, MCNP로 같은 위치에서 구한 Al에 대한 발열량은
Alq 7.1x10-3(fsd=0.0369) 

Watt/gm-MW 였다. MCNP 감마값은 지발(delayed)감마에 의한 영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경

험에 의하면 지발 감마선에 의한 영향이 냉중성자원 감속재용기의 설치위치에서는 MCNP 로

구한 감마값의 20 % 이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33 는 IC-Gray 로 측정한 전류와

MCNP 로 구한 감마발열량의 축방향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쪽

에서는 분포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지만 아래쪽에서는 측정값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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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1 축방향 절대 열중성자속 분포

                  그림 4-32 축방향 상대 열중성자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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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축 방향 γ 발열량 분포

감마발열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로 H 의 (n, γ)capture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2.23 MeV 감마를

IC-Gray가 측정하지 못하였고, IC-Gray가 0.662 MeV의 감마에 calibration 되었으나 냉중성자원

설치공에서의 감마에너지(평균 1MeV, H(n, γ) 2.23 MeV)에 대한 calibration factor에서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4-34 에 감마에너지에 따른 IC-Gray 의 calibration factor 가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는데 2 MeV 이상 감마의 calibration factor는 0.662 MeV 감마의 calibration factor 보다 20%정도

높다. 여기서 이 에너지는 K factor 값으로 4104.7  W/g 와 동일하다. 따라서 감마발열량의 차

이가 발생된 주된 이유는 2.23 MeV 감마를 측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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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γ 에너지에 따른 K-factor 

6. 결 론

   중성자속 측정결과와 MCNP 계산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범위에 든다고 할 수 있지만, 두 번

의 실험과 계산에 있어서 계산값이 모두 약간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계산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마발열량에 대한 측정과 계산 결과에는 50%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감마발열량 측정은 많은 경우 1.5~2 배의 차이가 나는 실험결과 들이 있기 때문에 본

실험의 결과도 신뢰성을 가진것으로 평가된다.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IC-Gray 챔버의 보정

을 재수행하여 재측정을 하거나, MCNP 계산결과를 CNS 설계에 이용하는 방안이 추천된다. 계

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발 감마선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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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Freon-113을 이용한 열사이펀 실험

1. 서 론

냉중성자 산란 실험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낮고 파장이 긴 냉중성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냉중

성자원(Cold Neutron Source; CNS) 장치를 원자로에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원자로심 중수 탱

크내의 온도에 대응하는 맥스웰 분포를 가진 열중성자를 감속재인 액체 수소 층을 통과시켜,

약 20 K 의 온도에 대응하는 맥스웰 분포를 가진 에너지가 낮은 냉중성자로 바뀌게 하는 것이

다. 여기서, 중수 탱크 내에 설치된 감속재 용기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액체 수소는 항상

핵 발열과 진공 단열조로부터의 투입 열에 의해서 가열되기 때문에(하나로의 경우는 약 900 W

정도로 추산됨[1]), 액체 수소는 항상 비등하여 증발하게 된다. 이때 핵 발열을 제거하면서 항

상 일정량의 수소를 감속재 용기 내에 유지하여야만 높은 속(flux)을 가진 냉중성자를 안정하게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감속재 용기에서 발생한 증발량에 상응하는 액체 수소를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중관식 열사이펀이다. 열 사이펀은 액

체에 열을 가하여 증발시켜 주는 감속재 용기와 증발된 기체를 응축하는 응축기, 기체와 액체

의 유동을 분리해 기체의 상승과 액체의 하강을 순조롭게 해주는 이중관식 단열관으로 구성되

어 있다. 열사이펀 내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이상 유동이 존재하게 된다. 하나로

원자로에 설치되는 냉중성자원의 열사이펀 내에서 복잡한 이상 유동이 공존하여 순환하기 떄

문에 유동 상태를 파악하고, 열전달 한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해석이나 수치 해석이 아

닌 실제 실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설치될 열사이

펀 회로와 거의 같은 치수와 형상을 가지는 모의 실험장치를 이용한다. 열사이펀은 내부 유동

의 관찰이 가능한 유리제로 제작하고, 콘덴서의 냉각수로는 물을 사용하고, Freon-113을 열사이

펀관의 순환 유체로 하여 실온에서의 모의 실험을 수행한다. 모의 실험을 통해 열사이펀 회로

에 충전하는 충전액량(Vf)과 감속재 용기에 가한 열부하(Qi)를 주요 변수로 해서 열사이펀 내에

서 유체의 열·유체역학적 거동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가. 실험 장치

전체적인 실험 장치 및 장비의 개략도는 그림 4-44 와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계

는 액체 Freon-113 으로 충전되는 감속재 용기(1), 감속재 용기에서 증발한 Freon-113 기체의 상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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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실험 장치 및 장치 개략도

과 응축기에서 액화한 액체 Freon-113 을 감속재 용기까지 전송해 주는 이중관식 열사이펀(2),

Freon-113 을 응축시키는 응축기(3), 냉각수 공급 및 순환 장치(물 공급 탱크 & 항온조(4), 유량

계(11), 순환 펌프(10)), 계 내의 온도 및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비(열전대(19), 압력계

(18), 12 타점식 & 3 pen-type 기록계 등), Freon-113을 주입하기 전에 계의 진공을 유지하기 위한

진공펌프(16), 그리고 전체적인 계를 지탱하기 위한 지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제반 기기

의 동작은 제어판(15)을 통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감속재 용기에서 증발한 Freon-113 기체(1 기압에서 비등점 48 oC)가 상승 중에 열사이펀 관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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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온이면 주위에 열을 빼앗겨 액화해 버리기 때문에, 열사이펀 관 주위를 항상 48 oC 로 유

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크릴제의 보온후드를 이중 전열관 주위에 덮었다. 보온후드(13) 

내의 항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 kW 용 열선이 포함된 열풍기를 사용하였다. 이 열풍기의

출구는 보온 후드가 시작되는 응축기의 바로 밑에 연결하고, 입구는 감속재 용기를 싸고 있는

아크릴 통에 연결하여 닫힌 순환계가 되도록 하였다. 보온후드 내에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

전대는 감속재 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통 바로 위에 부착하여 on/off 식 제어기를 사용하여 보온

후드 내의 온도를 47 ~ 49 oC사이가 되도록 하였다.

열사이펀 관 및 감속재 용기는 내부의 양태를 관측하기 쉽도록 유리제를 사용하였다. 감속재

용기는 직경이 80 mm이고, 부피가 1.0리터가 되는 원통형 용기를 사용하였다. 이것을 감고 있

는 밴드 히터의 열용량은 최대 1.8 kW이다. 열사이펀을 채울 수 있는 최대 충전 액량(Vf)은 5.1

리터이다. 이중관식 열사이펀의 경우는 Ain/Aan = 0.2 ~ 0.3일 때, 단관에 비해 열전송량이 최대로

증가한다는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2-3]. 여기에 NIST(Ain/Aan = 0.246)에서 설계한 값을 참

조하여 하나로의 상황에 맞게 내관(di = 12.6 mm 1.2t)과 외관(do = 28.6 mm 1.7t)의 직경을 정하였

다(Ain/Aan =0.245). 본 연구에서는 열부하(Qi)와 충전 액량(Vf)를 바꿔가면서 계 내의 압력과 온

도를 측정하여 열사이펀 내의 유동특성을 알아보았다.

나. 실험 방법

1) 내관의 출구 위치를 조절한다(스프링으로 고정)

2) 열풍기를 가동해 보온 후드 내의 온도를 약 48 oC로 맞춘다

3) 열사이펀 내를 진공펌프로 진공상태로 만든다

4) Freon-113을 열사이펀에 충전한다. 이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콘덴서의 유량을 조정한다

6) 감속재 용기를 감은 밴드 히터에 전기를 흘려 용기를 가열한다

7) 콘덴서 냉각수의 유량 및 온도를 조정해서 열사이펀 내의 압력이 1.0 kgf/cm2이 되도록 한다

8) 열사이펀 유체의 온도, 압력 등이 일정한 값에 도달한 후에 용기 내의 액체 레벨, mixture 레

벨, 온도, 압력 등을 잰다

9) 열부하 및 충전 액량을 변화 시켜가면서 순서 “8)”을 반복한다. 충전 액량을 변경할 때는 열

사이펀 내의 압력이 1.0 kgf/cm2 이하가 되도록 열부하 혹은 냉각수를 조정하면서 액을 보충한

다. 그리고, 액을 충전하는 도중에 공기가 유입되어 열사이펀 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졌다고 판단될 때는 감속재 용기의 열부하를 높게 하여 계 내의 압력을 대기압보다 높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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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응축기의 뚜껑 부분에 부착된 밸브를 열어 계 내의 공기를 빼낸다. 그리고 나서 위의 과정

들을 반복한다.

10) 충전 액량 800 ~ 4900 cc에 대해서 열부하를 1800 W까지 변화 시켜가면서 실험한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림 4-45는 감속재 용기에 가한 열부하(Qi)와 열사이펀 내에 충전한 Freon-113의 충전 액량

(Vf)에 따른 열사이펀 내의 Freon-113의 유동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유동 영역이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열사이펀 관 중에 경사관이 시작되

는 곡관부에 부착된 압력계(P2)로 읽혀진 압력 변동 값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였다. 여기서, 영

역 I(regime I)은 P2가 0.05 (kgf/cm2) 이하인 경우로 안정 유동 영역(stable flow regime)이라고 부

른다. 영역 II(regime II)는 P2가 0.05(kgf/cm2) 이하인 경우 중에 특히 flooding과 dryout 현상이

일어나는 드라이 아웃 영역(dryout flow regime)이다. 영역III(regime III)은 0.05 <  P2 < 0.15인 경

우로 약한 맥동 유동영역 (weak oscillating flow regime), 영역 IV(regime IV)는 0.15 <  P2 < 0.30

인 경우로 중간 맥동 유동 영역(moderate oscillating flow regime), 영역 V (regime V)는 0.30 <  

P2인 강한 맥동 유동 영역(strong oscillating flow regime)이다. 마지막으로, 영역 VI(regime VI)은

존재하던 맥동이 사라져 P2가 영역 I과 같이  0.05 이하가 되는 재안정 유동 영역(restablized 

flow regime)이라고 부른다.   영역 I은 충전 액량(Vf < 2.0 리터)과 열부하(Qi < 800 W)가 비교적

작은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4- 46은 영역 I에 해당하는 Vf = 1.0 리터인 경우에 대해서, Qi의 증가에 따른 응축기의 출

구 온도와 응축기 뚜껑 부분에서의 압력 변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조건하에서, 열사이펀

관내의 유동은 주기적인 맥동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고정된 Qi에 대해서 압력 변동이 거

의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영역에서는 Qi가 증가할수록, 계 내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점점 높아져 감을 알 수 있다.(그림 46(a) ~ (e) 참조).  이중 열사이펀 내의 유동 거동을 보면,

Qi가 500W까지는(그림 4-46 (a)에서 (e)까지) mixture가 감속재 용기 내에만 머물러 있고, 발생된

기체는 외관을 따라 상승하여 응축기에서 응축되어 내관으로 하강하여 다시 감속재 용기에 채

워지게 되는 전형적인 열사이펀 순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는 그림 4-46 (a)~(e)에서

볼 수 있듯이, 응축기의 출구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즉, 응축기의 전달 열량이 거의 변화

되지 않고 일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범위에서 외관으로도 미량의 액체가 하강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Qi가 500W(그림 4-46(e))에서부터 내관과 외관에 동시에 mixture가 형성되

기 시작하는데, mixture의 레벨은 내관쪽이 외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Qi가 증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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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감속재 용기에서 증발된 기체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관과 외관의 mixture의 레벨은 점

점 더 높아지게 되고, Qi = 600W(그림 4-46(f)) 근처에서 외관의 mixture의 레벨은 낮아지고 내관

의 레벨은 더 상승하였다. 이것은 감속재 용기의 압력이 높아져 외관으로 상승하던 기포가 갑

작스럽게 내관을 통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어느 순간에 압력이 급

상승하게 되고, 이에 맞춰 응축기의 출구 온도도, 많은 양의 기체가 응축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어 응축기의 전달 열량이 순간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때 내관으로 흘러 내리던 액체가

위쪽으로 딸려 올라가게 되는 플러딩(flooding)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외관으로의 기

포의 상승이 거의 없어지게 되어 외관에 존재하던 mixture의 레벨은 점점 낮아지고, 외관은 거

의 액체로 채워지게 된다. 결국 감속재 용기에 채워져 있는 액량이 갑작스럽게 상당히 줄어들

게 되는 드라이아웃(dryout)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적으로 Kumai 등[3]의 결과

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영역 II는 이러한 드라이 아웃이 일어나는 영역이다. 드라이 아웃은 대체적으로 충전 액량이

작을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본 실험에서도 충전액량이 1.5 리터 이하일 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드라이 아웃이 일어나는 경계를 보면(그림 4-45), 충전 액량이 증가할수록 드

라이 아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입력 열부하도 점점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4-47는 충전 액량이 2.1 리터인 경우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는 Qi = 100W에서

부터 맥동 성분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맥동의 메커니

즘에 의한 맥동이 아니라 간헐적인 큰 기포의 상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림 4-47(a)에서 볼

수 있듯이, 맥동의 주기가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Qi를 더 증가시키면 외관에서 기포의

상승에 의한 mixture가 형성되고 동시에 내관으로도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가진 큰 기포 기둥이

상승하기도 한다. Qi가 증가함에 따라서 맥동 주기가 감소하다가 최소값(그림 4-47(e), Qi = 

900W)을 지나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사이펀 내에서의 압력의 변동 폭이 Qi가 증

가함에 따라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응축기의 출구 온도도 이것에 동조

(synchronization) 되어 Qi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히 높은 진폭을 가지는 맥동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8는 충전된 액량이 3.1 리터 일 때, 감속재 용기에 가한 열부하의 변동에 따른

응축기에서의 압력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Qi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천이 과정을 거쳐

재안정화 상태에 도달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먼저 Qi = 200 W인 경우에 해당하는 그림 4-

48(a)에 관심을 집중해 보자. 이것은 본 열사이펀 계에서 일어나는 있는 맥동 유동 상태에서의

전형적인 압력 변동 상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경우에 맥동이 일어나는 기구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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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8(b)는 먼저 Qi = 400 W인 경우인데, 그림 (a)와는 다른 압력 변동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더 잔잔한 기포가 외관을 통해서 안정되게 상승하고 응축되어 액체가 내관을 

통해서 안정되게 하강하는 시간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충전 액량이 증가할수록 더 잔잔

한 기포가 형성되는데, 이는 충전 액량이 증가할수록 감속재 용기 내의 정압(static 

pressure)이 높아져, 생성된 기포가 큰 기포로 성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Qi = 

850 W(그림4-48(g))일 때는 완전히 압력 변동이 작은 재안정 유동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4-45 Vf와 Qi에 따른 유동 영역 특성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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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Qi에 따른 응축기의 출구온도(To)와 압력 변동(P3). Vf = 1.0리터.

그림 4-47 Qi에 따른 응축기의 출구온도(To)와 압력 변동(P3). Vf = 2.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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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Qi에 따른 응축기의 출구온도(To)와 압력 변동(P3). Vf = 3.1리터

.

그림 4-49 충전액량과 열부하에 따른 감속재 용기 내의 액레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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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는 감속재 용기에서 지속적으로 작은 기포가 형성되고, 이 기포는 외

관을 따라서 안정되게 상승하고 응축되어 내관을 통해 감속재 용기를 재충전하게

된다. 재안정유동에 도달하고 나서는 열부하를 증가시킴에 따라 계 내의 압력이 더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충전 액량이 더 많은 경우의 유동 거동 특성은 Vf = 3.1리터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46-4.48 에서 볼 수 있듯이, 맥동이 존재하는 영역은 대략적으로 볼 때, 1.5 

< Vf < 4.7 (liter)이다. 여기서, 충전 액량이 대략 2.9 리터 이하의 경우는 각각의 충전

액량에 대해서 감속재 용기에 가하는 열부하를 증가 시킴에 따라 맥동의 진폭이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충전 액량이 3.1리터 이상의 경우는 열부하가 작을

경우는 맥동의 진폭이 작다가 열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맥동의 진폭이 더 증가하지

만, 어느 값 이상을 넘어서면 다시 유동이 안정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영

역은 앞에서 보았듯이, 재안정 유동 영역(restablized flow region)이라고 부른다.

그림 4-49은 고정된 충전 액량에 대해서, 감속재 용기에 가하는 열부하의 증가에

따른 감속재 용기내의 액체 레벨(liquid level)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액체 레벨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용기의 옆면에 부착된 모세관의 수두 변화를 통해 기록할 수

있다. 각각의 데이터는 변동의 평균값으로 했고, 데이터에 그려진 수직바는 액 레벨

의 수직 변동 폭을 나타낸다. 그림 4-49(a)는 충전 액량이 1.0 리터인 경우에 해당한

다. 열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용기 내의 액 레벨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드라이 아웃이 일어나기 전에는 액 레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이것은 열부하를 증가시킴에 따라 열사이펀 관 내의 압력이 상승하는 앞

의 결과와 물리적으로 일치하는 현상이다. 그림 4-49(b)는 충전 액량이 1.5 리터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도 그림 4-47의 결과와 같이, 열부하가 600 W보다 작은 경

우에는 안정 유동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기 내의 액 레벨의 변동은 거의 없고

열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액 레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부하가

600W 이상에서는 특정한 주기를 가진 맥동 유동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감속재 용기

의 액 레벨도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맥동이 일어나는 범위에서는 열부하를 증

가시킬수록 변동의 폭이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Qi = 1600 W에서는

드라이 아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액 레벨이 줄어드는 대신

에 액 레벨의 변동 폭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그림 4-49(c)는 충전 액량이 2.3 

리터인 경우인데, 열부하가 최대인 1800 W 근처에서도 여전히 맥동 상태로 남아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림 4-4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열부하

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액 레벨의 변동 폭이 넓어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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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 수 있다. 반면에, 맥동이 일어나는 영역에서는 액 레별의 평균적인 위치는

열부하가 증가하더라도, 안정 유동 영역의 경우와는 달리(그림 4-49(a)와 (b)를 참조),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는다. 그림 4-49(d), (e), (f)는 재안정유동영역이 존재하는 경

우들이다. 이들 경우에서도 맥동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액 레벨의 평균적인 감소

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지만, 열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진폭이 커지게 된다. 그

러나, 충전 액량이 작은 그림 4-49(b)와 (c)에 비해서 맥동 진폭을 상당히 작음을 알

수 있다. 재안정 유동 영역에서는 충전 액량이 작고 가한 열부하가 작은 경우에 일

어나는 안정 유동 영역과 마찬가지로 액 레벨의 변동폭은 아주 작게 나타났다. 여

기서, 재안정유동 영역은 충전 액량이 많을수록 더 작은 Qi값에서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림 4-4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4. 결 론

냉중성자원 장치의 열사이펀 모의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가. 열사이펀 내의 유동현상은 충전 액량과 감속재 용기에 가하는 열량에 따라 안정

유동영역, 맥동 유동영역, 재안정 유동영역, 드라이아웃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나. 충전 액량이 많을수록 맥동 진폭은 줄어들었고, 재안정 유동영역에 빨리 도달한

다.

다. 충전액량이 많을수록 감속재 용기 내의 액체 레벨이 높아진다.

라. 맥동 유동영역에서는 입력 열부하에 따라 주기의 최소값이 존재하고, 이 최소값

이 되는 입력 열량은 충전 액량이 많을수록 줄어든다.

* 제 2 절의 연구는 JAERI –M-87-006 과 JAERI –M-89-
114 를 기초로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위탁연구과제로 수

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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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냉중성자 수직공 측정

1. 개 론

냉중성자원 수직공(CN 공이라 함.)에 냉중성자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CN 공과 진

공용기 사이의 경수층(water film)을 가장 얇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진공용기를 설계

해, 냉중성자원을 통과한 냉중성자가 최대의 이득(gain)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진

공용기를 포함한 냉중성자원의 유지가 용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진공용기 설계 고

려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림 4-50 과 같은 CN 공의 안지름 및 두께를 측정하였

다. CN공 형상측정의 문제점은 첫째, CN공 형상측정 부위가 수심 12 m 물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 둘째, CN공은 이미 원자로가 가동되어 방사능구역에 설치되어 있다

는 것이다.

그림 4-50 가동전에 측정한 하나로 냉중성자원 수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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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으로 검토된 사항은 길이 측정용 linear gage 나, 삼점식 내측 micrometer 를

이용한 방식, 여러 개의 모의 진공용기를 제작하여 CN 공에 삽입하는 방식 등이다

(3) .결국은 초음파를 이용한 측정법이 경제성, 정밀성, 방사능 작업면에서도 가장 타

당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측정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측정용 mock-up 을 설계·제작하고, 측정장치 설계에 착수하여 4 축 manipulator 를

맨브리지에 조립한 상태에서 측정실험을 하는 것으로 설계방향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N 공의 두께 및 지름측정을 위한 형상측정장치를 개발하여 센서조립

채널에 2 개의 초음파센서를 조립하고, 초음파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mock-up 실험

및 측정실험을 수행하였다.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CN 공의 두께 및 안지름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설계할 진공용기의 형상, 치수를 구상 하였다. 형상측정장치 및 시스

템측정시스템은 그림 4-51 과 같으며 기계적으로는 받침대, 4 축 manipulator, 측정용

채널로 이루어진 형상측정장치와 USD15 초음파측정장비 2 대, Lecroy 9400 

oscilloscope 2대, Notebook computer의 data acquisition system 및 프린터 등의 측정장비

로 이루어졌다. 형상측정장치의 개요는 하나로 반사체 영역에서 냉중성자를 얻기

위해 마련된 CN공의 형상측정을 위해 그림 4-52와 같은 스텐레스 강으로 제작된 4

축 manipulator 를 설계·제작하여 초음파센서 모듈의 위치를 제어하였다. 이

manipulator 는 받침대위에 올려져 고정되고 스텐레스 강재로 구성된 받침대는 원자

로 맨브리지에 설치되어 체결된다.

그림 4-51 초음파 측정 장비

 Manipulator는 120 cm ×100 cm ×150 cm(가로 ×세로 ×높이) 크기로서 X-Y-Z축

Outside Diameter

Inside Diameter

Outside Diameter

Inside Diameter

Ultrasonic 
Measuring 
Instrument  US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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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핸들이 연결된 특수강의 정밀 볼스크류(4), 부시 그리고 베벨기어에 의해서 스텐

레스강으로 제작된 ㄷ자형 앵글에 조립된 정밀 가이드축을 따라서 4 축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축 manipulator 는 측정용채널을 360˚회전이

가능하면서도 필요할 때 장탈·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측정용채널의 Z 축 방향 이

동상태를 알 수 있도록 steel 자가 부착되었고 측정용채널의 회전각도를 정확히 동

작할 수 있도록 인덱스가 부착되었다.

                         

그림 4-52 초음파 측정 장치 manipulator 

                  
그림 4-53 와 같이 측정용 호이스트는 조립용 슬리브로 용접된 3 m(단 회전채널은

1.2 m)의 5 개의 알루미늄 파이프를 길이방향으로 볼트체결하였다. 외측채널 안쪽으

로 케이블이 센서와 초음파측정 장비를 연결하엿다. 측정용채널 안쪽 내부채널에

조립된 하부지지구(하강제한판)가 그리드 플레이트에 조립되어 기준점 역할을 하면

서, 알루미늄으로 표면이 정밀하게 제작된 안내슬리브는 침니의 CN 공 플랜지에 맞

대면서 4 개의 고정핀이 조립되어, 측정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초음파센서

모듈 조립체는 180˚방향으로 2 개의 초음파센서를 조립하여 바깥쪽채널 하부 끝

단에 용이하게 조립이 되도록 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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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manipulator 측정 호이스트

2. 실험이론

원통형구조물 안에서의 수침 초음파법은 재료의 결함을 탐지하는데 폭 넓게 사용

되고 있다. 특히 수침법은 원통형 구조물의 두께 및 지름을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

다. 수침법에서 초음파신호는 주로 그림 4-54 와 같이 나타난다. S1 및 S2 신호는 센

서에서 CN 공의 내부표면에 반사되는 신호로 이 시간차이는 안지름 측정에 사용되

고, B1 및 B2신호는 CN공의 외부표면에서 반사되는 신호로 두께 측정에 사용된다.

채널 2 센서의 경우는 원통형 구조물의 중심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신호진

폭이 S1은 (1)식과 (2)식에 의해서 B1보다 크다.

                     
SW

SW

ZZ
ZZR               (1) 

SW

W

ZZ
Z

T
2

           (2) 

여기서

ZW = 입사경계면에서의 물질의 음파 임피던스

ZS = 출구경계면에서의 물질의 음파 임피던스

R = 반사된 진폭/ 발생된 진폭

T = 전달된 진폭/ 발생된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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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4 수침 초음파 법을 이용한 측정 방법 및 신호

그러므로 판 두께 T 의 앞면에서 반사된 신호 R 과 뒷면에서 반사된 신호 R1의 진

폭비는 감쇠율를 계산하여 (3)식과 같이 나타난다.

                    TeR
R
R 221 1                      (3) 

위의 식은 수침법을 사용한 CN 공의 안지름 및 두께측정을 위한 S1,‥S2 과 B1‥

B2 신호의 시간측정이 가능할 수 있는 진폭신호를 취득할 수 있다. 원통형구조이기

때문에 mode 변환의 발생은 측정에 오류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

다. 지름과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입사파의 빔 발산을 고려하였다. 두께신호

앞으로 안지름신호가 앞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초음파센서는 벽 표면으로부터 벽

두께의 1/3 이상에 위치시켜야 한다. 그림 4-55의 3개의 mock-up중 ø 100 Zr-4와 ø 

155  SUS mock-up 은 CN 공 측정신호의 calibration 에 사용되었고 모의 CN 공은 측

정절차서 작성, 4축 manipulator의 동작시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Calibration 방법은

1 t

S1

S2
inside diameter 

thickness 

1 B1  B2 

Amp

time

1 > 1/3t 

water 

sensor 2 

sens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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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4 mock-up을 사용하여 S1신호의 진폭을 FSH(Full Screen Height)의 80%에 오도록

조정하고 시간축에서는 B1, B2의 신호들의 시간측정 값이 최소 1 division이상이 나

도록 조정한다.

그림 4-55 초음파 측정을 위한 보정 mock -up 

.

측정정밀도는 (4)식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한 탐촉자의 주파수 파장 1/2 까지 측정의

정밀도를 얻을 수 있으며 10MHz 의 초음파센서를 사용하여 약 0.01 mm 정도까지

측정 가능하였다.

                   sin2d                   (4) 

여기서 λ= 파장, d = 측정정도, θ= 입사각

종파는 액체와 고체에서 잘 전파하며 초음파 입사빔이 CN 공의 안쪽 표면에 접근

했을 때 (5)식에 따라 종파와 횡파로 바뀌면서 굴절되어 입사한다.

              
SLW VVV

sinsinsin
          (5) 

여기서

θ= 입사각, α= 종파굴절각, β= 횡파굴절각

VW = 액체에서의 입사파 속도(m/s) 

VL = 고체에서의 종파 속도(m/s) 

Zr-4

SUS

모의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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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 고체에서의 전단파 속도(m/s) 

초음파 빔의 발산은 (6)식에 의해서 얻어지며 CN 공의 곡률로 인하여 발산각은 입

사각이다.

                 
D

51.0sin             (6) 

여기서 λ= 초음파 파장(m), D = 초음파센서 지름(m)이다. 안지름과 두께를 나타내

는 빔 노점거리는 식(7)과 같이 측정된다.

                  
2
tCS                   (7) 

여기서 S=빔 노점거리(mm),  C=음속(m/s),    t = time of flight 

본 실험에서 빔 산란은 주파수 10 MHz 이고 지름 12 mm 초음파센서의 물에서의

산란각은 4˚이다. 종탄성파의 속도는 주로 물에서는 1,490 m/s 이고, Zr-4 에서는

4,720 m/s 이다. 전단탄성파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종파의 반이다. 결국, (5)식에 의해

서 6°의 횡파와 12°의 종파가 굴절되고 반사된다. 원자로에서의 측정실험형상측정장

치를 맨브리지에 설치하였고, 측정용 호이스트를 원자로 CN 공에 삽입한 후 형상측

정장치와 체결하였다. 초음파측정 장비와 센서케이블을 연결하고, 장비와 센서에

그림 4-56 Ultrasonic signals pattern from CN-holes’s regular surface 

대한 calibration 을 마친 후 실제 CN 공의 형상(안지름과 두께)을 측정하였다. 수

심 12 m 아래 위치에 있는 CN공 형상을 측정하는데 케이블 길이는 20 m이고 증폭

기 없이 신호를 분석가능하였다. 그림 4-56 의 B 와 같이 두께 신호가 나타나고 정

상적인 신호가 존재한다. 맨브리지에 설치된 CN 공 형상측정장치는 수동으로 제어

되며 형상측정방법은 2대의 USD15 초음파장비에 채널 1, 2센서가 연결되어 측정되

고, 센서조립채널의 내부채널 하강제한판이 그리드 플레이트공(centering hole)에 삽

입되어 CN 공 중심을 지지하도록 설치하였다. 종축(L) 및 횡축(W)의 기준은 안지름

및 두께 측정을 위해서 내측채널 하강제한판이 그리드 플레이트에 완전히 삽입된

B1, B2, B3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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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센서모듈의 위치를 종축의 영점으로 하였으며 하나로를 중심으로 하여 남쪽을

회전축 0 도로 횡축기준 영점을 잡았다. 냉중성자원 수직공의 두께측정은 측정용 채

널의 남쪽을 0˚로 하여 기준을 잡고 채널 1 센서를 looking-down 시계방향으로 38

˚위치하였다. 센서조립체에 180˚간격으로 양쪽에 2 개의 초음파센서가 조립되어

있으므로 채널의 회전각도를 20˚간격으로 160˚까지 회전시키면 18 point 에 대한

두께 측정값을 읽어냈다. 그리고 CN 공 수직방향으로는 센서조립높이 45 mm 와 측

정용채널의 원활한 회전을 위하여 CN 공 바닥에서 20 mm 를 높여 CN 공 바닥 65 

mm에서부터 40 mm간격으로 32 point를 측정하여 576 point를 측정하였다.

그림 4-57 Ultrasonic sensor module 

.

그림 4-57과 같은 센서모듈 거리 70 mm와 2대의 초음파장비에서 S1 신호와 S2 신

호사이의 빔거리(sound path)값을 더하여 안지름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두께는 S1 신

호 뒤에 나오는 B1, B2 신호를 이용하여 t(time of flight) 값을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두께측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CN공의 두께값은 3차원으로 나타낸 그

림 4-58에서는 CN공 측정두께의 대부분이 4~6 mm범위에 있으면서 불규칙하게 나

타내고 있으며, CN공에 수평 빔튜브가 용접된 부분은 사각기둥 형태로 나타났다.

7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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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7 3D-Image of CN hole’s thickness 

.

그림 4-58 3D-Image of CN hole’s thick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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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9에서는 그림 4-58의 상태를 자세히 보기위해서 3 차원 그림을 보다 윗쪽

에서 보는 형태로 나타냈다. 대부분이 두께가 4~6 mm로 측정되었다. CN공의 상·

하부의 220~280˚근처에서 4 mm 미만의 두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CN수직공

에 수평 빔튜브가 용접된 후 변형에 의한 굽힘을 보완하기 위해서 boring 가공된

부위이다. CN공 하단에서 550 mm까지 160˚와 340˚부분에서 두께가 6 mm 이상으

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공되지 않은 모재 자체부분이다. 그리고 수평 빔튜브는 ㄷ

자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수평 빔튜브 철판두께가 5 mm 인데 측정간격이 40 

mm 이므로 크기 때문에 한쪽은 측정이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결국, 두께측정에서

최소값은 3.3 mm 로 나타났는데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최소값을 3.1 mm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실험에서 CN공의 지름측정은 두께측정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Fig. 4-59에서와 같

이 반지름 값이 최소 72.2 mm 에서 최대 87.0 mm 로 제작 및 설치에 지나치게 큰

편심 오차를 지니고 있다. 특히 160˚~240˚범위에는 최소 72.2 mm 까지 되는 부분

까지 있어 진공 용기의 삽입 설치시 지름이 ø 144.0 를 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자로에 CN 공을 설치할 때 수평 빔튜브 용접과정에서 CN 수직공이 ø 155.7로 변

형되었는데 향후 CN 공에 냉중성자원을 설치할 때에 어려움을 줄이고자 안지름을

ø 157.0 로 boring 가공되었다. 다음으로는 반지름 측정값을 마주보는 각도에 대하여

서로 더하여 지름으로 환산을 하여 합쳐진 지름값을 펼쳐서 3 차원으로 그린 결과

를 Fig. 4-60 와 같이 나타냈으며 CN 공은 최소 ø 155.8 에서 최대 ø 165.0 까지 측정

되었다. 따라서 진공용기를 설계 제작할 때 CN 공 플랜지의 핀 위치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선행된다면 바깥지름을 ø 155 에 가까운 치수로 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4-59 2D-Image of CN hole’s Inside radi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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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9 2D-Image of CN hole’s Inside diameter 

4. 결 론

측정 부위가 수심 12 m 물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과 방사능 구역이라는 측정의 어려

운 점이 있었으나 하나로의 반사체탱크 내에 구성되어 있는 CN 공에 삽입할 적절

한 진공용기를 설계하기 위한 CN 공의 안지름 및 두께 등의 형상을 측정할 수 있

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CN공의 두께측정 결과 대부분이 4~6 mm임을 알 수 있으며, 최대값은 6.7 mm                

이고, 최소값은 3.3 mm 로 나타났는데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최소값을 3.1 mm 이

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반지름값을 검토한 결과 최소 72.195 mm 까지 측정이 됨으로써 단을 갖지 않

는 진공용기를 삽입 조립 때에는 ø 144.0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CN 공 플랜지의 핀 위치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선행된다면 ø 155.0 에 가까운

진공용기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실제 원자로의 CN 공에 진공용기를 설계·제작하여 삽입한 후 체결을 하고

물두께(water film) 등을 측정하여 적절한 진공 용기를 재설계함으로써 gain 이 높

은 냉중성자의 추출이 가능할 것이다.

* 제 3 절의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KAERI/TR-1261/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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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ayout 

제 1 절 개 요

하나로에 적합한 냉중성자원 장치를 선정하기 위해 냉중성자원 장치를 이미 운

전하고 있는 일본의 JRR-3M, 미국의 NIST, 러시아의 PNPI, 프랑스의 ORPHEE, ILL 

등의 기술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이 절에서는 기술자료 및 기술적 특성

분석을 토대로 하나로에 적합한 냉중성자원 장치에 대해서 간략히 묘사하고, 전체

적인 시설에 대한 배치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 부지 여건과 기 운전 중인 하나로

와의 간섭사항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고려하였다. 이외에도 운전의 편리성,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Layout 개념설계에 고려하였다.   

하나로에서는 원자로 초기 설계 건조시에 일본의 JRR-3M 을 설계모델로 하여

JRR-3M 과 직경이 거의 같은 수직 설치공을 하나로의 반사체 탱크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종형"에 의한 계통으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로의 냉중성

자원 설계개념 및 배치개념이 상당부분 JRR-3M 의 시설개념 및 배치개념을 적용하

게 되었고, 그 외에 종형으로 설치한 프랑스의 Orphee, 미국의 HFR 의 장점과 하

나로 냉중성자원 개념설계에 대한 러시아의 PNPI 및 프랑스의 Technicatome 의 제안

을 반영하여 냉중성자원 장치의 전반적인 layout 개념을 설정하였다.

1. 냉중성자원 장치의 구성

냉중성자원 장치는 크게 3 가지 계통으로 구분된다. 수소를 액체상태로 유지하여

열중성자의 운동에너지를 낮추어 주는 냉중성자원 본체부분으로 감속재와 감속재용

기를 콘테인먼트(또는 진공용기)로 구성되는 in-pile assembly 와 노외에 있는 열교환

기(또는 콘덴서)와 수소를 공급하는 계통을 일컫는 수소계통과 극저온 헬륨냉동계

통 및 냉중성자유도관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냉중성자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다양

한 분광장치들이 포함된다. 전체적인 layout 을 구성하기 위해 포함되는 장비들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냉중성자원 장치

   1) 수소계통 설비   - 감속재용기

 - 진공용기

 - 저온유로관

 - 콘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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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공급탱크

- 수소 배기계통

 2) 진공 단열계통  - 진공단열계통 진공장치

3) Dump 가스계통  - 헬륨가스계통

                  - 가스 분석기(gas analyzer) 

4) 헬륨냉동계통   - 헬륨 압축기

 - 냉동 헬륨관

 - 헬륨 정제계통

 - Cold box 

 - 헬륨 저장조

5) 보조설비        - 질소계통(GN2, LN2) 

 - 냉각수계통

 - I&C 공기공급계통

 - 전력 공급계통

6) Process 계장계통 – 계측제어계(CNS보호계통, CNS 감시계통,

현지조작감시계통,집중감시계통)                                        

- 안전보호계통

                        - 상설경보계통   

    7) Computer System                  

나. 중성자유도관 및 차폐 설비     

    1) Plug부분 중성자유도관 및 차폐

    2) 중성자유도관 곡률반경 및 차폐

    3) 실험동 중성자 유도관 및 차폐                    

    4) 유도관내 진공계통                                             

다. 실험기기 및 건물 Utility 공급계통

              

2. 하나로의 냉중성자원 장치

가. 설치 방식

냉중성자원 in-pile assembly 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횡형(Horizontal Type) 또는

종형(Vertical Type)으로 분류하는데 냉중성자 원 시설이 수평방향의 실험공에 설치될

때는 횡형, 수직방향의 실험공에 설치될 때는 종형 설치방식이라고 한다. 종형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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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횡형설치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가 용이하지만, 실험공 벽이나 실험공의

냉각재 등에 의한 냉중성자의 흡수와 열제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종형 설치

시에는 감속재 용기를 설치하는 냉중성자용 수직실험공과 냉중성자 빔이 나오는 중

성자유도관용 수평실험공이 원자로 설치시에 미리 설치하여 한다. 수조형식의 원자

로에는 대개 종형 설치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감속재용기로부터 공기의 격

리 및 방사선 차폐에 수조수를 이용하고 있다. 하나로는 원자로가 open-pool 형식

이고 냉중성자 감속재 설치를 위한 수직설치공이 종형으로 되어 있어서 냉중성자원

감속재 설치형식은 수조형식에 적합한 종형으로 설계함이 바람직하다.   

나. 감속재 및 감속재용기

일반적으로 감속재로는 중성자에 대한 감속능력이 큰 수소나 중수소가 사용된다.

중수소를 감속재로 사용하면 중성자에 대한 흡수가 적기 때문에 장파장 영역에서

더 많은 냉중성자를 얻을 수 있지만 감속능력을 고려할 때 수소보다는 훨씬 큰 부

피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액체수소가 효율이 좋고 유지하기가 편리한 재료로 재평

가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감속 능력면에서 수소가 중수소보다 우수하므로, 중수

소를 사용하면 감속재 두께가 20cm 정도 필요한 경우 수소를 사용하면 3∼5cm 정

도이면 거의 같은 감속 효과를 가진다. 감속재용기의 설계에 관해서는 냉중성자를

감속하는 감속재로 액체수소를 사용할 경우 감속재의 최적두께를 30mm 로 기준하

여, 빔포트 바깥에서부터 빔포트 입구의 단면을 통해서 감속재용기를 바라볼 때 빔

포트 입구 단면 형상보다 감속재용기 단면이 크도록 감속재 용기를 설계해야 한다.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면 중수소의 경우에는 산소와의 반응에너지나 원자로에 미치

는 반응도변화, 냉동능력, 장치규모가 수소의 경우보다 크게 된다. 또한 중수소의

경우에는 tritium 생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감속재는 원자로의 노심근처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성자 및 γ선 등의 방

사선에 대해 안정된 수소나 중수소를 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사용하며, 고체로는 방

사선에 의한 축적 에너지를 제거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사용에 어려운 점이 있

다. 냉감속재의 선정은 CNS 설비 전체에 대한 설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원자로본

체와 CNS 설비 전체의 규모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감

속재가 비등하면 밀도의 변화로 안정된 냉중성자를 얻기가 어렵다. 비등현상을 없

애기 위해서는 수소를 초임계상태로 유지하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소계통의

압력을 15 bar 정도의 고압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압력은 너무 높아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액체수소를 냉감속재로 사용하면 수소계통의 압력을 1∼2 bar 정

도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므로 용기 설계면에서 유리하다.

하나로에는 설계, 건조 당시부터 CNS 를 고려하여 16 cm 크기의 냉중성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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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기 위한 수직홀을 반사체내에 만들어 놓았는데, 원자로를 개조하지 않고

CNS 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피가 작은 수소를 감속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방사선측면에서도 수소를 감속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중수소를 사용하는 경우보

다 방출 방사능량이 적고, 세계적으로 감속재로 수소를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설계시 안전 해석을 비롯한 설계자료 및 정보 교환 등에 유리한 점이 많다.

다. 감속재의 종류와 열제거 방식

감속재의 종류와 열제거 방식에 따른 각국의 냉중성자원 장치의 설치 예는 표

5-1 과 같다. 열제거 방식에는 감속재용기에서 증발된 기상(氣狀)의 감속재를 액상으

로 변화시켜 중력에 의해 감속재용기로 흘러가게 하는 열사이펀식과 감속재용기를

냉매로 직접 냉각하는 직냉식, 그리고 감속재용기 내에 있는 감속재를 냉각기로 이

동하여 냉각기에서 냉각하여 감속재용기로 다시 강제 이송하는 강제순환방식 등이

있다.

표 5-1  냉중성자원장치의 분류

감속재 종류 열제거 System  설치예

열사이폰식 JRR-3M(일)

ORPHEE(프), FRJ-2(독)포화액

직냉식 HFBR(미), DIDO(영)수   소

초임계 강제순환식 DR-3(덴)

중 수 소 포화액 열사이폰식 HRF(프), KUR(일)

위에 열거된 바와 같이 감속재로서의 특성과 안전성이 대체로 우수하고 감속재의

용기가 단순하게 제작 될 수 있는 수소를 감속재로서 선택하였으며, 열전달 성능이

뛰어난 수직형 열사이폰식으로 냉각하여, 액화수소를 감속재 용기로 흘려 보내는

종형 열사이폰 형식을 하나로 냉중성자원 장치 개념설계에 적용하였다.

라. 감속재 용기

감속재용기는 수직설치공의 형상에 맞아야 하며, 열중성자를 냉중성자로 충분히

감속할 수 있는 치수가 필요하다. 용기의 두께가 두꺼우면 중성자의 흡수가 많아져

서 냉중성자속이 줄어들게 되므로 강도에 맞는 최소의 두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즉, 감속재용기의 두께는 중성자의 흡수 및 핵발열량을 적게 하기 위하여 얇

게 하고 형상은 기계적인 강도를 높이기 위해 구(球)나 회전타원형, 원통형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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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형으로 한다. 재료로는 높은 방사선과 폭 넓게 변하는 온도범위(20K 의 저온∼고

온)에서 견딜 수 있는 Mg 합금, Al 합금이나 스텐레스계 내열합금을 사용한다. 일반

적으로는 스텐레스강계와 Al 합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스텐레스강계는 방사화

양이 크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내열성이 우수하고 Al 합금계는 그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다.

마. 감속재의 Circulation 

    CNS 설비에서는 감속재가 극저온(약 20K)으로 냉각되고 있다. 이 극저온 부분

에서는 노심으로부터의 방사선에 의한 핵발열 및 주위로부터 침입되는 열에 의해

감속재를 가열하고 증발시킨다. 이 흡입되는 열을 제거하고 감속재가 감속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려면, 감속재로 하여금 적당한 조건으로 증발, 액화의

과정을 반복할 수 있도록 순환되게 해야 한다. 감속재의 순환은 열사이펀식, 강제순

환식 및 직냉식이 있으며 각 방식에 대한 비교는 표 5-2와 같다.

열사이폰식은 구조가 간단하지만 감속재가 비등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속능력이

감속재용기의 실효두께에 따라 변하므로 용기 설계시 고려해야 한다. 강제순환식은

임계수소를 사용하는 경우 팬으로 강제순환 시켜 주기 때문에 압력이 15 bar정도로

높고 구조가 복잡하지만, 수소의 온도를 바꾸어 비중을 12∼63 g/l로 변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적(最適)인 스펙트럼의 중성자를 얻을 수 있다. Sub-cooled 상태의 액

체수소를 강제 순환시키는 방식도 있다. 직냉식은 감속재용기를 직접 저온 헬륨 가

스에 의해 냉각시키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구조재의 핵발열량도 크게 되는 반

면에 수소 순환에 의한 불안정성이나 감속재의 비등이 없어서 안정된 냉중성자를

얻을 수 있다. 하나로의 경우에는 설계초기 단계에서부터 CN 공의 설계 모델인

JRR-3M 의 열사이펀 방식을 고려하여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제순환방식에 비

해 밀봉구조가 간단하고 또한 수소 산소와의 반응에 폭발의 발화원이 될 수 있는

강제순환식의 동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도 유리한 열사이펀 방식을 채택하였다.

바. 수소폭발에 대한 안전대책

감속재로 사용되는 수소 또는 중수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폭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폭발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1) 원인제거 : 공기의 유입 방지

(2) 감시     : 누설 검사 및 Check 

     (3) 파급방지 : 수소폭발을 가상사고로 하여 내폭성 진공용기를 설치

공기 유입방지를 위하여 수소 또는 중수소 격납부의 외측에 진공단열층을 두고

그 바깥에 헬륨층을 두는 3 중 격리방식과 헬륨층은 설치하지 않고 격납부와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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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층을 수중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진공용기에 관해서는 내 폭설계를 고려하

여 설계압력을 약 10∼20 bar로 한다.  3중 격리방식과 수중설치 방식의 비교는 표

5-2와 같다

표 5-2  삼중격리방식과 수중설치방식의 비교

항목/수소격리방식 3중 격리식 수중 설치식

실시예 FRJ-2, HFBR, DR-3, KUR JRR-3M, ORPHEE, HFR 

수소격리벽 數 3 2 

구조 복잡 간단

수소누설 검지 용이 용이

수소격납부 설치장

소

제약 없음 수중

설치 치수 大 小

사. 응축기 시설

응축기 시설은 감속재 용기를 통과하는 중성자 및 감마선에 의해 발생된 열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감속재 용기와 마찬가지로 높은 진공 차단지역으로 밀폐되어야

하고 수소와 공기의 혼합에 의한 폭발 방지를 위해 이중 격리목적으로 원자로 수조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응축기 용기의 크기 및 설치 위치는 하나로와 형상이 유사

한 JRR-3M의 시설을 고려할 때 casing을 포함한 크기가 φ230mm x 2349mm(내부 응

축열교환기는φ128mm x 1344mm)로 예상된다. 수소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방지를 위

하여 하나로 수조 속에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원자로 수조 속의 기존 최하단

platform(원자로 수조 바닥으로부터 6.48m)상부이다. (그림 5-1, 참조). 응축기 내부

및 수소계통 내 진공 단열조 내부의 진공압력을 낮게 유지하여 단열효과를 높이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cryo pump를 설치한다.

아. 저온유로관

감속재용기와 콘덴서를 접속하여 액체수소 및 가스수소를 순환시키는 저온 유로

관의 길이는 하나로의 경우 약 4.5m 가 되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가느다란 3 중벽

동심 원관으로 설계되며, 가장 안쪽관(9 mm)은 콘덴서에서 18K 로 냉각된 액체수소

를 감속재 용기로 공급시키는 관이고 두 번째 안쪽관(외경 약 25mm)은 감속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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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기화된 수소가스를 콘덴서로 회송시키는 관이며, 바깥쪽 외관은 진공단열구

조관(외경 약 47mm)이다. 유로관의 재질은 알루미늄합금 및 스텐레스 강관을 사용

하며 유로관에서의 핵발열은 JRR-3M 의 경우 약 20W 로 계산되었다. 기타 유로관

설계시 참조해야 할 사항은 노심에서의 방사선 streaming 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로

관을 곡관 형태로 해야 한다.

자. 수소완충탱크

수소완충탱크의 사양은 JRR-3M 에서는 수소완충탱크의 수소 초기 충진압력 3.6 

ata, 운전중 수소압력 1.2 ata 에 대해 액화수소량 약 1.5ℓ∼2.0ℓ 되도록 하고, 용적

율 600ℓ정도로 설계한다. 탱크의 재질은 SUS304L, 치수는 높이 2,350mm, 직경

670mm 의 원통형 용기이고 탱크 상부에 질소 sealed 탱크를 설치한 진공단열층을

가지는 이중구조물로 설계된다. 수소가스 누출시 압력변화가 질소가스 탱크에 감지

되도록 설계한다. 수소탱크와의 연결배관은 내경 40mm 정도이며 수소가스 누출에

대비한 진공층과 헬륨층으로 구성된 3 중 구조관이다. 수소 완충탱크에서 누출되는

수소가스와 공기를 격리시키기 위해 수중에 설치하는 대신 진공 단열층으로 공기와

격리시킨다.

차. 수소계통 관련 장치의 격리

공기와의 반응성이 극히 높은 수소를 원자로에 근접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

소와 공기와의 격리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수소를 포함하

는 모든 배관이나 탱크 등 감속재용기와 극저온 냉동계통과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condenser 와 수소 탱크 및 연결 배관을 모두 수중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

나로의 경우 감속재용기 및 이에 연결되는 극저온 냉동 유로관은 필수적으로 원자

로 풀 내부에 설치하게 되지만, 콘덴서와 수소탱크를 수중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

존 service Pool 을 이용하거나 또는 보조풀을 원자로 수조 옆에 새롭게 축조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Service Pool 이용은 동위원소나 다른 원자로 작업을 위해서 설

계되었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조풀의 신축과 마찬가지로 기존 원

자로 풀의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설치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냉중성자원 전

용풀 건조나 기존 Service Pool 이용을 위한 원자로 풀 벽체의 개조작업은 현실적으

로 어렵기 때문에 그림 5-2 와 같이 비교적 점유공간이 적은 콘덴서 장치만을 원자

로 수조 속에 설치하고 수소탱크와 관련 배관은 그림 5-3 과 같이 원자로실 내의

냉중성자원 전용구역에 삼중격리방식으로 보강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카. 냉동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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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계통은 감속재를 냉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온도, 압력, 유량과 진동, 소음,

설치장소가 빔실험에 주는 영향 및 운전, 정비 보수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고려가

되어야 한다. 기화되는 감속재를 직접 압축, 팽창의 과정을 통하여 액화시키는

DIDO 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헬륨 냉매를 이용하는 냉동기를 사용하여 간접

적으로 냉각하는 방식이 냉각 효율은 낮지만 안정성면에서 극히 우수한 장점을 가

진다. 냉중성자원 설비에서는 감속재의 냉각을 위하여 저온 헬륨을 공급하는 단순

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적 냉동 계통이 간단한 Brayton 사이클이나 역

Stirling 사이클이 이용되고 있다. 이 양자에 대한 비교는 표 5-3과 같다.

표 5-3  헬륨냉동시스템의 비교

항목/사이클방식 Brayton 사이클 역 Stirling 사이클

실시예 FRJ-2, HFR,  

ORPHEE, HFBR, KUR 

DR-3

시스템구성

냉동기와 압축기의

접속

분리형

계통의 조합을 임의로 할

수 있음

일체형

계내 배관 등 Compact 

팽창엔진형식 터빈식 또는 왕복동식 등

자유롭게 선택可

왕복동식

효 율 中 高

설치 Space 大 小

1대당 냉동능력 大 小

 Brayton 사이클에 있어서는 압축기의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에 왕복동식이나 스크

류형의 어느 쪽도 사용될 수가 있다. 스크류형의 경우에는 압축후 헬륨 가스로 부

터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오일 세퍼레이터가 필요하다. 진동, 소음, 맥동 등의 측면

에서 스크류형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이 두가지 type 에 대한 비교는 표 5-4 와

같다.

표 5-4  압축기 형식의 비교

항목/형식 Reciprocal 압축기 스크류식 압축기

압축방식 왕복동식 회전식

압축효율 고 중

토출농도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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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소음 대 소

내구성 적음 많음

1대당 냉동능력 적음 많음

기름제거 장치 불필요 필요

하나로에서는 압축기형식의 선택이 자유로운 Brayton 사이클이 바람직하며, 압축기

의 경우 소음, 진동이 비교적 적은 스크류형 압축기를 채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파. 냉중성자 유도관

중성자유도관(neutron guide)은, 중성자의 광학적 성질(neutron optics)을 이용하여

유도관 내벽의 경면(鏡面)으로 중성자를 가능한 한 전반사조건으로 반사시켜 노심

으로부터 실험장치 위치(beam hall)까지 중성자를 유도하는 설비이다. 이때 유도관에

적절한 곡률을 주어 빔실험에 유해한 고속중성자 및 감마선을 제외하고 알맞는

spectrum 을 갖고 있는 단색 중성자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한 중성자 빔을

유도하는 중에, 중성자유도관 내를 통과하는 중성자 빔을 분기함으로서 몇개의 실

험장치에 필요로 하는 중성자를 공급할 수가 있어서, 연구용 원자로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고, 노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특성파장의

냉중성자를 거의 손실없이 이끌어 낼 수 있고, 실험에 필요로 하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 할수가 있다. 일본은 냉중성자원 시설 선진국인 프랑스와 미국의 설계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부분에서 자체 실험연구 및 설계제작으로 기술적 Know-how 를 보유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원자력연구소의 중성자유도관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실험결과 자료들은 프랑스의 Orphee 를 설계모델로 하고 CILAS 의 중성자유도관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자체 개발한 것이어서 JRR-3M 의 중성자유도관 설계, 제작에

대한 개념은 하나로의 냉중성자원유도관 설계개념에 적용하기에 여러면에서 유리한

조건들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나로 냉중성자원 중성자유도관 설계개념에

JRR-3 의 중성자유도관 설계개념의 장점은 도입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하나로 냉중

성자유도관의 설계개념으로 활용한다.

   1) 중성자 유도관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

중성자 유도관이 원자로로부터 발생하는 중성자를 손실 없이 이끌기 위한 요소

는 첫째 유도관 경면의 표면 정밀도가 중성자를 전반사 시킬수 있도록 가능한 한

평활해야 한다. JRR-3M 에서는 중성자유도관을 유리판 위에 1000Å 정도의 니켈 박

막을 붙여 경면의 표면 정밀도를 유지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의

CILAS 에서 제작되는 Supper-mirror 는 니켈로 제작된 경면보다 거의 3 배에 가까운

중성자를 전반사 시키므로서 중성자 반사효율을 높이고 있다. 하나로 냉중성자원

유도관의 전반 부분에서는 이 Supper-mirror 를 사용하여 효율이 높은 유도관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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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경관 unit 의 제작상 조립정밀도이다. JRR-3M 에

서는 경관 unit 의 제작 조립 정밀도를 높이와 폭에도 ±0.02 mm 이내로 조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높이와 폭의 조립 정밀도는 평균 ±

0.005mm 이내로 조립되었다. 셋째로 중성자유도관의 설치 정밀도이다. 중성자 유도

관의 단위길이는 대개 1m 이내로 하여서 제작, 조립, 및 설치, 운반이 용이하게 한

다. 특히 곡선부위에서는 단위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설치정밀도가 크게 좌

우된다. 단위 길이를 길게 하면 유도관의 곡선부분 형태가 거칠어서 중성자의 반사

율이 떨어지고, 단위길이를 작게 하면 곡선부분 형태는 매끄러워서 반사율은 상승

하나 접속부위가 많아져서 중성자의 반사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중성자유도관의 곡

선부분은 특성파장에 해당하는 곡률반경의 다각형 형태에 따라 적당한 단위길이를

선택하여 접속, 설치시 경관 unit 상호의 접속오차를 극히 작게 하는 것이 중성자의

손실을 줄이게 된다. 중성자유도관의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설치오차의 요소들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도가 요구된다.

   2) 중성자유도관 개요

하나로에 설치될 중성자유도관의 전체도가 그림 5-4 에 있는데 연구용원자로에

설치된 수평실험공 중 냉중성자원 설치용 빔 CN튜브에 그림 5-5와 같이 4개의 중

성자유도관을 설치한다. 이들 중성자유도관으로부터 인출된 중성자 빔은, 원자로실

내의 차폐구조물을 지나서 원자로건물에 인접하여 건설되는 실험연구동까지 도달하

며, 약 10 기 이상의 실험장치에 중성자빔을 공급한다. 중성자유도관은 원자로 수조

에서부터 4 개의 방사형 유도관으로 분리되어 제작되는 Plug Unit 에서는 직진 하다

가 원자로 홀 및 실험연구동에 있는 그림 5-6 과 같은 차폐구조물(Guide Tunnel)내에

서 적당한 곡률로 설치되어 필요로 하는 중성자는 손실없이 취하고 고속 중성자 및

γ선은 제거한 후, 실험기기까지 직진하여 냉중성자가 유도관 내에서 고르게 분포

하도록 한 후, 실험장치로 중성자가 공급되도록 한다. 이들을 위치별 구역으로 설

정하여 유도관 내부를 진공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공기에 의한 냉중성

자의 손실이 없도록 한다. 하나로의 중성자유도관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을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성자유도관이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요소는 중성자의 손실 없이

전반사하게 하는 중성자 거울을 제작하는 것이다. 중성자유도관에 적당한 곡률을

갖게 하므로서 원자로로부터 발생하는 γ선이나 고속중성자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

지게 하며, 또한 중성자유도관은 곡관부분에서는 필요한 spectrum 의 중성자군을 선

별할수 있도록 설계하고, 직관부분에서는 취출된 중성자의 흐름이 균일한 공간 분

포가 되도록 설계한다. 냉중성자용 유도관에서는 곡률반경을 바꾸는 것에 의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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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중성자유도관은 2Å, 4Å 및 6Å등의 특성파장을 갖는 중성자빔을 이끌어 낸다.

하나로에서는 주 유도관 4기의 곡률반경을 2000m 정도로 크게 하여 2Å 이상의 특

성파장을 지닌 고밀도의 냉중성자속을 실험동까지 대량으로 공급하여 여기서 실험

기기에 필요로 하는 특성파장의 냉중성자를 slit bender 로서 분기하도록 설계함으로

서 냉중성자 특성파장의 종류별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곡률반경을 2000m 로

하면 2Å 이상의 특성파장을 지닌 고밀도의 냉중성자속을 얻지만 유도관의 차폐구

조물이 약 35m 정도로 길어지고 유도관의 길이도 길어져서 실험연구동의 규모가

커진다.

나) 중성자유도관을 통과하는 중성자빔의 감쇠를 적게 하기 위한 진공유지장치

는 장기간 원자로를 정지하는 경우나 진공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중성자유도관

내부에 헬륨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도관 내부에 수분을 포함한 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 중성자유도관은 glass 로 제작하여 그 자체로 필요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

여 조립시에 발생하는 오차발생의 증가를 적게 하고 조정하기 쉽도록 한다.   

라) 중성자유도관의 차폐는 지진등의 발생에 의해서 설치오차가 생겼을 때 즉시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곡관체 부문에는 개별적으로 차폐설치가 어려우므로 그

림 3-4-11 과 같은 차폐구조물 내에서 곡관 형태의 유도관 전체를 차폐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실험이용동내의 직관부문에 있어서는 실험장치 상호간의 background 영향

을 낮추거나, 실험자의 피폭방지를 고려하여 각각의 중성자유도관마다 개별 차폐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마) 기존의 원자로건물과 신설 실험연구동간에 걸쳐 중성자유도관이 설치되기

때문에 건물간의 부등침하가 예측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관 높이 조정이

가능한 가대로 설계한다. 이상의 전체 구상에 근거하여 중성자유도관의 구체적 설

계가 진행되지만, 중성자유도관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본적 요소인 제작단계와 설치

단계에서의 정밀도가 더욱 중요하다.

   3) 중성자유도관의 각 부분별 개념 설정 기준

하나로에 냉중성자유도관의 설치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중성자유도관에 대한

JRR-3M 의 설계개념 및 PNPI 와 CILAS 의 제안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로 냉중

성자유도관 설계개념에 적용하고자 한다.   

가) 유도관 분기각도와 수량 및 단면크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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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에서 중성자유도관의 분기각도와 수량 및 유도관의 단면을 설계함에 있어

서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기존 빔포트의 크기이다. 하나로의 반사체 탱크와 빔

포트가 접하는 부분의 크기는 150mm x 70mm 이며, 빔포트 케이싱 중간 부위의 크

기가 직경 380 mm 이므로 이 두가지 요소가 하나로의 유도관 분기각도와 수량 및

단면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설계 조건을 고려하여 plug

부분에서의 유도관을 설계하면 유도관의 수량을 최대 4 기로 계획할 경우 분기각도

를 중심축을 기준하여 2.5도, 3.8도로 할 수 있고, 단면크기는 최대 40mm x 130mm

까지 가능하다. 또한 plug unit의 시작점 앞부분은 나팔관 형태로 유도관의 tube만을

연장하여 가능한 한 많은 중성자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한다. JRR-3M 에서는 냉중성

자유도관의 수량을 3 기로 분기하였고, 분기각도는 중심축을 기준하여 5.5 도, 0.5 도

5.5로 분기하였으며, 단면크기는 20mm x 120mm로 설계하였다. PNPI에서는 하나로

의 기존시설을 고려하여 유도관의 수량을 3기, 분기각도는 2.95도, 0.94도, 2.95도에

단면크기는 20mm x 120mm로 권장하였고, CILAS에서는 유도관 수량 4기에 분기각

도는 중심축을 기준하여 2.5도, 3.8도, 단면크기는 35∼50mm x 125∼150mm까지 가

능한 것으로 권장하였다. NIST 에서는 단면크기를 60mm x 150mm 로 하였으며,

ORPHEE에서는 25mm x 150mm로 하였다. 유도관 단면의 크기 결정에 있어서 단면

의 최대높이 결정은 감속재 용기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지만, 단면폭의 결정은 고밀

도의 중성자를 대량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기존시에서 최대 크기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하나로에서 가능한 최대 단면폭은 40mm

정도이다. 그러나 단면폭의 크기 설정은 유도관의 곡률반경 크기와 차폐구조물의

크기 및 실험연구동의 크기 등, 전체시설 크기와 관련하므로 적절한 크기로 설계되

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나) 유도관의 곡률 및 냉중성자 특성파장

중성자유도관의 설계 기본원리는 도관의 곡률반경이나 폭을 변경 하므로서, 통

과하는 중성자의 특성파장을 조절하여 필요한 에너지 영역의 중성자를 취출하여 실

험장치에 중성자를 공급하고 실험에 유해한 γ선과 고속중성자는 제거하는 것이다.

중성자는 곡관부분에서는 적합한 spectrum 으로 되고, 직관부분에서는 균일한 공간

분포가 되도록 설계한다. 중성자유도관은 plug 부분에서는 유도관이 직진을 유지하

다가 guide tunnel 의 차폐 구조물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곡률반경을 주어 필요로

하는 중성자의 특성파장만을 취출토록 하며, 하나로 중성자유도관에서는 기본 4 기

에 대하여 곡률반경을 대략 2,000m 로 하여서 2Å 정도의 특성파장을 가진 냉중성

자를 실험기기 가까이로 대량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실험기기에 필요로 하는 냉중

성자의 특성파장을 취출할 때는 slit bender 를 사용하여 알맞은 spectrum 을 갖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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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를 취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Plug unit의 유도관 재질

중성자유도관중에서 생체 차폐체 내의 수평실험공에 삽입하는 plug unit 의 유도

관 재질은 γ선과 고속중성자 등에 피폭되므로 조사손상 및 핵발열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을 선택해야 한다.

라) 중성자 유도관내의 진공장치 설계

중성자유도관내의 공기혼합물에 의한 중성자 흡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도

관내에는 진공(약 10-1 Torr)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고정 plug 및 가동 plug 는 진공유

지가 어려워서 헬륨가스로 충전하고, 그 이후의 중성자유도관은 실험장치의 중성자

취출구와 원자로벽과 실험동벽과의 경계부분 등 독립된 진공 불록을 구성하고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진공을 유지한다.

마) 진공계통 회로설계

유도관내의 진공장치 설계시 펌프간에 서로 backup 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원자로의 장기정지나 점검시 진공펌프가 전부 정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헬륨가스

공급라인도 병행 설치해야 한다.

바) 설치상 검토 사항

냉중성자용 빔포트의 높이가 원자로실 바닥에서 1.1 m 에 불과하여 실험기기의

설치상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실험연구동 지역에서의 유도관 설치 높이는 일반

적 실험기기의 사용 높이인 1.3∼1.4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중성자유도관 차폐 설계

유도관에 대한 차폐는 상세설계에서 결정되지만, JRR-3M 의 차폐설계조건을 참

조하여 하나로 원자로실내의 차폐구조물 형상을 추정한다. 유도관이 plug 를 지나

원자로 벽체 외측의 3m 구간에서는 20cm 두께의 콘크리트로 유도관이 차폐되도록

하고 guide tunnel 차폐구조물의 벽체는 그림 5-1과 5-6과 같이 80cm 두께의 콘크리

트와 plug 외측 5m 간을 15cm 두께의 폴리에칠렌과 15cm 의 철판으로 천정과 벽체

전체를 밀폐형으로 차폐한다. 또한 차폐재질에 있어서는 중성자 선량률을 배려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에 약간의 붕소를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마선 선량률을

배려하는 경우에는 철 혹은 납 등의 중량물질을 국부적으로 사용한다.

아) 유도관을 통한 누수(漏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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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포트를 통한 중수 또는 수조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물 방지판

외에 안전밸브를 중성자유도관에 추가로 보완한다.

자) 실험연구동(beam hall)차폐시설

중성자유도관 및 차폐시설

- 중성자유도관 특성 : 실험연구동의 중성자유도관은 원자로실내 유도관의

연장이므로 같은 조건으로 설계된다.

- 중성자유도관 차폐 : 실험연구동의 직관부분 차폐에 있어서 실험장치 상

호간의 background 영향을 낮추거나, 실험자의 피폭방지와 지진시 보수를

고려하여 유도관마다 개별차폐를 한다.

- 내진설계 : 기존의 원자로 건물과 신설 실험동간에 걸쳐 중성자유도관이

설치되기 때문에 건물간의 부등침하 및 지진시 안전기능이 상실되지 않도

록 충분히 내진설계되어야 한다.

  - 실험기기

10 기 이상의 냉중성자원 분광장치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대상으로

는 SANS, Reflectometer, PGAA Spectrometer, Depth Profiling Spectrometer, TAS, 

Spin Echo 등이 포함된다.

차) 헬륨 냉동 설비 위치 선정조건         

  1) 압축기실 위치 선정조건 : 헬륨 냉동설비는 진동, 맥동 소음 등을 고려하

여 실험동과 격리하여 실험동 외곽지역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그림 5-7 과 같이 부

지 여건상 소음과 진동이 특히 큰 압축기 및 고압 전동기와 정비, 보수, 청소 등이

수시 요구되는 oil separator 등 관련 시설만을 실험동 외곽으로 격리 설치하는 것으

로 한다.

 2) 정비보수용 crane : 정비보수를 위해 약 10 톤 용량의 압축기실 전용 over 

head crane 을 설치한다.

타) 헬륨 냉동설비 사양

헬륨 냉동설비는 그림 5-3 과 같이 크게 압축기 시설과 cold box 및 헬륨 탱크로

구성되며 주요 기기 및 기능은 JRR-3M 시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압축기 : 헬륨가스의 압력을 1.1kg∼19kg으로 높인다.

2) cooler : 압축기에서 압축된 고온의 헬륨가스 및 오일을 냉각시켜 상온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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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il separator : 압축 헬륨가스 속의 기름을 제거한다.

4) 열교환기 : 압축기에서 나온 고압, 고온의 헬륨가스를 콘덴서에서 회송된 저

압, 저온 헬륨가스로 여러 단계를 거쳐 온도를 냉각시킨다.

5) 팽창터빈 : 열교환기에서 나온 헬륨가스는 cryogenic purifier 를 거쳐 불순물이

제거되고 팽창터빈에서 단열팽창시켜 온도를 약 15K로 낮춘다.

6) 헬륨저장조 : 압축기 운전중에 헬륨계에 헬륨가스를 주입하고 압축기 정지시

헬륨가스를 회수한다. 헬륨계내의 압력안정을 위해 압축기 흡입압력 자동조절밸브

를 설치해야 한다.

7) 건조기 unit : 운전초기 계통내 헬륨가스 속의 수분제거와 정지시 열교환기

등에서 가온 이탈된 수분이 건조기에 의해 제거된다.

8) 진공배기장치 : 헬륨계통의 배기 및 cold box 의 진공단열조 배기를 위해 oil

계통 진공펌프를 설치한다.

파. 보조설비

원자로실에는 그림 5-8 와 같이 guide tunnel 차폐 구조물 상부 슬라브 위에 CNS

구역을 설정하여 헬륨 긴급 방출계통, 질소가스 공급시설, 진공계통, 가스분석 시설,

수소공급시설, 수소가스 희석 및 방출계통 등 보조설비 구역이 조성된다.

하. Yard 시설

     냉각탑 : 냉동설비 및 진공설비의 냉각수를 공급한다.

2. 실험연구동과 기존시설과의 간섭사항

가.냉중성자원 시설 건설부지        

냉중성자원 시설은 원자로 건물 서편 및 동위원소 건물 북쪽 약 1700 평(80m x 

70m) 부지 위에 건설되며, 기초지반은 암반으로 구성되어(추후 상세 지반조사 예

정) 있어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지 여건은 기존시설과의 간

섭사항 및 제약조건이 많아서 설계 및 건조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유의하여야 한

다.

   1) 건설부지의 북쪽은 내부치수 2m x 2m의 지하 배수암거가 있어서 그림 5-7과

같이 신설 실험연구동과 간섭되므로 부분적 또는 북쪽편 배수로 전체를 이설하지

않고는 실험연구동의 북쪽편 확장과 토공 굴착공사에 제약을 받게 되고, 또한 북쪽

편 산악지역의 경사면 법면이 도로와 인접하여 있어서 도로면에서부터 실험연구동

의 지하 바닥면까지의 굴착시 깊이가 약  9m 에 이르므로 토목공사의 굴착작업과

가설작업(굴착 수직면 지지공 및 지하수와 강수량의 퍼올리기 공사. 공사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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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등)에 난공사가 예상된다. 북쪽편 배수로 전체를 이설하는 공사도 원자로

부지 및 조사후 시험시설 부지의 폐기물 배관들을 횡단하여야 하므로 배수로의 구

배 등 관련 설계 및 시공상 난공사로 예상된다.

   2) 원자로 건물로 진입하는 기존 6.6kV Cable duct 가 실험연구동 건물의 중간부

분을 횡단하므로 원자로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이설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3) 신설 실험연구동의 서쪽과 남쪽에 위치한 원자로건물 진입지하배관용 Tech. 

Gallery는 서쪽지역은 약 12m, 남쪽지역은 약 5m 정도 격리되어 있어서 실험연구동

과 크게 간섭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험연구동의 동쪽부분은 그림 5-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 건물로부터 약 6m 이상 격리시켜 구조물을 설치해야만 간

섭사항을 피할 수 있다.

   4) 기타 부지내 도로와 가로등 및 배수시설이 신설 연구동건물을 중심으로 재

배치 설계되어야 한다.

나. 냉중성자원 실험연구동 건물

상기 부지내 간섭사항과 제약조건을 고려하면서 최대로 설치 가능한 실험 연구

동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건물크기 : 실험연구동 beam hall 건물은 36mw×60mL×15mh(crane 20 ton 고

려)이고, 실험실, 사무실 및 부속지원실 등은 콘크리트구조물로 60mL×12mw 에 지

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beam hall 남쪽에 인접하여 건설한다.

   2) 건물구조 : 지하 5m 의 실험연구동 beam hall 건물은 지하 하부구조는 콘크리

트 구조, 상부구조 및 기둥은 철골구조물로 하며, 실험동 지붕은  crane 설치를 위하

여 내부에 기둥이 없는 철골 truss조로 건설한다.

   3) 압축기실은 헬륨 냉동시설 효율 관계로 원자로실과 가까이 위치하기 위하여

실험연구동의 일부 공간에 겹쳐서 배치되며 크기는 12m wx 20mL x 15mh 정도이고

정비보수 등을 고려하여 10톤 crane을 설치한다.

   4) 각 실험기기에 제공되는 utility service 는 실험연구동 바닥에 설계된 trench 를

이용한다.

   5) 지상 건물 3층은 사무실과 실험실, 회의실, HVAC기계실 등과 기타 편의시설

용 공간으로 설계된다.

   6) 압축기 등의 소음 및 진동제거를 위한 Isolation 공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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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분별 시설물 개략도

1) 원자로 수조에 설치될 시설물

가) 감속재 용기 : JRR-3M의 감속재 용기를 참조.하여 크기 및 형상

나) 콘덴서 및 cryo 펌프 : JRR-3M의 콘덴서 용기를 참조하여 크기 및 형상         

다) plug unit 및 guide tube : 하나로의 냉증성자 beam tube의 plug unit에 설치할

수 있는 중성자 유도관을 CILAS의 권고 사항에 따라 최대 4기의 도관으로 분기할

때 유도관의 크기는 그림 5-5에서 있는 바와 같이 40mm x 130mm로 함이 적절하며,

분기각도는 중심축에서 양쪽으로 2.5도 및 3.8도로 분기된다.

   2) 원자로실에 설치될 시설물

가) Guide Tunnel 차폐구조물의 형상은 그림 5-6과 같으며, 일반적 중성자 유도관

의 구조형상과 같다.

나) 냉중성자원 시설에 대한 보조시설의 전용 운전지역을 CNS 구역으로 칭하여

원자로실 냉중성자용 유도관 차폐구조물 슬라브 위에 그림 5-8 와 같이 그 평면도

를 도시하였다.

라) 수소완충 탱크를 원자로수조에 설치하기 어려워서 CNS구역에 진공차단으로

이중 안전장치로 보완된 수소탱크를 그림 5-3과 같이 작도하였다.       

   3) 실험연구동 건물에 설치될 시설물

가) 중성자 유도관 시설 평면도 : 중성자 유도관과 이에 접속되는 10 여기의 실

험기기를 수용할 실험연구동의 크기는 36m x 60m 이며, 사무실, 회의실, 실험실 및

Operator실과 후생시설과 Maintenance실 등 부속 건물을 포함하여 48 m x 60 m가 되

었다.

나) 20톤 크레인이 설치되어 중성자유도관 설치 및 실험기기 이동 등 중량물 이

송, 유지보수작업을 하도록 한다.

다) 실험연구동 Utility 시설 즉, 건물내 HVAC, 중성자유도관 진공유지시설, 전기,

공업용수 및 공기공급 계통 등 실험기기 지원 Utilities시설이 설계된다.

라) 실험기기에 Utility 공급을 위한 Trench구조물이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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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무실, 회의실, 실험실 및 Operator실과 후생시설과 Maintenance실:

- 지하 1층 및 2층(실험실, Operater room, Maintenance실등)

- 지상 1층 및 2층, 3층(Office, 회의실, HVAC 및 기타지원시설)

   4) 압축기실 및 연구동 Utility수용시설    

가) 압축기실 기기배치에 대한 구상은 그림 5-9 에 작도하였으며 그 크기는 12m 

x 20m이다.

나) 압축기실 구조설계는 압축기 및 전동기 등의 소음 및 진동을 제거할 수 있

는 Isolation 공법으로 설계된다.

다) 압축기실 전용 크레인(10ton)이 설계된다.                                              

4. 냉중성자원 시설과 기존 시설과의 간섭사항

가. 반사체 탱크내의 CN공 형상            

   1)  Cold Neutron Beam Tube 의 중심선 각도는 서북쪽 20도이며, CN공과 점면넓

이는 70mmw x 150mmh 이므로 냉중성자의 방사각도 및 실험동 규모와 형태는 이

면적과 각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유도관의 분기각도가 중심축을 기준하여 최

대 2.5도, 3.8도로 분기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사유 때문이다.

   2) 당초 설계된 CN 공은 그림 4-50 처럼 제작 과정에서 변형된 CN 공을 보여준

다. 원자로 반사체탱크 제작 당시 발생된 CN 공의 수직 직진도 변형으로 인한 감속

재 용기와의 간격에서 생기는 물층(water film)에 의한 냉중성자 통과 손실을 실험적

으로 계산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Plug unit 유도관 분기

   Plug unit 유도관 분기에 대한 설계는 그림 3-4-10 과 같다. Plug unit 유도관의 분

기 각도는 실험연구동의 실험기기를 위한 효율적 실험 공간(working space)확보 및

실험동 건물의 규모를 효율성 있게 설계하는데 영향을 준다. 분기각도가 중심축을

기준하여 최대 2.5 도, 3.8 도로, 합계 7.6 도에 4 기가 분기하는 것으로 계획되지만,

일본 JRR-3M 의 11 도에 3 기가 분기된 것에 비하면 하나로의 경우에는 상당히 실

험공간이 좁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나로의 경우 최소한의 실험공간 확보를

위해 실험연구동의 길이가 JRR-3M 의 실험연구동 건물에 비하여 약 7∼8m 가 더

길게 되고 비효율적 공간이 많아질 수가 있음을 고려해야 설계해야 한다.

다. 중성자 유도관의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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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성자유도관의 차폐설계는 그림 5-6 과 같다. Guide tunnel 벽체는 하나로와

차폐 설계조건이 유사한 JRR-3M을 참조해 볼 때 약 80 m 두께의 콘크리트와 15cm

두께의 폴리에칠렌과 15cm 의 철판으로 천정과 벽체 차폐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예

상되며,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냉중성자용 유도관 차폐벽을 위하여 PNS 실험기

기를 前面으로 4m 정도 이동해야 하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PNS 용 중성자

속의 이동거리가 멀어 사실상 PNS 실험기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

서 PNS 실험기기쪽의 차폐벽 설계는 PNS 실험기기를 원자로 차폐벽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고밀도 차폐 등을 이용하는 등 Guide Tunnel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2) 원자로실의 냉중성자 유도관 차폐를 위한 구조물 위에 CNS 시설 중 운전과

관련된 각종 계측장치 및 안전 보호장치를 CNS 구역으로 설정하여 그림 5-8 와 그

림 5-1 에서 평면도 및 입면도를 나타내었다. 직접적인 간섭사항은 없으나, 추후

Over head crane에 대한 사고해석에 따른 안전성 검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 원자로 Pool에 콘덴서 설치 검토

   1) 원자로 Pool 에 콘덴서를 설치하기 위해 JRR-3M 의 콘덴서(크기: 2,349L×

230φ)를 참조하여 그림 5-2 설치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5-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

나로 수조에는 3 단으로 된 platform 이 있는데 원자로수조 바닥에서부터 6.48m 에

위치한 제일 하단의 platform 에 설치하면 열사이펀 설계에도 적절하고, 원자로 시설

과도 간섭이 되지않는다.

   2) 콘덴서에 냉매를 공급하기 위한 헬륨냉동관과 케이블들이 원자로 수조로 진

입하기 위한 기존 trench 를 검토하여 그림 5-10 와 같이 사용가능 단면규격이 협소

하다. 진입 배관 및 cable의 크기와 수량은 JRR-3M을 참조하여 검토하였다.

5. 주요 시설물 배치계획

가. 수소계통

냉중성자원 시설중 수소계통은 공기와의 격리를 위해 원자로 수조 또는 전용 보

조 수조내의 수중에 설치함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하나로의 경우 보조 수조 설치가

어려워서 콘덴서만 원자로 수조에 설치하고 수소완충탱크는 진공단열층으로 보완하

여 보조설비와 함께 Guide tunnel 상부 스라브에 설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설계 및

운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넹중성자원 장치의 운전 정지나 비상 운전시 또는 원자로의 정기점검이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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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위 저하가 발생될 경우 CNS 의 수소를 배기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2) 원자로 수조의 방사선과 방사능 오염으로 원자로와 별도로 냉중성자원 장치의

단독 점검 보수를 하기 어렵다.

   3) 수소계 시설의 분산으로 수소 누설 대한 감지 시설을 분산 설치해야 한다.

   4) 원자로 수조 내에 수소를 저장하고 있는 용기(콘덴서)로 인한 안전성 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 보조설비

보조설비 및 수소설비용 계장설비는 guide tunnel 상부 스라브 위에 냉중성자원

보조설비 구역 내에 설치하고, 수소 배기장치는 원자로실 바깥에 설치한다. 냉각탑

의 위치는 실험연구동 서편쪽 30m 지점 EL.80.00m의 공터에 설치한다.

다. 냉동설비 및 압축설비

압축기실을 원자로실에 근접하여 건설하되 소음과 진동이 큰 압축기와 고압전동

기 및 수시 정비 보수가 필요한 Oil separator는 실험연구동 바깥에 분리 설치하므로

서 저온 배관의 길이가 짧게 되어 열손실이 적고, 기동과 정지시 cool-down 과

warming-up 시간이 짧아지며, 수소압력 제어에 있어 응답성을 신속히 하기 위해 설

치하는 control heater의 필요성 여부가 검토된다.

라.제어감시 장치

제어감시 장치는 원자로제어실, 압축기실의 계기실, 원자로실의 CNS 구역에 설

치하여 다음의 감시제어가 가능토록 한다.

1) 중앙제어실에는 원자로 운전원이 CNS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CNS 전체

상태 감시 및 긴급조작을 한다.

   2) 압축기실 계기실에는 냉동조작감시 및 전체의 감시를 한다.

   3) 원자로실 CNS 구역에서는 가스 Processing의 조작 및 전체의 감시를 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하나로의 냉중성자원 장치의 설계에 앞서 하나로에 어느 정도 규모의

냉중성자원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시설 배치도면을 작도해 봄으로서

예측해 보았으며, 기존 하나로 시설과의 간섭사항을 조사하여 추후 기본설계의 윤

곽을 정립히는데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 JRR-3M 의 자료들이 큰 도

움이 되었으며, PNPI 자료들은 실험연구동의 실험기기 배치개념에 Technicatome 과

Cilas 의 추천사항들은 주로 냉중성자원 시설의 안전성과 중성자유도관의 배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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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냉중성자 설치 layout 연구는 이무웅 책임기술원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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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cold source development status of HANARO CNS Project 
Preconceptual 

Phase
Conceptual design 

and R&D 
detailed design 

and procurement 
Installation 

and operation 
97 99 97 99,  2003 2006 2003 2006 2003 2006 

Hydrogen loop      
Moderator      
Thermosyphon      
Hydrogen Buffer      
Helium loop      
Vacuum loop      

Design  
of Source 
Equipment 

Vacuum pressure      
L-Hydrogen 
Gain Factor 

Physics  
Analysis 
and
Validation Heat Load      

Safety Philosophy      
Hydrogen hazards      
Probabilistic 
Frequency      

Transient Analysis      

Safety  
for stress  
Analysis 
and
Accident 
Analysis Classification  

of cold source      

Project 
plans

1.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4. Operation plan        7. Cold Source test plan 
2. Procurement plan                            5. Quality Assurance plan 
3.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plan               6. Maintainabilit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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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WBS(working break system)

.

 ORNL  850 $

 KCNS .

 2003 .

1 Accident analysis 

2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plan 

3 Operation plan 

4 Procurement plan 

5 Quality assurance plan 

6 R&D testing and evaluation plan 

7 Start-up testing plan 

8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9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RAM)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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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RO CNS-RISK MANAGEMENT ASSESSMENT/PLAN 

PROJECY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                           PAGE1 OF______ 

DATE OF THIS ASSESSMENT                             MO___ DAY____ YR_______ 

WBS/SYSTEM MUMBER  ___________        RESPONSIBLE PERSON ________________

WBS/SYSTEM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LEMENT DESCRIPTION  ______________           SIGBATURE ___________________ 

POTENTIAL PROBLEM OR FAILURE MOD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FFECTS (MARK AN “X” FOR ALL EFFESTS OF FAILURE 

EFFECT KNOWN PROBABLE NO EFFECT 

    

SAFETY    

ENVIRONMENTAL INSULT    

COST IMPACT    

FUNCTIONAL PERFORMANCE    

PROJECT SCHEDULE    

OPERATIONAL IMPACT    

RANKING OF CONSEQUENCE OF PROBLEM OF FAILURE 
SIGNIFICANT( )       OR       INSIGNIFICANT( )

 8-1  Risk management assess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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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POSSIBLE CAUSES 

POSSIBLE CAUSES 

NUMBER   DESCRIPTION 

PROBABILUTY 
Low(L) 

Unknown(U) 
High(H) 

RISK 
Acceptable(A) 

Unacceptable(U) 

    

    

    

    

    

    

    

    

    

    

    

    

    

 8-2  Table of possible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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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 AND RATIONALE(R) TABLE 

ACTION (A) ANDRATIONALE(R) TABLE RESPONSIBILITY SCHEDULE 

    

    

    

    

    

    

    

    

    

    

    

    

    

    

 8-3  Action and rational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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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NP  (KAERI /TR-1276/99)

.  13.9 K,  18.9 K 

PNPI  Air Liquid  JRR-3 

ORPHEE (two phase) .

 stability .

, ,

.

 sealing 

.  8  3



 215

 RAM(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Risks 

assessment 

.

. in-pile assembly

(water film)

 thermalize .

 in-pile assembly

.

 4

.

IC-Gray γ-

. γ-

.  IC-Gray chamber

. ( )

.

 Reflectometry 

.  2003  4

, CN

 Water Film , Design criteria 

, ,  mode 

.  layout

 work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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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PNPI

.

.

• DPCD ( Double Perfect Crystal Diffractometer) 

-

- 200 ~20 , , , ,

,  large scale

• PNRV (Polarized Neutron Reflectometer with Vertical plane tree of scattering) 

- , , thin film ,

• CS (Polarized Neutron Correlation Spectrometer) 

- / , spin glass

• SANS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pectrometer) 

- , ,

• SAPNS (Small Angle Polarized Neutron Scattering) 

- , , spin glass

- , ,

• TDA (Three-Dimensional Analyzer-Texturometer) 

- 3 ,  (anisotropy) 

• NSES (Neutron Spin Echo Spectrometer) 

-  (phonon, magon )  (excitation)  (linewidth), 

, ,

• TASPN (Triple Axis Spectrometer of Polarized Neutr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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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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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COST ESTIMATION 

(ORNL: Table 1-3, JRR-3: Table 4 

PNPI: Table 5) 

APPENDIX C: 

WBS(Working Breakdown System – 

Fig. 1-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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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95. 1~1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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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996.12~199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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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L  FSAR  study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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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ERI/Technicatome  CNS

.

. heat 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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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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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6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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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shio Kumai), “JCNS ”,  6  9 ,
, ,

2) H. J. Prask, J. M. Rowe,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NISTIR 4527, 1991. 
March, Reactor Radiation Division,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Laboratory,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3) J. M. Rowe, P. Kopetka, R. E. Williams, and M.blau “Summary Description of the 
Proposed Liquid Hydrogen Source in the NBSR” 

4) J. M. Rowe, P. Kopetka, R. E. Williams, “Analysis of Safety Issues Involved in a 
Liquid Hydrogen Source in the NBSR”, 1992. July, Cold Neutron Projec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5) J. D. Siegwarth, D. A. Olson, M. A. Lewis, J. M. Rowe, R.E.Williams, P. Kopetka, 
“Thermal Hydraulic Tests of a Liquid Hydrogen Cold Neutron Source”, NISTIR 
5026, 1994. July, Process Measurements Division, Chemical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6) B. FARNOUX, P. BREANT, “Upgrade of the Experimental Facilities of the 
ORPHEE Reactor”, Proceeding of the 3rd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Group on 
Research Reactor(IGORR- ), 1993. September, JAERI-Japan 

7) Francois J. Samuel, “Construction of Neutron Guide Tubes”, Proceedings of 
SPIE-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1988. August, 
CILAS-ALCATEL-FRANCE 

8) Francois SAMUEL, Bernard FARNOUX, Benedicte BALLOT, Bernard VIDAL,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of Super-Mirrors Multilayers used for Neutron 
Guides”, Proceedings of SPIE-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1992. July, San-Diego, California 

 study  “
” , KAERI/RR-1598/95, 

1996.1, .

. .

, ,

, ,
Tohoku Univ., JAERI Japan 
1995. 9. 1~1995. 9.10 

-  neutron guide tube 
-  KCNS ( )
-JRR-3M ,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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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OT-214/95, 1995. 9 .

. .

,

1 Mr. Toshio Ku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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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ai, JAERI 

1994.10. 9 
~1994.10.23 

2 Mr. Eiji Shirai  
Mr. Masahiko Issiki 
Department of Research 
Reactor, Tokai, JAERI 

1995. 3.23 
~1995. 3. 25 

 Joint Work 

3 Mr. Yasuo Endoh 
Department of Physics, 
Tohoku University 

1995.12. 5 
~1995.12. 9 

Neutron science and neutron scattering 

4 Mr. Jean Michel CAMUS 
Air Liquide 
Mr. G. DE SAINTOURS 
Technicatome 

1995.12.13
~1995.12.14 

-Cryogenic and cryogenic engineering 
-design and safety criteria 
-Liquefaction, Transportation of He/H2  

1996  5 29~31
 5th Asian Symposium on Research Reactor ,

 Petersburg Nuclear Physic Institute(PNPI) 
 proposal .

,
Dr. Anatoli Pavlovich Serebrov 
Mr. Victor Alekseevich Mityukhlyaev
Mr. Arkadi Anatorievich Zakharov 
Dr. Anatoli Fedorovich Chtchebetov 
Petersburg Nuclear Physic Institute 
(PNPI), Russia 

1996. 8.21 
~1996. 8.28

-CNS
-cryogenic and cryogenic eng.  
-design and safety criteria 
-Liquefaction, Transportation of 
He/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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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shio Kumai)  “JCNS ”  “
” , , KAERI/TS-19/96, 1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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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6  1996.12~1997. 7

. KAERI  PNPI(Petersburg Nuclear Physic Institute)
 ’97  1  16 .
.

1

2  PNPI(Petersburg Nuclear Physic Institute) 
3  4
4

5  US$ 30,000( )
6 .  cryogenic system 

. (guide tube)

.
7  : KAERI  PNPI,  : 4 10
8  : PNPI,  : 4 14

1)  1  ’97. 2.17~’97. 2.27  Dr. Anatoli Pavlovich Serebrov, 
Dr. Anatoli Fedorovich Chtchebetov .

)
)
)
)

2) 2  ’97. 3.19~’97. 3.29  Mr. Victor Alekseevich Mityukhlyaev, Mr. Arkadi 
Anatorievich Zakharov .

)
) containment  thermosiphon
) CNS
)  CNS  gain factor  heat load

3) ’97. 5.25~’97. 6.12 ,
,  PNPI .

KAERI/OT-347/97, 1997. 7 .
) ,
)  mainten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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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in factor, containment strength, heat removal  
)  : neutron optics lab. and manufacturing factory, WWR-M reactor and 

CNS facility, SFINKS lab., ZINA reflectometer, 

. 1997  BNL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on the Cold Neutron Facility for the Brookhaven HFBR”, Andrew 
Kevey  1980. August  study .

.  JAERI  “JRR-3 ”, 
JAERI-M-87-006  JAERI-M-89-114  “

”, , , , KAERI/TS-21/97, 1997. 1,
 ’98  ’99

.

 NIST  study  “
, , ”, , , KAERI/TS-24/97, 

1997.5 .
1) J. M. Rowe, P. Kopetka, R. E. Williams, “Analysis of Safety Issues Involved in a 

Liquid Hydrogen Source in the NBSR”, 1992. July, Cold Neutron Projec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2) J. D. Siegwarth, D. A. Olson, M. A. Lewis, J. M. Rowe, R.E.Williams, P. Kopetka, 
“Thermal Hydraulic Tests of a Liquid Hydrogen Cold Neutron Source”,  NISTIR 
5026, 1994. July, Process Measurements Division, Chemical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3) H. J. Prask, J. M. Rowe,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NISTIR 4527, 1991. 
March, Reactor Radiation Division,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Laboratory,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Hemisphere  "NATURAL CONVECTION" S. Kakac ,
text  Grenoble  High Flux Reactor(HFRG)

 "25K
"  IGORR Meeting  "ORPHEE 

"  “ ”, 
, , KAERI /TS-29/97, 1997.6. .

.  A.P. Serebrov, A.F. Schebetov, V.A. 
Mityukhlyaev, A.A. Zakharov "Hanaro Cold Neutron Source Interim Report", 
HCNS-CD 55064.00. 0000IR, St.-Petersburg Vol. 1 Appendix 2, Vol. 4 (1997)  I.S. 
Altarev, K.A. Konoplov, V.A. Mityukhlyaev, A.P. Serebrov A.A. Zakharov "Universal 
Cold and Ultra Cold Neutron Source at PIK Reactor - The Determination of Hea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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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ulic Characteristics of the Cryogenic Circulation Source Contour" pp12-26 (1991)
 Mr. Arkadi Anatorievich Zakharov  heat load

 “ ”,
 1997.5 .  2  1999. 2. 

 1 .

. .

,

1 Dr. Takeshi KAWAI 
Slow Neutron Physics Div. 
Research Reactor Institute  
Kyoto University 

1997. 2. 9 
~1997. 2.16

-neutron guide tube concept  layout
-kinetics of hydrogen diffusion 
-safety consideration and analysis  
-  CNS design  plan 
-design verification  test  

 Nippon Sanso Corporation
Mr. Aoyama Takeo(senior general manager) Mr. Higo Moritake(general manager)

.   
2 Dr. Vladimir A. Nazarenco 

Director, Professor, 
 Lenin Prize Laureate 
Petersburg Nuclear Physic 
Institute(PNPI), Russia 

1997. 4. 21 
~1997. 4.25

-KAERI  PNPI
-
-
-  CNS  design  plan  

3 Mr. Yasuo Endoh 
Department of Physics, 
Tohoku University 

1997. 4. 28 
~1997. 4.30

-  CNS
-
-

. 1997  5  Technicatome
 Technicatome, CEA, Air Liquide, CI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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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pile section layout 
3) Cryogenic circuits design  
4) Containment design 
5) CNS layout in the reactor hall 
6) Material 
7) Neutron guide design 
8) Guide hall layout 
9) Safety 
10)CN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Technicat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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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Luc MINGUET 
Manager, Technicatome 
Gerard PEPY 
Director of LLB, CEA,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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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7.10 

-

. 1997  9  KAERI  PNPI(Petersburg Nuclear Physic Institute)
 KAERI  Technicatome

8  “
”,  KAERI/RR-1728/96, 199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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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7. 7~2000. 3

.  heat load data
 heat load 

 PNPI( )
 “  CN hole  heat load ”

.

1  CN hole  heat load 
2  PNPI(Petersburg Nuclear Physic Institute) 
3 ’97.11. 1~’97.12.31 

4 US$ 47,000 

5  : KAERI ,  : 3 35

Heat load  CN  IC-gray
dry-channel  “CN

”, HANTAP-09-CN-001, 1997.11
.

 Dr. Dong V. Tchmshkyan, Mr. Peter A. Sushkov 2  ‘97.11.10
 11  29  20  PNPI

 1998. 2
, 1998  “

”, , KAERI/TR-1276/99, 1999 3
.

. .

, ,
Dr. Kir Konoplev 
Deputy Director 

Petersburg Nuclear Physic 
Institute(PNPI), Russia 

1996. 8.21 
~1996.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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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gh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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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 9 1~’98.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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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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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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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3) , ,

.

. ’97  2  Takeshi KAW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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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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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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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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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enance  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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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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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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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CN
 CN

HANTAP-09-CN-02, 
HANTAP-09-CN-03 
1998.8.24

2 HAN-CN-DD-312-98-001, 
1998.9.2

3 KAERI/TR-1261/99, 
1999.3

4  99-10 : ,
 1999. 4.20 

5 The Ultrasonic measurement of inside diameter 
and thickness on cold neutron hole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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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of the Shape of the Cold Neutron 
Source Vertical Hole by Ultrasonic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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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1999. 3 

,
1999. 6 

 1999 11 

. 1997. 7~1999. 3
1. Heat Load  heat removal  code 
   - MCNP code  in-pile 
   - CN
   - 

-

1  A study of Heat Removal System for CNS of 
HANARO

6th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Grou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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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eat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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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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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eat Load Measurement in the Vertical Hole 
for Installation HANARO CNS 

6th  Asian Symposium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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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N  Mock-up 
   - 
   -     
4.  Layout 
   - 
   - 
   - 
5.
   - 
   - 
   -  code 
6.
   - 

-

1

2

3

The analysis of hysteresis loop and Barkhausen 
noise on neutron irradiated material 

 acoustic Barkhausen 
noise  harmonic frequency  

Burg spectrum estimation of neutron noise for the 
monitoring of reactor internal vibration with a 
hypothesis test  

The Journal of Acoustical 
Society of Korea, 1999. 1 

1999

IJVP 2000 vol 1 

7. Thermosiphon 
   - 

- , ,

1     - 113   1999

-
8.
9.

 “ , ” KAERI/RR-1916/98, 1999.5 
 1 .

. 1999. 6
, "  CN " HAN-CN-DD-312-99-001, 

, 1999.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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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Table 1. Summary of preliminary project cost estimate by ORNL WBS 

WBS 

FY 1996 
budget 
($K) 

FY 1997 
budget 
($K) 

FY 1998 
budget 
($K) 

Total estimate 
costs 
($K) 

1.0 Project management 90 90 30 210 

1.1 Project support 274 274 40 588 

1.2 Conceptual design 1062 0 0 1062 

1.3 Safety 411 289 82 782 

1.4 Detailed design 1878 1840 0 3718 

1.5 Installation 39 1218 123 1380 

1.6 Start-up testing 0 85 135 220 

1.7 Operations 39 207 310 556 

Total projects costs 3793* 4003* 720* 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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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ed breakdown of preliminary costs by ORNL WBS 

WBS
Expense 

Type 

FY 1996 
Budget 

$K (FTEs) 

FY 1997 
budget 

$K (FTEs) 

FY 1998 
Budget 

$K (FTEs) 

Total estimate
Costs 
($K) 

1.0 Project management 90(0.5) 90(0.5) 30(0.2) 210 

Project support     

Systems engineering  
Support 

74(0.5) 74(0.5) 148

RRD support for 75(0.5) 75(0.5) 10(0.1) 160 

QA and regulatory  
Compliance 

Physics analysis 95(0.5) 95(0.5) 30(0.2) 220 

1.1

External reviews 30 30  60 

1.2 Conceptual design     

Lead designer 151(0.8)   151 

Engineering support 147(1.0)   147 

RRD support for 
Design 

164(1.0)   164 

Materials evaluation 30(0.1)   30 

ORNL support to 
Testing 

148(0.8) 148

Equipment for  
Testing 

102 102

Subcontract for 
Testing 

310 310

Other subcontracts 10   10 

1.3 Safety     

RRD support for  
safety Analysis 

411(2.5) 189(1.7) 82(0.5) 782

1.4 Detailed design   `  

RRD support for detailed 
design 178(1.1) 680(4.0) 858

Lead designer  150(0.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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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 

WBS 
Expense

type 

FY 1996 
Budget 

$K (FTEs) 

FY 1996 
Budget 

$K (FTEs) 

FY 1996 
Budget 

$K (FTEs) 

Total estimate
costs 
($K) 

1.4
(cont.) 

Engineering support 
outside of RRD 

75(0.5) 75

Refrigeration 
equipment 

1500 375 1875*

Additional pump  50  50 

I&C system  200  200 

Heat exchange 
equipment 

40 40

Transfer lines  150  150 

Moderator vessel  120  120 

Pump module 200   200 

1.5 Installation     

RRD support for 
installation 39(0.3) 306(2.3) 51(0.3) 396 

Craft support  296(6020 h) 42(180 h) 338 

Engineering support  316(2.1)  316 

Materials  240  270 

Tooling  60 30  

1.6 Start-up testing     

Lead designer   50(0.3) 50 

RRD support for 
start-up testing  85(0.5) 85(0.5) 170 

1.7 Operations     

RRD support for 
operation 

39(0.3) 64(0.5) 164(1.0) 267

Maintenance support  13(200 h) 26(400 h) 39 

Training  45 35 80 



 B - 4  

Table 2 (cont.) 

WBS 
Expense

type 

FY 1996 
Budget 

$K (FTEs) 

FY 1997 
Budget 

$K (FTEs) 

FY 1998 
Budget 

$K (FTEs) 

Total estimate
Costs 
($K) 

1.7
(cont.) 

Equipment 
purchases 

10 10 20

Spare parts  25 25 50 

Readiness 
assessment  50 50 100 

 Total project costs 3793** 4003** 720** 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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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preliminary costs by ORNL cost discipline 

Work 
Discipline 

FY 1996 
Budget 

$K (FTEs) 

FY 1997 
Budget 

$K (FTEs) 

FY 1998 
Budget 

$K (FTEs) 

Total 
Estimate 

costs 
($K) 

Research Reactor Division  906 1499  392 2797 

Other ORNL research divisions  148  430 1692  773 

ANS technology transfer*  440    0    0  440 

Engineering support  147  465    0  612 

Equipment for testing  102    102 

Subcontract for testing  310    310 

Other subcontracts   40   30    70 

Cold source equipment 1700 1005   10 2715 

Installation materials   265   55  320 

Crafts   309   68  377 

   Total 3793** 4003**  720** 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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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JCNS Cost Estimation  
(  : )

        

1 217

534
2

1)
2)

409
125

He 320
3

1)  He 
2)

309
11 

146

4 1)
2)
3)

99
121
16

31

5 1)
2) Sub-pool
3) CNS ,

21
8
2

123
6

1)
2)

63
60

7 13

8 637

9 45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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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Fig. .1. Cold source level 2 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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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evel 3 WBS for the project support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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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evel 3 WBS for the concept development and R&D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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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evel 3 WBS for the safety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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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Detail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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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evel 3 WBS for installa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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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Level 3 WBS for the start-up testing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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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evel 3 WBS for the opera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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