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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하나로 1차냉각계통의 감마선을 감시하여 핵연료의 파손 여부를 감지하는 핵연료 

파손 감시계통을 운용하고 있으나 1차 냉각배관의 주 감마선인 N-16의 향으로 인하

여 효과적인 핵연료 파손 감시에 문제가 있음을 지난 6년간의 운전 경험으로 밝혀졌

다. 기존 계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핵연료의 파손을 정확하게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써, 1차 냉각배관의 지발 중성자 계측법이 제안되었고 약 2년여에 걸쳐 타당

성 시험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존 감마선 측정방법에 비하여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타당성 연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으로써, 원자로 보호계통의 정지변수로 사용될 지

발 중성자 계측채널의 구현작업이 착수되었다. 지발 중성자 계측채널은 원자로 보호계

통의 정지변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기검증요건을 포함

한 각종 안전성 설계 및 제작요건을 만족시키는 Class 1E 등급 기기를 사용하 다. 실

제 원자로 출력운전 조건에서 지발 중성자 계측채널의 성능을 확인하 고 기존 시스

템과의 호환성도 점검하 다. 새로운 지발 중성자 계측 채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성

능시험을 수행하 다.

□ 채널 기능시험

□ 고전압(HV) 플라토(Plateau) 점검

□ 지발 중성자 계수율 분석

□ 펄스 스펙트럼 분석

□ 신호 응답특성 시험

   지발 중성자 계측 채널의 차지증폭기는 신호잡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

을 가지고 있어 전기적 신호 건전성 확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 다. 현장 설치조건에

서의 고전압 특성은 제작자 요구 사양과 다소 차이를 보 으나 큰 문제점은 없었다. 

검출기 위치 변경 및 에너지 준위 조정 등을 통하여, 적절한 계수율을 출력하는 최적

의 검출기 설치 조건을 결정하 다. 지발 중성자 신호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계측 

채널의 건전성을 확인하 다. 또한 지발 중성자 신호 및 감마선 신호의 응답특성을 비

교, 분석하여 원자로 보호 및 제어기능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새로운 지발 중성자 계측 채널은 기존의 감마선 측정 방법보다 훨씬 더 미세한 핵

연료의 손상을 감지할 수 있음이 현장적용시험으로써 증명되었기 때문에 원자로의 안

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감마선 측정 채널을 존속시켜 

원자로 냉각계통의 이상 방사선 감시 및 원자로 출력감시 채널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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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A failed fuel detection system(FFDS) by monitoring gamma rays in primary 

cooling pipe has been confirmed, from 6 years of operating experience that N-16, a 

dominant gamma radiation of primary coolant adversely affect an efficient detection 

of fuel failure. As an alternative for improving the current points in issue and 

ensuring effective failed fuel detection, a delayed neutron measuring concept was 

suggested. The new concept was proved to be excellent in its performance through 

2 years of  experiment and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feasibility study, implementation 

of the delayed neutron channel has been required as a trip parameter for reactor 

protection system. Since the FFDS is used for a safety system, a class 1E device 

satisfying the safety design and manufacturing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codes 

and standards has been selected. The performance of the delayed neutron channel 

has been verified under the actual power operation and also the compatibility with 

the existing gamma channels was properly checked. The followings are contents of 

the performance test for the new FFDS.

□ Functional acceptance test

□ HV plateau check

□ Analysis of neutron countrate

□ Analysis of pulse spectrum

□ Signal response characteristics

   Due to vulnerability of the charge amplifier to external noise, it took time to 

confirm the electrical integrity of the neutron channel. The HV plateau 

characteristics at sit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manufacturer's suggestion 

but it's been turned out that it will not make any problem. Through varying the 

detector position and the adjustment of the threshold energy level, an optimal 

condition of the detector installation for an appropriate neutron countrate has been 

decided. The result of the spectrum analysis indicates that the new system meets 

the technical specification. It has been also confirmed by signal response analysis 

that the neutron and gamma signal from the new system could be applied for 

power monitoring as well as reactor protective function.

   Having been proved by the field application test to be much more sensitive 

than the previous system in fuel failure detection, the new FFDS will improve 

reactor safety. An additional effect is expecting by using the previous gamma 

channel for monitoring abnormal radiation in the primary coolant or reacto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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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하나로에서는 1차 배관 냉각수 내의 감마선을 감시하여 핵연료 파손 여부를 검출

하는 핵연료 파손 감시계통(FFDS : Failed Fuel Detection System)을 2001년 12월까

지 약 6년간 사용하 다. 핵분열 생성물에서 발생되는 감마선이 1차냉각계통의 배관으

로부터 측정된 총 감마선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계산함으로써 핵연료의 파손 

여부를 알아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이러한 FFDS는 하나로 원자로 보호계통의 정지

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으며 감마선 검출기로써 NaI 계측기를 사용하 다. 정상적

인 원자로 운전 동안 1차냉각계통 배관으로부터 계측되는 감마선의 대부분은 N-16으

로부터 생성되는 6.13 MeV이다. 핵연료 파손으로 인한 감마선 에너지는 대부분 2.0 

MeV 이하이지만, N-16에 의한 높은 에너지 감마선이 낮은 에너지 역에 Compton 

background를 형성하기 때문에 2 MeV 이하의 감마선을 측정할 때 6.13 MeV의 향

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1차 배관의 감마선을 측정하여 핵연료의 파손을 감시하는 

기존의 방법은 비록 핵연료 파손에 의하여 1차 냉각수의 방사선 준위가 상승하더라도 

N-16의 향으로 인하여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지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N-16 감마선이 2.0 MeV 이하의 

감마선 계측에 미치는 향을 보상할 수 있도록 FFDS를 설계하 다. 핵연료 파손 시 

발생되는 주요 핵분열 생성물의 에너지 역인 0.6∼2.0 MeV 사이의 감마선을 측정한 

다음, N-16 효과에 의하여 생성된 감마선만큼을 제거시켜 줌으로써 핵분열 생성물만

에 의한 감마선 준위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값을 원자로 보호계통의 정지변수로 사용

하 던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계통을 6년간 운전한 결과, 2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감마선 측정값이 계통의 증폭율 또는 고전압 변화 등에 매우 민감하

여 정상상태에서도 계수율의 요동이 심하고 잘못된 경보를 발생시키는 등 원자로 운

전에 지장을 초래하 다. 둘째, 정상적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더라도 반감기가 짧은 

N-16은 곧 사라지지만 1차냉각수에 녹아있는 반감기가 긴 Mg-27, Al-28 등과 같은 

핵종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계산식에 의하여 핵분열 생성물만에 

의한 감마선 계산값이 상승하여 마치 핵연료가 파손된 것과 같은 잘못된 상황을 만들

어버린다. 핵연료 파손 감지계통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되면 비상환기계통이 자동으

로 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 시에는 이러한 현상이 별 문제가 되지 않

지만 실제 사고상황과 겹치게될 경우에는 운전원이 오판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1]

   감마선 측정 개념의 FFDS 대신, 핵연료 파손이 발생될 경우 1차냉각수로 확산되는 

핵분열 생성물 속에 포함된 지발 중성자 모핵종(delayed neutron precusor)으로부터 

방출되는 중성자를 감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1998년부터 약 2년간 지발 중성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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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실험과 계산을 수행하 다. 

1차냉각배관의 고에너지 감마선의 향, 실제 운전조건에서의 지발 중성자 측정, 그리

고 핵연료 파손 감도를 추정하기 위한 몬테카를로를 이용한 중성자 계수율 계산 등을 

통하여 새로이 제안된 지발 중성자 계측법이 하나로의 핵연료 파손을 매우 효과적으

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

   1차냉각계통 배관으로부터의 지발 중성자를 측정하는 새로운 개념의 FFDS가 기존

의 감마선 계측법보다 100배 이상 미세한 핵연료의 손상을 감지할 수 있음이 확인됨

에 따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설계변경작업을 착수하 다. 

중성자 검출기로서는 이미 현장에 시험 사용하여 타당성이 입증된 동일 모델의 비례

계수기를 사용하기로 하고 검출기 신호처리를 위한 계측설비 부분은 호환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기존 FFDS 공급사에 제작을 의뢰하기로 하 다. 원자로 안전 계통에 사용

되는 계측기임을 고려하여 Class 1E 등급의 설계요건과 하나로 환경에 필요한 특별 

사양 그리고 타사 제품인 비례계수기와의 인터페이스 요건 등을 종합 정리하여 기술

사양서를 작성하 고 2000년 9월 공급계약을 체결하 다. [3]

   2001년 6월 공장인수검사를 실시하여 기본 성능을 확인한 다음 4세트가 하나로 현

장으로 납품 완료되었다. 현장 설치 전에 시험용 케이블을 이용하여 4개 세트에 대한  

기본적인 건전성 시험을 실시하여 정상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제어실과 각 현

장으로의 케이블 포설작업과 현장 계측기 설치작업 등을 실시하고 콘넥터 작업을 완

료한 다음, 전기적 기능 확인 및 채널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 다.[4]

   새로 추가된 지발 중성자 측정 채널은 비록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2001년 6월 

설계변경 승인을 이미 받았지만 원자로 출력운전조건에서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 기 때문에 원자로 보호계통의 정지변수로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전

에 약 2개월 동안 off-line 성능시험을 실시하 다. 즉, 기존 FFDS를 계속 사용하면서 

지발 중성자 채널을 병렬로 운전에 투입하여 성공적으로 그 성능을 확인하 다. 2001

년 12월부터 지발 중성자 채널을 정식으로 원자로 보호계통의 정지변수로 사용하기 

시작하 고 출력운전조건에서 여러 가지 성능 확인과 특성시험을 시행하여 최적의 운

전조건으로 채널 조정을 완료하 고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핵연료 파손 상태 감

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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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감마선 측정 채널의 문제점

2.1  감마선 측정 채널의 구성과 동작원리

   원자로 시운전 이후부터 2001년 10월까지 6년 이상 하나로에서 사용되었던 핵연료 

파손 감시계통(FFDS)은 1차냉각계통의 감마선을 연속 감시하고 측정된 방사선이 정

지 설정값을 초과할 경우 원자로를 비상 정지시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계통이다. 핵연료 파손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1차 냉각수로 확산되는 핵분열 생성물

로부터의 감마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NaI 검출기를 사용하 다. 

   원자로가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을 때 1차 냉각 배관 내의 감마선원은 여러 가지

가 있으나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N-16이다. N-16으로부터 방출되는 감

마선의 에너지는 대부분 6.13 MeV인데 비하여 핵연료 파손으로 발생되는 감마선은 

대부분이 2.0 MeV 이하이다. 따라서, 2.0 MeV 이하의 감마선 계수율을 감시함으로써 

핵연료의 파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2.1.1  감마선 측정 FFDS의 구성

   감마선 측정 FFDS는 검출기 차폐체, NaI 검출기, 전단증폭기(pre-amplifier), 신호

처리기(ratemeter) 등으로 구성되며 각 기기의 연결은 그림 2-1과 같다. FFDS는 원자

로 보호계통의 정지변수로 사용되므로 안전성 관련 설계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중

성 요건을 적용하여 3 개의 동일 채널로 구성되었다. 각 구성기기에 대한 상세 사양은 

표 2-1과 같다.

그림 2-1. 감마선 측정 FFDS 기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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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감마선 측정 FFDS 구성기기의 상세 사양

기기 상세 사양

검출기 차폐체

(Detector Shield)

ㆍNRC P/N : 800646-001

ㆍ크기 : 지름 457mm x 길이 533mm 원통형 납 차폐체

ㆍ무게 : 약 2000 lbs

NaI 검출기

ㆍ모델명 : MD-55 (V10)

ㆍNRC P/N : 800042-002

ㆍ기기번호 : KM-680-RE-14A/14B/14C

ㆍ형식 : 1.5"x1.0" NaI crystal + High Temp. PM tube

ㆍ측정범위 : 10∼107 cpm

ㆍ출력 펄스 : 1 mV/keV (negative)

전단증폭기

(Pre-amplifier)

ㆍ모델명 : PA-300(V5)

ㆍNRC P/N : 703543-002

ㆍ기기번호 : KM-680-RY-14A/14B/14C

ㆍ에너지 범위 : 50 keV ∼ 2.55 MeV

ㆍ출력신호 : 디지털 펄스

ㆍ동작전압 : ±15V DC

ㆍ고전압 공급범위 : 500∼1500 VDC

ㆍPulse shaping :

  - 전압 이득 : 31

  - Rise/decay time : 1 usec

  - Energy sensitivity : 100 mV∼2.55 V

ㆍWindow 설정 정확도 : ±0.5% energy setting

ㆍBackground rate : 10 ∼ 15 cpm

신호처리기

(Ratemeter)

ㆍ모델명 : ADM-600A(V8)

ㆍNRC P/N : 703578-005

ㆍ기기번호 : KM-680-RU-14A/14B/14C

ㆍ지시범위 : 10∼107 cpm

ㆍ아날로그 출력신호 : 4∼20 A DC,  0∼10 VDC ± 5% 오차

ㆍ접점 출력신호 : HIGH/ALERT/FAIL 접점 (Fail-safe)

ㆍKeypad 스위치/원격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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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하드웨어의 설치 상태

   NaI 검출기는 1차냉각계통 배관 공동구(pipe Gallery)의 16” 입구배관 직하단에 그

림 2-2, 3, 4와 같이 설치하 다. 1차배관 주위의 고방사능을 차단하기 위한 검출기 차

폐체를 바닥면에 고정시키고 차폐체 내부에 검출기가 위치하는 형상이다.

그림 2-2.  1차 배관 공동구 내부의 NaI 검출기 설치 위치

그림 2-3.  1차 배관과 NaI 검출기의 단면 위치

1차 배관 공동구

891 mm 850 mm

NaI 검출기



- 6 -

열교환기

열교환기

1차냉각펌프

1차냉각펌프

그림 2-4.  P&ID 상에서의 NaI 검출기 설치 위치

   1차 배관 공동구 NaI 검출기로부터의 각 신호 케이블은 독립된 포설경로를 통하여 

원자로실 동쪽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단증폭기로 연결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각 전단증폭기로부터 2개의 신호 케이블은 제어실 원자로 보호계통 패널에 설치되

어 있는 신호처리기로 연결되어 감마선 신호의 전송 및 자기진단기능 등을 수행한다.

2.1.3  감마선 측정 FFDS의 동작원리

   FFDS에는 2개의 감마선 측정 채널이 있다. 여기서의 채널이라 함은 다중성 설계 

개념을 적용한 3개의 독립된 계측 채널과는 다른 의미이다. 즉, 각각의 FFDS 채널은 

0.6∼2.0 MeV(Differential mode)의 감마선을 측정하는 GROSS 모드와 2.0 MeV 이상

(Integral mode)의 모든 감마선을 측정하는 BACKGROUND 채널이 있다. 앞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GROSS 채널의 계수율에는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것 외에 N-16으

로부터 방출된 고에너지 감마선의 콤프턴 산란효과에 의한 계수율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향을 제거해주어야만 순수 핵분열 생성물만에 의한 계수율

(Net Fission Product ; NETFP)을 얻을 수 있다. 순수 핵연료 사고에 의한 계수율, 

NETFP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NETFP = GROSS - K * BACKGROUND

   위 식에서 K는 N-16의 콤프턴 산란효과에 의하여 0.6∼2.0 MeV 역으로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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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의 계수율을 결정하기 위한 상수이다. 설계 당시 K 값을 약 0.3으로 추측하 으

나 실제 운전상태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5],[6]  정상 출력운전 상태에서 NETFP 계

수율이 약 1000 cpm 정도 되도록 하는 K 값은 CH.A=3.37, CH.B=3.63, CH.C=3.67 이

었다. 핵연료 파손 사고가 발생되면 핵분열 생성물이 1차 냉각수에 확산될 것이고 이

로 인하여 GROSS 채널의 계수율이 빠르게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BACKGROUND 

채널의 계수율은 핵연료 파손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NETFP 계수율

이 상승하게 되고 정지 설정값을 초과하게 되면 원자로를 정지시키게 된다.

   정상운전 시 1차 배관 냉각수 내의 감마선원은 방사화 생성물, 핵연료봉 표면에 묻

어 있는 tramped uranium, 그리고 고에너지 감마선을 방출하는 N-16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방사화 생성물과 tramped uranium은 0.6∼2.0 MeV 에너지 역에서 나타

나며, 2.0 MeV 이상에서는 무시할 수 있고 N-16의 향은 2.0 MeV 이상에서만 나타

난다. 핵연료가 파손되어 핵연료봉 1개의 모든 핵분열 생성물이 냉각수 내로 확산되었

다고 가정하면 냉각수 내의 총 감마선원은 정상운전 시의 감마선원과 핵분열 생성물

에 의한 감마선원을 합친 것이다. 계측 형상(geometry)과 검출기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수율 계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a) 정상운전 시 0.6∼2.0 MeV 에너지 역에서 각 감마선원에 의한 예상 계수율

   - 방사화 생성물에 의한 계수율(CA) : 1078 cpm

   - Tramped uranium에 의한 계수율(CT) : 30 cpm

   - N-16 콤프턴 산란에 의한 계수율(CN-16) : CN-16-6.13 :  3.09 x 10
4 cpm

CN-16-7.12 :  1691 cpm

    정상운전 총 계수율 CB :  3.37 x 10
4
 

b) 1개 핵연료봉 완전 파손 시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예상 계수율

    CF :  5.33 x 10
5 cpm

c) 운전 중 핵연료 파손 발생 시 0.6∼2.0 MeV 에너지 역에서 총 계수율

    CFF :  CB + CF = 5.67 x 10
5 cpm

   정상운전 상태에서 N-16의 향을 제거한 순수 background 계수율은 CA + CT = 

1108 이므로 정지 설정값은 background의 약 5배 즉, 5500 cpm으로 결정하 다. 이 

값은 1개의 연료봉에서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계수율(CF)의 약 1%에 해당한

다. 다시 말하면, 1개 연료봉에 대한 1% 손상이 발생되었을 때 FFDS는 원자로를 정

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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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마선 측정 FFDS의 문제점

2.2.1  측정신호의 불안정성

   원자로 출력 24 MW 상태에서 GROSS 채널은 약 110,000 cpm, BACKGROUND 

채널은 약 35,000 cpm 정도의 계수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 계수율은 고전압의 

변동에 따른 이득의 변화, 새 핵연료의 표면 오염 상태 그리고 명확하지 않지만 원자

로 냉각계통의 조건 등에 따라 동일한 출력조건에서도 큰 차이를 보 다. 2.1.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지 설정값은 정상운전 상태에서의 일정한 background 값과 비례

상수 K 값에 의하여 정해진 고정값이므로 실제 계수율의 차이가 발생되면 정지 설정

값의 설정 개념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표 2-2는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 원자로 

출력 24 MW 상태에서의 FFDS 채널별 월평균 계수율을 정리한 것이다. 3개의 채널이 

모두 전반기에는 높은 계수율을 유지하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계수율이 천천히 감소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핵연료 노심 장전 상태에 따른 차이일 것으

로 추정된다. 

표 2-2. 2001년 24 MW 운전상태에서의 월별 평균 계수율
단위 [cpm]

월
채널 A 채널 B 채널 C

NETFP GROSS BKGND NETFP GROSS BKGND NETFP GROSS BKGND

1월 0 121471 35958 0 115418 35546 0 119477 34261

2월 0 120107 35342 0 114722 33008 0 116876 32809

3월 0 119239 35003 0 112947 32682 0 117918 33463

4월 0 119188 34847 0 114039 32725 0 117455 33148

5월 0 117429 34050 0 112611 31959 0 114720 31765

6월 0 113466 33089 0 107530 30810 0 118303 34856

7월 0 109837 32233 0 103813 30072 0 108325 30827

8월 0 112440 32486 0 107431 30730 0 112826 32030

9월 0 116671 33063 0 113827 31747 0 116186 32035

10월 0 114110 32755 0 110685 31311 0 113767 31738

   정지변수로 사용되는 NETFP는 GROSS와 BACKGROUND 계수율을 이용한 계산

값이므로 NETFP의 신호 흔들림은 결국 GROSS 또는 BACKGROUND 신호의 흔들

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GROSS 신호의 흔들림은 최대 3000 

cpm에 이르고 있다. 비례상수 K 값을 적절히 조정하여 정상상태 background 지시값

을 1000 cpm으로 맞추었다 하더라도 핵연료 파손 사고가 아닌 단순한 신호의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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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NETFP 값이 정지 설정값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이와 같은 현상이 발

생된 적도 있었다. 데이터 평균시간을 충분히 길게 하면 신호의 흔들림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응답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원자로 정지변수의 

특성상 불가능하다.

2.2.2  비례상수(K)의 불확실성

   N-16의 향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비례상수 K는 설계 당시의 값과 큰 차

이가 있음이 밝혀졌고 현장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값으로 결정하 으나 이 값

이 조금만 바뀌어도 핵연료 파손 여부를 결정하는 NETFP 계산값이 크게 변하여 측

정값으로써의 의미가 퇴색하 다. 예를 들어 GROSS 값이 100,000 cpm이고 

BACKGROUND 값이 30,000 cpm이라고 가정하 을 경우 비례상수 K 값에 따라 

NETFP 값은 다음과 같이 크게 차이가 난다.

a) K 값을 3.3으로 설정할 경우,

                   NETFP = 100000 - K * 30000 = 1000 cpm

b) K 값을 3.4로 설정할 경우,

                   NETFP = 100000 - K * 30000 = - 2000 cpm

   비례상수 K 값을 낮게 설정하면 NETFP 값이 정지 설정값에 너무 근접하여 불필

요한 정지가 발생될 수 있고 반대로 K 값을 높게 설정하면 NETFP 값이 음수값이 되

고 이는 정지 설정값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 히 따지면 설계 요건을 위배하

는 것이 된다.

   비례상수 K 값은 정지변수의 지시값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원자

로 출력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자로 운전 출력

에 따라 GROSS와 BACKGROUND 값의 비율이 조금씩 바뀌고 이에 따라 정상운전 

시의 지시값 1000 cpm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비례상수 K 값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물

론, 운전 출력에 도달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는 출력을 변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최종 

운전 출력에 맞추어 K 값을 설정하면 되지만 출력 조건에 따라 비례상수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이다. 또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K 값을 잘못 설정할 

경우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2.3  계산 신호(NETFP)의 비합리성

   하나로에서 핵연료 사고로 인하여 FFDS에 의한 원자로 보호계통(RPS) 정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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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었을 경우, 제어 컴퓨터에 의하여 정상환기계통이 정지되고 자동으로 비상환기계

통이 작동된다. 이는 핵연료 사고로 인한 방사선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유지시키기 위

한 안전성 관련 설계 개념이다. 원자로의 운전이 종료되어 계획 정지를 시킬 때 먼저 

원자로 제어계통(RRS)의 제어봉을 삽입하고 난 후 정지봉을 낙하시키는데, RRS 정지

가 발생하면 2∼3분 후 FFDS의 NETFP 값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결국 RPS에 의

한 원자로 정지가 발생되고 앞서 언급한 비상환기계통이 작동되어 버린다. 1차 냉각수 

방사선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N-16의 반감기가 7.13초이기 때문에 N-16에 의한 감마

선원은 원자로 정지 후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Mg-27, Al-28 등과 같이 반감기가 긴 

감마선원은 계속 냉각수에 존재하게 된다. 즉, 2.1.3절의 NETFP 계산식에서, 0.6∼2.0 

MeV 역의 감마선원 Mg-27, Al-28에 의한 계수율은 매우 느린 속도로 감소하는데 

비하여 2.0 MeV 이상 역의 N-16 감마선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계

산식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NETFP 계수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약 10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2.0 MeV 이하의 감마선도 설정값 이하로 감소하게 되지만 이

때까지는 NETFP 계수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FFDS에 의한 RPS 정지가 발생되었을 경우, 비상환기계통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것은 실제 핵연료 파손 사고가 발생한 위급 상황을 위한 필요 조치인데 핵연료 사고

가 아닌 정상상태에서 계산식의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비상환기계통이 작동된다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평상 시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실제 핵연

료 사고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운전원의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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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발 중성자 계측 채널의 구성과 동작특성

3.1  하드웨어 구성

3.1.1  개요

   기존 감마선 측정 FFDS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핵연료의 파손 상태를 좀 더 효과적

으로 감시하기 위한 1차 냉각수 지발 중성자 계측법의 타당성이 확인되고 난 후, 지발 

중성자 계측 채널의 구현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하 다. 설계 변경의 주 목적은 시운전 

이후 사용하 던 감마선 측정 FFDS 개념 대신 지발 중성자 측정 채널을 도입하고 이

를 RPS 정지변수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부가적으로 감마선 측정 채널의 2개 신호 즉, 

GROSS와 BACKGROUND 채널을 원자로 출력 또는 1차 냉각수의 이상 방사선 오염 

상태를 확인하는 채널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새로운 FFDS의 

설계 변경 범위와 하드웨어 설치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확인 등에 대한 

기본 골격을 정리하 다.[8]  설계 개념의 확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발 중

성자 신호처리기이었다. RPS 패널에는 이미 감마선 측정 FFDS 신호처리기가 설치되

어 있었으므로 지발 중성자 신호처리기 설치 공간의 마련이 쉽지 않았고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기 추가에 따른 RPS 패널의 내진 해석 등의 업무가 큰 부담이 되

었다. 

   지발 중성자 계측 개념에 대한 기본 성능요건을 정리하여 Aptec-NRC와 Victoreen 

등 2 개사로 보내고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Victoreen사는 구현 불가능의 의사를 

보내 왔는데 비하여 Aptec-NRC사는 기술책임자가 하나로 현장을 방문하여 상세 협의

를 진행할 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보 다. 하나로의 특성과 기술 요구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호처리기 모델에 대하여 3개의 신호채널을 동시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시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RPS 패널의 공간 부족 및 내진 해석의 문제점

이 저절로 해결되었다. 즉, 시운전 이후 사용하 던 감마선 채널 신호처리기를 제거하

고 대신 새로운 신호처리기 모델을 기존 위치에 교체 설치하게 되면 지발 중성자 신

호뿐만 아니라 GROSS 및 BACKGROUND 신호까지도 한꺼번에 하나의 신호처리기

에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밖에도 지발 중성자 검출기로써, 지난 2년간 하나로 

현장 시험에서 그 성능과 우수성이 입증된 Centronics사의 비례계수기를 사용하기로 

하 다. 지발 중성자 채널은 RPS 정지변수이므로 Class 1E 설계요건을 만족시켜야 하

고 내진검증 등의 기기검증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안전 등급이었던 

Centronics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점이었는데 Aptec-NRC사에서 책임을 지고 

Centronics사 제품을 Class 1E 등급으로 검증을 시켜 납품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됨으

로써 비례계수기의 기기검증문제도 해결되었다. 제작사와의 기술협의 과정에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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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관련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의 구현 작업이 한층 

더 구체화되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구현 작업의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 2000. 5월 : 기술사양서 승인

□ 2000. 9월 : 공급 계약 체결

□ 2001. 6월 : 공장인수검사

□ 2001. 7월 : 현장입고 및 인수검사

□ 2001. 9월 : 설치작업 및 시운전

□ 2001. 11월 : 종합성능시험

□ 2001. 12월 : 정식운전투입

□ 2002. 3월 : 출력운전 성능시험

   여러 단계의 현장시험을 통하여 새로운 FFDS는 원자로 보호계통 정지변수로서 핵

연료의 파손을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2개의 감마 

선 신호 측정 채널을 원자로 출력 및 1차 냉각수 이상 방사선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N-16 신호를 원자로 열출력 대신 사용하기 위한 설계 변경

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운전특성을 관찰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성자 신호 

측정 채널이 추가된 통합 FFDS에 대한 특성과 2001년 후반기부터 진행되어 왔던 각

종 시험 결과를 이하에 상세하게 기술한다.

3.1.2  계측 채널의 구성

   새로운 FFDS는 원자로 보호계통 정지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발 중성자 측정 채

널을 포함하여 2001년 말까지 사용하 던 감마선 측정 채널도 함께 수용하는 통합 개

념의 계측 계통이다. NaI 검출기를 사용하는 감마선 측정 채널은 제 2 장에서 이미 자

세히 설명하 기 때문에 각 구성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지발 중성자 채널은 

BF3 검출기, 차지증폭기, 전단증폭기, 신호처리기 등으로 구성되는데 통합 FFDS의 기

기 구성은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지발 중성자 계측 채널 각 기기의 사양은 표 3-1, 3-2, 3-3, 3-4에 상세히 기술하

다. 지발 중성자 계측 채널은 원자로 보호계통의 정지변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채널

의 구성기기들은 안전등급 기기검증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BF3 검출기를 제외한 나

머지 기기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등급 기능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미 기기검증시험

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들이므로 검증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요건을 만족

시켰다. BF3 검출기는 예비시험에 사용된 비안전등급의 특정 모델을 요구하 기 때문

에 별도의 내진 검증시험과 내환경 검증시험을 거쳐 검증보고서와 함께 납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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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3 검출기 CSA-100 PA-300E

(V10)

ADM-606

  J1

  J2

  J3

NaI 검출기 PA-300

NEUTRON

N-16

GROSS GAMMA

P/N 12.7EB/20/25M

P/N 603023-001

15 M Cable

P/N 704822-001

차지증폭기
P/N 808670-001

전단증폭기

P/N 811013-001

신호처리기

P/N 800672-001

50 M Cable

Part of CSA-100

1.2 M Cable

그림 3-1  통합 FFDS의 기기 구성도

표 3-1  BF3 검출기 상세 사양

Items Specifications

Size

Active Length

Material

Gas Pressure

Tube Capacitance

Operating Voltage

Plateau Length

Plateau Slope

Max. Charge per Pulse

Typical Sensitivity

Operating Temp.

Life(Burn-up)

233mm Long x 25.4mm Diameter

127mm

Body : Oxygen-free copper

Electrode : 0.05mm Tungsten

Insulation : Alumina and glass

Neutron sensitive material : Boron Trifluoride

                           (96% 
10
B enriched)

20cm Hg gas pressure

3.7 pF typical

1320 V DC

150 V Min

3% approx. per 100V

1.16x10
14
xM Coulombs (M은 Gain)

1.5 cps/nv (for Gas Multiplication = 40)

80℃ Max.

10% decrease at 2x10
18
 nvt with anode supply 

switched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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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차지증폭기(CSA-100) 상세 사양

Items Specifications

Sensitivity

Input Power

Input Signal

Output Signal

Interface(connection)

1V/pico-coulomb typical

±15V and Detector bias from preamplifier PA-300E(V10)

Negative pulse

Rise time : 2 μsec

Fall time : 100 μsec

Negative pulse : Amplitude는 중성자 에너지에 비례

Rate는 Rad. field signal strength에 비례

DETECTOR : HN connector

PA-300E(V10) : 1.2M long

TEST : BNC connector

표 3-3 전단증폭기(PA-300E) 상세 사양

Items Specifications

Energy Range

Input Power

Output Power

Input Signal

Output Signal

Terminationa

50 keV to 2.55 MeV

±15V from Ratemeter

±15V and HV to CSA-100

Negative pulse from CSA-100

Pulse signal to ADM-606 through RATEMETER 1

Pulse signal at MCA for multichannel analyser

DETECTOR : MS type connector

RATEMETER 1 : MS type connector

MCA : BNC connector

표 3-4 신호처리기(ADM-606) 상세 사양

Items Specifications

Range

Output Signal

Accuracy

Digital display : 1.0E-2 ∼ 1.0E+9 cps

Analog output : 1.0E-1 ∼ 1.0E+5 cps

4-20mA isolated outputs for NEUTRON, N-16, Total Gamma

±10% of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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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신호처리기(ADM-606) 상세 사양(계속)

Items Specifications

Alarm Outputs

Alarm Setpoint

Self testing

Input Power

Output Power

Terminations

NEUTRON 채널 : HIGH, FAIL, ALERT

N-16 : HIGH, FAIL

Total Gamma : HIGH, FAIL

(모든 DPDT Relay는 Normal-energized(Fail-safe) 형식)

Adjustable

TEST1 / TEST2

(TEST 1 : Fixed value, TEST 2 : Ramping signal)

120V AC ± 10%, 60Hz±5%

±15V DC to PA-300E

RATEMETER 1 : NEUTRON

RATEMETER 2 : Total Gamma

RATEMETER 3 : N-16

3.1.3  하드웨어 설치

(1) BF3 검출기 설치

   핵연료의 파손 여부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감지하기 위하여 BF3 검출기를 

그림 3-2와 같이 1차 냉각배관 출구 측 원자로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 다. 3대의 검출

기 중 2대(RE-14D, RE-14F)는 서쪽 배관에 설치하 고 나머지 1대(RE-14E)는 동쪽 

배관에 설치하 다. 

   
RE-14C RE-14B RE-14A

RE-14E

RE-14F RE-14D

그림 3-2  BF3 검출기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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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3 검출기는 1차 배관 직하단에 그림 3-3과 같은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BF3 검출기 지지대는 내진등급 구조물로 설계되었고 콘크리트 바닥의 4곳에 앵커 볼

트로 고정되어 있다. BF3 검출기는 대리석 재질의 바닥면(두께 7cm)에 홈을 파서 집

어넣고 커버(두께 3cm)를 씌워 고정시켰다. 원자로 정지 시 background 지시용으로 

사용되는 중성자 선원은 BF3 검출기 근접 위치에 수직으로 홈을 파고 집어넣어 고정

시켰다. BF3 검출기가 설치된 위치에서 1차 배관 하단까지의 거리는 약 10cm 정도이

다.

 

            그림 3-3 BF3 검출기 지지대 형상

(2) 차지증폭기(CSA-100)/전단증폭기(PA-300E) 설치

   1차배관 공동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BF3 검출기로부터 약 15미터 길이의 케이블이 

원자로실 수조 서쪽 외벽에 전단증폭기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차지증폭기로 연결된다. 

차지증폭기의 일부분으로 취급되는 1.2미터 길이의 케이블은 차지증폭기의 상단에 그

림 3-4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전단증폭기에 콘넥터로써 연결된다. 전단증폭기는 

signal cable을 이용하여 펄스 출력신호를 제어실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처리기로 전송

한다. 3개의 signal cable은 안전계통의 중요 설계요건인 독립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독립된 전선관을 이용하여 제어실까지 포설하 다.

대리석 Mounting Block

(30 x 30 x 10 cm)

Check source

BF3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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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차지증폭기/전단증폭기 설치 상태(Cable Not Connected)

(3) 신호처리기 설치(ADM-606)

   과거의 감마선 측정 FFDS에 사용되었던 신호처리기는 2채널 처리용 ADM-600 모

델이었으나 새로운 FFDS에서는 3개 신호를 처리하는 개선형 ADM-606을 사용하

다. 2개 신호처리기의 외관 크기가 동일하여 패널의 수정없이 원래의 위치에 새 모델

을 쉽게 설치할 수 있었다. 그림 3-5는 3개의 원자로 보호계통 패널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처리기를 보여주고 있다. 신호처리기는 지발 중성자 채널로부터 1개의 신호 케이

블(NEUTRON)과 NaI 감마선 검출기로부터의 2개 신호 케이블(Total GAMMA, N16) 

등 총 3개의 케이블이 뒷면에 연결되어 있다. 3개의 신호 채널 중 NEUTRON 신호가 

핵연료 파손 감시용 RPS 정지변수로 사용된다. 각 채널의 전원, 정지 접점신호, 아날

로그 출력신호 등은 모두 과거 신호처리기에 사용되었던 신호선들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호선 포설은 필요없다.

   

전단증폭기

차지증폭기 Detector

Cable

Signal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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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원자로 보호계통 패널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처리기(ADM-606) 모습

3.2  지발 중성자 계측 채널의 전기적 신호특성 및 동작원리

3.2.1  지발 중성자 계측 원리

(1) BF3 검출기

   중성자를 측정하는 검출기로써 BF3 검출기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중성자가 B10과 

결합하여 2개의 particle을 생성하는 10B(n,α)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5B
10 + 0n

1 → 3Li
7 + 2α

4   2.792 MeV(ground state)

3Li
7 + 2α

4   2.310 MeV(excited state)

   전체 반응의 약 94%는 excited state 상태로 되고 나머지 6%만 ground state로 된

다. excited state의 경우 알파 입자와 리튬 핵의 에너지는 각각 1.47 MeV와 0.84 

MeV이다. Boron을 함유하는 여러 가지 충전 가스 중에서 BF3를 사용하는 이유는 

proportional gas로서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boron의 고 농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호처리기(ADM-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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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on의 농축도를 높임으로써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하여 5배 이상 효율을 높일 수 있

다. BF3는 충전 압력이 높으면 proportional gas로서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BF3의 충전 압력은 0.5 기압 근처이다.

   BF3 검출기는 
10B(n,α) 반응에 따라 생성되는 핵종의 에너지 크기에 비례하는 펄

스를 출력하는데 이때 감마선과의 상호반응에 의한 펄스 및 낮은 에너지 역의 잡음 

펄스가 동시에 발생된다. 중성자에 의한 출력 펄스는 파고 선별기(pulse height 

discriminator)를 이용하여 쉽게 낮은 에너지로부터 선별 측정이 가능하다. 그림 3-6과 

3-7은 BF3 검출기에 대한 펄스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9] 

   

그림 3-6  BF3 검출기의 Ideal 펄스 스펙트럼

그림 3-7  BF3 검출기의 Typical 펄스 스펙트럼

감마선 상호작용 및 

신호잡음에 의한 저

에너지 펄스

10B(n,α) 반응에 의한 고에너지 중

성자 펄스

(Excited state)

(ground state)

Wall Effect에 의하여 

생성된 중성자 펄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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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은 BF3 검출기의 크기가 충분히 커, 거의 모든 반응이 검출기 표면으로부

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모든 반응 에너지가 검출기 내부에서 흡수되는 경우

의 이상적인 펄스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에너지의 94%는 2.31MeV excited 

state이고 나머지 4%는 2.79 MeV ground state이다. 그림 3-6에서 그래프 아래 쪽의 

면적비가 94:6이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반응이 검출기 내부에

서 일어날 정도로 검출기를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BF3 검출기의 크기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검출기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반응의 일부는 검출기 벽면 근처에서 일

어날 것이고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에너지 손실이 불가피하다.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2개의 입자, 즉 알파와 리튬은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알파 입자가 검출기 

벽면에 부딪히는 경우는 최대 1.47 MeV까지 에너지를 잃게될 것이고 반대로 리튬이 

벽면에 부딪히는 경우는 최대 0.84 MeV의 에너지를 잃을 수 있다. 반응이 일어나는 

위치에 따라 검출기 내부에서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그래프

로 나타낸 것이 그림 3-7이다. 그림 3-7의 첫 번째 평형 구간은 알파 입자가 검출기 

벽면에 부딪히는 경우이고 두 번째 평형 구간은 반대로 리튬이 검출기 벽면에 부딪히

는 경우이다.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2개의 입자가 모두 검출기 벽면에 부딪히지 않

고 내부에서 흡수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2.31 MeV에서 peak가 보이고 있다.

   현장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BF3 검출기의 지름은 대략 20∼30mm 정도이므로 위에 

설명한 wall effect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하나로에 사용되는 BF3 검출기 역시 비슷한 

펄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BF3 검출기는 

0.84 MeV 이상의 중성자 펄스뿐만 아니라 윗 그림에서와 같이 낮은 에너지의 감마선 

또는 잡음에 의한 펄스도 함께 출력한다. 따라서, 그림 3-7에 점선으로 표시한 ‘A' 위

치에 파고 선별기의 준위를 설정함으로써 중성자에 의한 펄스만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나로의 경우에는 0.7 MeV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증폭기(Amplifier)

   대부분의 방사선 검출기는 검출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전

하량 형태의 출력을 발생시킨다. GM 튜브와 섬광 계수기(scintillation counter) 등은 

충분히 큰 전하량을 발생시키지만 그 외의 방사선 검출기들은 전하량이 매우 낮아 별

도의 증폭기가 없으면 신호처리가 불가능하다. 방사선 검출기와 전자신호 처리장치 사

이에 인터페이스로서 사용되는 것이 전치증폭기(pre-amplifier)이다. 

   전하량(Q)은 정전용량(C)과 전압(V)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할 경

우 정전용량과 정비례의 관계를 유지한다. 즉, 검출기 출력인 전하량을 전압의 형태로 

전환하여 방사선의 세기를 측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V=Q/C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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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검출기로부터의 전하량이 일정할 경우 정전용량에 따라 출력전압이 결정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방사선 검출기들은 매우 낮은 전하량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전용량이 조금만 변하더라도 출력전압에 크게 향을 미치게 된다. 정전용량

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검출기 자체의 정전용량(일반적으로 20∼30 pF 정도임)과 

검출기 케이블의 정전용량이다. 따라서 케이블이 길면 길수록 정전용량이 커져 출력전

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출기와 전치증폭기 사이의 거

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전치증폭기의 역

할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검출기 출력 펄스의 1차적 증폭

□ 예비 펄스 성형(preliminary pulse shaping)

□ 검출기 출력단과 후속 전자회로 입력단과의 임피던스 정합(impedance matching)

□ 검출기 출력 전하량을 전압신호로 변형(charge to voltage conversion)

   전치증폭기는 전류감응형(current-sensitive), 전압감응형(voltage-sensive) 그리고 

전하감응형(charge-sensitive)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전류감응형 전치증폭기는 상대적

으로 낮은 입력 임피던스를 가지는 증폭기이므로, 높은 임피던스를 가지는 방사선 검

출기의 신호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전압감응형 전치증폭기는 입

력단에 인가된 전압펄스를 정해진 이득만큼 증폭하여 출력단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

는 증폭기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림 3-8은 전압감응형 전치증폭기의 회로 개

략도이다. 

R1

Vin Vout

R2

-A

Vin = - Q/C
Vout = - R2/R1 Vin

Virtual Ground

그림 3-8  전압감응형 전치증폭기의 회로 개략도

   입력단의 입력전압(Vi)은 입력측 정전용량(C)과 검출기 내 핵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전하량(Q)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정전용량은 검출기 정전용량(Cd)과 케이블의 정전용

량(Cs)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검출기 정전용량은 인가되는 고전압에 따라 달



- 22 -

라질 수 있고 케이블의 정전용량은 케이블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입력측 정전

용량이 변화하게 되면 증폭기 입력전압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 출력전압의 변동이 뒤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이 검출기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하량이 매우 작은 경우 또 반도

체 검출기와 같이 운전조건에 따라 검출기 정전용량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전압감응형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검출기 출력전압이 큰 섬광검출기 또는 가

이거뮬러 검출기에 전압감응형을 사용하고 반도체 검출기 또는 비례계수기 등에는 전

하감응형 전치증폭기를 사용한다.

   하나로에 사용되는 전치증폭기는 전하감응형이므로 전하감응형 전치증폭기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 3-8의 전압감응형 전치증폭기에

서는 궤환소자로써 저항(R2)을 사용하 으나 전하감응형에서는 그림 3-9와 같이 콘덴

서(Cf)와 저항(Rf)을 함께 사용한다. 

-A Vout

Rf

Ro

Cf

Cc

Rb

Cbf

Rbf

Vin

Ct

Rt

Detector
Input

Test
Input

HV 

+ -Vf

i(t)

i(t) Vin = Q/C
Vout = - Vf = - Q/Cf

그림 3-9  전하감응형 전치증폭기의 회로 개략도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는 수 메가 이상이기 때문에 검출기로부터의 전류는 모두 

궤환루프를 따라 흐르게 되고 모든 전하량(Q)은 궤환 콘덴서 Cf에 충전되게 된다. 증

폭기에 그림과 같이 궤환루프를 구성하 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Vo = - Vf  (Vf = Q/Cf), 여기서 Vf는 궤환소자에 인가되는 전압

Vo = - Q/Cf

   검출기로부터 생성된 전하량(Q)이 일정할 경우, 증폭기 출력전압은 궤환 콘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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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에 의하여 결정되며 입력 정전용량(Ci=Cd+Cs)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전압

감응형 전치증폭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입력측 정전용량의 변화가 더 이상 출력신호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전하감응형 전치증폭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출력펄스의 감쇄 시정수(decay time constant)는 궤환소자 Cf와 Rf에 의하여 결

정된다. 궤환 콘덴서 Cf를 가능한 한 낮은 값으로 선정하는 것이 큰 출력펄스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Cf는 1 pF 정도가 적당하다.

   전치증폭기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고전압 공급회로 부분이다. 고전압 공급회로

는 Rb, Rbf, Cbf 등으로 구성되는 고전압 공급회로 부분과 저전류 펄스를 처리하는 증

폭기 입력단을 고전압의 향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차단 콘덴서(Cc ; Decoupling 

Capacitor)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바이어스 저항 Rb는 외부 고전압에 의하여 검출기에 

공급되는 전류를 제한한다. 알반적으로 106 ∼ 107 ohm 정도의 값을 가지는데 검출기

로부터의 신호전류와 누설전류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Rb의 값은 클수록 잡음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큰 값을 선택할 경우 정상운전상태에 검출기로 공

급되는 전류 또는 검출기로부터의 누설전류에 의한 큰 전압강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출기에 공급되는 전압은 실제 공급되는 전압보다 낮게 인가된다. 따라서 검출

기로부터의 누설전류를 확인하여 전압 강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확인하여 강하된 만

큼 공급전압을 높여주어야만 정확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

   전치증폭기의 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잡음의 문제이다. 전단증폭기의 신호

잡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는 입력단의 정전용량이다. 입력단의 정전용량은 

검출기와 케이블의 정전용량인데 이중 케이블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 정전용량이 문

제가 될 수 있다. 신호잡음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검출기와 전치

증폭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은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중요한 잡음인자는 

Johnson Noise라고 알려져 있는 궤환저항(Rf)에 의한 잡음이다. Rf 값을 증가시키면 

잡음을 줄일 수 있으나 펄스 감쇄상수가 커져 펄스중첩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단점

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전치증폭기의 잡음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써, 출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은 검출기와 임피던스를 정합시키기 위하여 입력

단에 FET 소자를 사용한다. 그러나 FET 소자는 순간 과전압에 매우 민감하고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출기 고전압을 천천히 올리고 내려야 한다. 요즈음에는 이와 같은 

FET 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력단에 과전압 보호회로를 사용한다. 신호잡음을 최대

한 줄이기 위하여 입력단에 이와 같은 과전압 보호회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에는 반드시 검출기 전압을 천천히 올리고 내려야 한다.

   전치증폭기로부터의 전압펄스는 미분, 적분회로 원리를 이용하는 펄스 성형회로를 

거치고 펄스 파고분별기 및 펄스계수기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계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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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이와 같은 회로들은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

이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3.2.2  하나로 지발 중성자 계측 채널의 동작 특성

   하나로 지발 중성자 계측 채널의 구성과 일반적인 동작 원리를 알아보았다. 본 절

에서는 실제 하나로에 적용되어 사용 중에 있는 그림 3-1의 지발 중성자 계측 채널 

기기에 대한 전기적 특성과 작동 원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작사로부터 하드웨어를 

인수하고 난 뒤 운송기간 동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제작사에 요구하

여 준비한 시험용 케이블을 이용하여 4개 채널(1개의 채널은 운전 여유분으로 보관)의 

건전성 시험을 실시하 다. 중성자 선원을 이용하여 채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4개 

채널 모두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실제 현장 설치 후의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나중에 깨달았다. 이는 케이블의 길이 및 현장 설치 상태에서의 신호잡음 향 때문에 

채널의 전기적 특성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검출기에 공급되는 고전압에 

따라 중성자 펄스의 형상과 신호잡음비가 차이가 발생되었다. 계측 채널의 동작 특성

을 간략하게 정리하 다.

(1) 접지(Grounding) 개념

   채널 구성 이후 기능시험을 실시하기까지 가장 힘들게 진행되었던 부분이 전기적 

접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각 채널의 접지 원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BF3 검출

기, CSA-100, PA-300E, ADM-606 등 4개의 기기로 구성되는 채널의 접지는 반드시 

제어실 패널에 설치되어 있는 ADM-606 한 곳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

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검출기 또는 증폭기 외함이 벽면 또는 주위의 또 다른 접지 

부위와 접촉할 경우 큰 신호잡음이 유도되는 것을 현장시험을 통하여 확인하 다. 현

장의 기기들을 설치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플랜트 접지와 전기적으로 분

리시키는 작업이었다. 검출기의 경우는 케이블 콘넥터 부분을 포함하여 검출기 외함 

부분을 전기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하여 절연체인 세라믹 형태의 바닥 설치대 위에 고

정시켰다. 또한 CSA-100과 PA-300E 등의 증폭기들 역시 벽면 콘크리트 부분과 격리

시키기 위하여 벽면 접촉 부위에 절연물을 끼워 넣어 설치하 고 고정 볼트 역시 외

함과 접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볼트 상부에 열수축 튜브를 끼워 넣어 고정시켰다. 

   증폭기 PA-300E의 내부에는 고전압 제어회로 기판과 단일채널 파고분석기 기판 

등 2종류의 회로기판이 있다. 이들 회로에는 디지털 신호처리 부분과 아날로그 신호처

리 부분이 있는데 이들 각각의 접지선은 전기적으로 독립된 상태로 ADM-606으로 연

결된다. 분리된 아날로그 접지(A GND)와 디지털 접지(D GND)는 제어실 패널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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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ADM-606에서 함께 결합되어 플랜트 접지로 연결된다. 그림 3-10은 채널의 접지 

신호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0 지발 중성자 채널의 접지(Grounding) 개념도

(2) 전하증폭기(CSA-100)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로에 사용되는 전하감응형 전치증폭기(이하 전

하증폭기라 함)는 BF3 검출기로부터의 펄스신호를 증폭하여 전단증폭기(PA-300E)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하증폭기는 미세한 전류펄스신호를 처리하는 회로이어서 

신호잡음에 매우 민감하게 동작하 다. 현장 설치 후, 정상동작상태에 이르는 과정에

서 전하증폭기 부분의 시험 및 분석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으며 채널 안전동작을 위

하여 제작사 기술지원을 받아 증폭기의 이득과 관련하여 회로변경작업도 실시하 다. 

    일반적으로 증폭기 회로는 이득조정을 위한 가변저항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하나로에 공급된 전하증폭기는 이득조정 기능이 없다. 펄스신호의 계수율 조정 등을 

위하여 이득 조정 대신 고전압을 조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림 3-11은 하나로

에 사용되고 있는 전하증폭기의 회로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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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전하증폭기(CSA-100) 회로도

(3) 전단증폭기(PA-300E)

   전단증폭기는 전하증폭기로부터의 펄스를 받아 또 다른 증폭기 회로를 채택하여 

펄스를 성형하고 펄스 파고 선별기를 이용하여 특정 역의 에너지를 가지는 중성자 

펄스만을 골라내어 신호처리기로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단증폭기 내에는 모두 

3개의 펄스 파고 선별기가 제공되어 있다. 하나로에서는 지발 중성자 신호만 처리하기 

때문에 1개의 펄스 파고 선별기만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단증폭기는 펄스신호 처리

회로 외에, 전하증폭기의 동작에 필요한 고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고전압 발생회로도 

포함하고 있고 펄스의 스펙트럼 분석을 위한 MCA 출력단을 가지고 있다. BNC 형태

로 설치되어 있는 MCA 출력 단자대로부터 펄스신호를 이용하여 스펙트럼 분석을 수

행함으로써 채널 성능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MCA 출력단은 그림 3-12와 같이 

정상회로와는 독립적으로 회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MCA 신호이득을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하더라도 채널의 정상동작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 스펙트럼 분석

기의 입력신호 조건에 따라 신호이득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

중채널 분석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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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전단증폭기의 회로 개략도

(4)  신호처리기(ADM-606)

   신호처리기(ADM-606)는 NEUTRON, N-16, GAMMA 등 3개의 신호를 처리한다. 

NEUTRON 모드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정지변수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2개 모드는 

원자로 출력 또는 1차 냉각수의 비정상적 방사능 오염 여부를 감시한다. ADM-606 전

면에는 6개([SET], [INC], [MODE], [TEST], [RESET], [CHECK SOURCE])의 누름 

스위치가 있는데 이들을 이용하여 각 지시 모드의 계수율 확인, 파라미터 또는 경보 

설정값의 변경, NEUTRON 채널의 건전성 시험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차 냉각배관으로부터의 지발 중성자를 측정하는 NEUTRON 모드는 저 에너지 

역의 잡음 펄스를 제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 시험을 거쳐, 잡음을 효과적

으로 제거하고 중성자만을 취하기 위한 파고 선별기의 설정값을 0.7 MeV로 결정하

다. GAMMA 또는 N-16의 경우는 원자로 출력과의 선형성이 매우 중요하여 장기간에 

걸친 타당성 시험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GAMMA 또는 N-16 모드의 파고 선별

기의 설정값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GAMMA 또는 N-16 신호에 대한 기술적 사항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신호처리기의 계수율 측정의 원리는 NRC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Time-to-Count 의 원리를 사용한다. 50 msec마다 입력값을 읽어와 총 40개의 샘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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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하여 2초 메모리에 보관한다. 신호처리기가 외부로 보여주는 최소 분해능이 2초라

고 생각하면 된다. 2초 메모리의 평균값은 사용자가 설정한 데이터 평균시간에 따라 

최대 10분 메모리로 보내어진다. 즉, 2초 평균값 300개를 다시 평균하여 10분 메모리 

평균값으로 사용한다. 10분 메모리에 301번째 2초 평균값 샘플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10분 메모리에 들어왔던 샘플은 상실되고 301번째 샘플을 포함한 또 다른 300개의 샘

플에 대한 평균값을 출력한다. 결과적으로 ADM-606은 매 2초 간격으로 지시값을 표

시한다. 평균하는 샘플의 수는 전면의 누름 스위치를 이용하여 임의로 선택할 수 있

다. 만약 1분 모드를 선택할 경우는 30개의 샘플에 대한 평균값을 지시하게 되고 30초 

모드를 선택하면 15개의 샘플에 대하여 평균을 취하게 된다. 평균 시간은 측정신호의 

정확도와 응답시간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평균 시간을 길게 하면 응답시

간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고 평균 시간을 짤게 하면 신호의 흔들림이 증가하여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선택된 평균 시간은 NEUTRON, N-16, GAMMA 등 

3개의 신호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각 신호의 계수율 차이가 클 경우는 어

떤 신호를 기준으로 평균 시간을 결정하여야 할 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하나로의 경우

는 당연히 정지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NEUTRON 신호의 계수율에 따라 평균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MW 운전상태에서의 계수율이 약 800 cps 정도로써 충

분히 높기 때문에 데이터 평균시간을 10초 이하로 결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충분한 운전 경험을 반 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신호처리기의 전면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조작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들 조작

스위치들의 기능을 하나씩 간략하게 기술하 다.

□ Key 스위치 : 

열쇄를 집어넣고 회전시켜 선택할 수 있는 OFF, KEYPAD, ON 등 3개의 설정위치

가 있다. OFF는 신호처리기와 연결되어 있는 전단증폭기, 전하증폭기 그리고 BF3 

검출기까지 모든 기기의 전원을 차단시킨다. KEYPAD는 채널기기의 전원을 투입

함과 동시에 모든 신호의 지시, 설정,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고 ON 위치에 둘 경

우는 설정 또는 시험기능은 불가능하고 단지 신호값 또는 경보값의 지시기능만 가

능하다. 따라서, 채널의 점검 또는 설정변경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항상 Key 스위치는 ON 위치에 두고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RESET] 스위치 :

[RESET] 스위치는 지시화면을 초기화면으로 되돌리는 기능과 경보상태를 복귀시

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신호처리기를 ON시켰을 때는 항상 No Count Failure 

경보가 지시창에 뜨게 되는데 이때 [RESET] 스위치를 누르면 경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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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스위치 :

[TEST]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신호처리기는 램프 시험을 시행하고 약 4초 이상 계

속 누르게 되면 채널 시험모드로 들어간다. 시험모드에는 TEST 1과 TEST 2 등 2

종류가 있다. TEST 1 모드를 작동시키면 내부 시험발생회로에 의하여 중성자 지

시값이 4.00E+3으로 지시되고 TEST 2 모드를 작동시키면 중성자 계수율은 

4.00E+3에서부터 9.9E+9까지 일정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TEST 2 모드를 

작동시키고 정지설정값 6600 cps에서 채널 정지가 발생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그림 3-13은 채널 기능 시험 flow chart이다.

□ [MODE] 스위치 :

[MODE] 스위치는 Key 스위치의 위치가 KEYPAD에 있느냐 아니면 ON에 있느냐

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Key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으면 단순히 신호처리기의 

지시창을 선택하는 기능만 있다. 즉, [MODE] 스위치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그림 

3-14에서와 같이 차례대로 지시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Key 스위치가 

KEYPAD 위치에 있을 때는 위에서 기술한 지시창 선택 기능 외에 그림 3-15 및 

3-16 에서와 같은 여러 가지 설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SET] 스위치 :

[SET] 스위치는 신호처리기의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INC(↑)] 스위치와 함께 사

용되어 숫자를 입력하고 저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SET] 스위치는 다른 스

위치와 조합되어 그림 3-15 및 3-16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특수 기능을 수행한다.

□ [INC(↑)] 스위치 :

[↑] 스위치는 [SET] 스위치와 함께 사용되어 숫자를 입력할 때 사용된다. [↑] 스

위치를 한 번씩 작동할 때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차례로 선택된다. [SET] 또는 

[MODE] 스위치와 조합되어 그림 3-15 및 3-16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특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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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채널 기능시험 Flow Chart

그림 3-14  신호처리기 지시창 Flow Chart (Key 스위치→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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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채널 에너지 설정 Flow Chart

그림 3-14의 2 번째 지시창, NEUTRON DETECTOR STATUS VIEW 또

는 GAMMA DETECTOR STATUS VIEW 또는 N-16 DETECTOR 

STATUS VIEW에서 SET 스위치를 눌 을 경우 (KEY스위치→KEY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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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Filter Time 설정 Flow Chart

(5) 입출력 신호단자

    신호처리기는 NEUTRON, GAMMA, N-16 신호 지시값 각각을 격리증폭기를 이

용하여 4-20mA로 전환한 다음 외부로 출력한다. 그리고 각 신호에 대하여 경보 또는 

고장상태 접점출력도 그림 3-17과 같은 단자대를 통하여 외부로 공급된다.

그림 3-17  신호처리기의 신호 단자대

TB 4

TB 3
TB 2

T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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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호단자에 대한 출력신호 할당은 표 3-5와 같다.

표 3-5  신호처리기 신호단자의 출력신호 할당

TB 번호 출력신호 TB 번호 출력신호

TB1-1

TB1-2

TB1-3

TB1-4

TB1-5

TB1-6

TB1-7

TB1-8

TB1-9

TB1-10

TB1-11

TB1-12

TB1-13

TB1-14

TB1-15

NEUTRON HI ALARM NO 1

NEUTRON HI ALARM COMMON 1

NEUTRON HI ALARM NC 1

NEUTRON ALERT ALARM NO 1

NEUTRON ALERT ALARM COMMON 1

NEUTRON ALERT ALARM NC 1

N-16 HI ALARM NO 1

N-16 HI ALARM COMMON 1

N-16 HI ALARM NC 1

4-20mA +NEUTRON

4-20mA -NEUTRON

4-20mA +N-16

4-20mA -N-16

NO CONNECT

NO CONNECT

TB2-1

TB2-2

TB2-3

TB2-4

TB2-5

TB2-6

TB2-7

TB2-8

TB2-9

TB2-10

TB2-11

TB2-12

TB2-13

TB2-14

TB2-15

NEUTRON HI ALARM NO 2

NEUTRON HI ALARM COMMON 2

NEUTRON HI ALARM NC 2

NEUTRON ALERT ALARM NO 2

NEUTRON ALERT ALARM COMMON 2

NEUTRON ALERT ALARM NC 2

N-16 HI ALARM NO 2

N-16 HI ALARM COMMON 2

N-16 HI ALARM NC 2

NO CONNECT

NO CONNECT

NO CONNECT

NO CONNECT

NO CONNECT

NO CONNECT

TB3-1

TB3-2

TB3-3

TB3-4

TB3-5

TB3-6

TB3-7

TB3-8

TB3-9

TB3-10

TB3-11

TB3-12

TB3-13

TB3-14

TB3-15

NEUTRON FAIL ALARM NO 1

NEUTRON FAIL ALARM COMMON 1

NEUTRON FAIL ALARM NC 1

GAMMA HIGH ALARM NO 1

GAMMA HIGH ALARM COMMON 1

GAMMA HIGH ALARM NC 1

NO CONNECT

NO CONNECT

NO CONNECT

NO CONNECT

NO CONNECT

NO CONNECT

NO CONNECT

NO CONNECT

NO CONNECT

TB4-1

TB4-2

TB4-3

TB4-4

TB4-5

TB4-6

TB4-7

TB4-8

TB4-9

TB4-10

TB4-11

TB4-12

TB4-13

TB4-14

TB4-15

NEUTRON FAIL ALARM NO 2

NEUTRON FAIL ALARM COMMON 2

NEUTRON FAIL ALARM NC 2

GAMMA HIGH ALARM NO 2

GAMMA HIGH ALARM COMMON 2

GAMMA HIGH ALARM NC 2

GAMMA/N-16 FAIL ALARM NO

GAMMA/N-16 FAIL ALARM COMMON

GAMMA/N-16 FAIL ALARM NC

4-20mA +GAMMA

4-20mA -GAMMA

NO CONNECT

NO CONNECT

NO CONNECT

NO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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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발 중성자 계측 채널의 성능시험 및 분석

4.1  채널 기능시험

   통합 FFDS의 3개 신호 중 지발 중성자(NEUTRON) 신호만 원자로 보호계통 정지

변수로 사용되고 나머지 감마선 신호(GROSS GAMMA, N-16)는 안전성과는 관련이 

없다. 채널 기능시험은 원자로 보호계통 정지변수로 사용되는 지발 중성자 채널 위주

로 실시하 으며 각 채널의 기기번호는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통합 FFDS 각 채널별 구성 기기

검출기 Charge Amp. Preamp. 신호처리기

채널 A
RE-14D(BF3) RC-14D(CSA-100) RY-14D(PA-300E) RU-14A

(ADM-606)RE-14A(NaI) 해당없음 RY-14A(PA-300)

채널 B
RE-14E(BF3) RC-14E(CSA-100) RY-14E(PA-300E) RU-14B

(ADM-606)RE-14B(NaI) 해당없음 RY-14B(PA-300)

채널 C
RE-14F(BF3) RC-14F(CSA-100) RY-14F(PA-300E) RU-14C

(ADM-606)RE-14C(NaI) 해당없음 RY-14C(PA-300)

    채널 기능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점검되었고 각 점검항목들은 3개의 채

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 초기 전압투입

□ 채널 설정시험

□ 아날로그 출력신호 점검

□ 디지털 출력신호 점검

4.1.1  초기 전압투입

   초기 전압투입 점검은 신호처리기 전면의 Key 스위치를 돌림으로써 현장의 전하증

폭기 및 전단증폭기들의 전원이 모두 함께 투입되는지를 확인하 다. 각 신호처리기에

는 지발 중성자 증폭기뿐만 아니라 NaI 검출기의 증폭기도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모든 채널 기기의 전원 투입은 오직 신호처리기 한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개 채널의 전원은 모두 정상적으로 투입되었고 각 계측기 단위의 전압도 정상

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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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채널 설정시험

    채널 설정시험은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그림 3-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3

개 신호 즉, NEUTRON, GAMMA, N-16 신호의 에너지 준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사

용 목적에 따라 Integral 또는 Differential로 설정 가능하다. NEUTRON 신호의 경우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만들어지는 지발 중성자를 계측하여야 하므로 파고선별기 하한

값을 0.7 MeV로 설정하여 0.7 MeV 이상의 모든 펄스를 계측하도록 하고 있고, 

GAMMA와 N-16 신호는 아직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들 역시 

0.4 MeV 이상의 모든 감마 펄스를 계측할 수 있도록 파고선별기 하한을 0.4 MeV로 

설정하여 현재 시험 운  중에 있다. 두 번째는 그림 3-16에 나타낸 Filter Time 설정

이다. 이는 데이터 평균시간을 얼마로 설정하여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 2초부터 최대 

10분까지 설정가능하다. 세 번째 설정시험은 그림 3-13의 기능시험이다. 3장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전면의 스위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2개의 TEST 모드를 작동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신호처리기의 지시기능 및 경보출력기능을 점검할 수 있다.

4.1.3  아날로그 출력신호 점검

   신호처리기는 NEUTRON, GAMMA, N-16 신호 등 모두 3개의 4∼20 mA 아날로

그 출력을 내보낸다. 각 아날로그 출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 + 2.667 * Log(cps/0.1)  [mA]

   중성자 선원을 이용하여 일정한 지시값이 지시되도록 한 상태에서 각 신호에 대한 

아날로그 출력을 측정한 결과 5 %FS 이하의 오차로서 설계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 다. 위 계산식은 0.1∼105까지 6 decade에 대하여 4-20 mA 출력을 내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하고자 하는 신호 역이 3 decade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특정 역만큼의 압축된 구간에 대하여 4-20 mA 출력을 설정할 수 있다. 즉, 전체 신

호 역은 6 decade이지만 특정 구간, 예를 들어 10∼10000 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들 3 decade를 4-20 mA 출력으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

산식이 수정되어야 한다.

4 + 5.333 * Log(cps/10)  [mA]

   아날로그 출력신호에 대한 정보는 신호처리기 내부의 EEPROM에 2 digit의 HEXA 

로 저장되어 있다. 지정된 메모리 주소에 F6, 86, 96 등과 같은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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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번째 digit는 시작 역이고 두 번째 digit는 사용하고 싶은 decade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F6는 0.1부터 105까지 6 decade를 의미하고 96는 10부터 6 decade를 의

미한다. 만약, 위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10∼10000 역을 4-20 mA 출력으로 설정하

고 싶다면 93을 입력하여야 한다. EEPROM의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RS 232 통

신을 이용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4.1.4  디지털 출력신호 점검

    신호처리기로부터의 디지털 출력신호는 경보 접점출력과 고장 접점출력으로 나누

어진다. 경보출력은 다시 Warning 경보와 High 경보출력으로 구분된다. 3개의 신호 

중 NEUTRON 신호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자기진단 기능시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TEST 1과 TEST 2 모드 등 2개의 기능시험 모드를 가지고 있다. TEST 1 모드를 

작동시키면 자체 시험회로에 의하여 4000 cps가 자동적으로 발생된다. 즉, NEUTRON 

신호의 Warning 경보 설정값이 3300 cps이므로 TEST 1 모드를 작동시킬 경우 

NEUTRON 신호에 대한 Warning 경보신호가 발생되어야 한다. TEST 2 모드를 작동

시키면 NEUTRON 지시값은 4000cps부터 최대값 즉, 105 cps까지 일정한 속도로 계속 

증가한다. 따라서, 지시값이 6600 cps로 결정되어 있는 NEUTRON High 경보 설정값

을 초과하는 순간 High 경보신호와 함께 해당 채널 정지신호가 발생되어야 한다. 각 

채널에 대한 반복 시험을 통하여 경보 출력신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고장(No Count Failure) 접점신호는 검출기의 고장 또는 신호 케이블의 비정상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3분 동안 검출기로부터 펄스가 전혀 입력되지 않을 때 신호처리

기는 해당 채널을 고장으로 선언하고 접점출력을 내 보낸다. NEUTRON 신호에 대한 

고장 접점출력은 High 경보와 마찬가지로 원자로 보호계통을 작동시키는 정지변수로 

사용된다. 신호처리기에 연결되어 있는 NEUTRON 신호의 콘넥터(J1)를 임의로 분리

시키고 약 3분 경과 후 고장 접점출력이 발생됨을 확인하 다. 그러나 GAMMA 또는 

N-16 신호는 자기진단기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감마 선원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경

보 설정값을 현재 지시값 이하로 임시 조정하여 경보가 발생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으로 경보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경보 설정값은 신호 처리기 전면의 스위치를 이용하여 쉽게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림 3-14의 3 번째 지시창 “--- HIGH ALARM VIEW" 상태에서 SET 스위치

를 누르면 설정값 변경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변경 대상 digit는 점멸하는데, [SET] 

스위치와 [↑] 스위치를 이용하여 원하는 설정값으로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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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전압 플라토 점검

   펄스신호를 계수하여 방사선을 측정하는 방사선 계측기들은 펄스파고 선별기의 준

위와 계수회로로 입력되는 펄스의 특성에 크게 향을 받는다. 펄스파고 선별 준위에 

따라 계수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측정신호의 안정성이 저하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핵계측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는 장 시간에 걸쳐 측정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측정의 안정성은 펄스파고 선별 준위와 계측계통

의 이득 등과 관계가 있다. 엄 하게 이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펄스파고 선별 준위는 기본적으로 측정 대상 방사선에 의하여 생성된 펄스를 선별 계

측하여야 하고 또 준위가 변화되더라도 계수율의 변화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선정하

여야 한다. 그러나, 측정 대상 펄스의 파고는 계측계통의 이득을 얼마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증폭회로는 내부회로에 이득조정단자를 제공하지만 하나로의 

경우는 이득조정 대신 BF3 검출기에 공급되는 고전압을 조정하여 펄스의 파고를 조정

하는 원리를 채택하 다. 그러나 고전압과 펄스 파고는 정비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에 고전압 준위 조정에 따른 계수율의 변화를 측정하여 펄스파고 선별 준위를 결정하

여야 한다. 검출기에 공급되는 고전압과 펄스 계수율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플라

토 특성 곡선이라고 한다. 그림 4-1은 하나로에 사용 중인 지발 중성자 계측계통에 대

한 플라토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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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하나로 BF3 계측계통의 플라토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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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기의 출력펄스는 인가되는 고전압뿐만 아니라 검출기와 증폭기 사이의 거리 

또는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고전압 

플라토 특성시험은 반드시 정상 설치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로의 경

우 1차배관 공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BF3 검출기로부터 원자로실 수조 서쪽 벽면에 설

치되어 있는 차지증폭기까지의 거리는 약 20미터 정도이다. 검출기와 케이블, 차지증

폭기 등 실제 계측기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성자 선원을 1차배관 

공동구로 옮기고 BF3 검출기를 그림과 같이 위치시킨 다음, 증폭기 내부 고전압 조정

단자를 1100V에서부터 1500V까지 20V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계수율을 측정 기록한 

것이다.

중성자 선원 BF3 검출기

폴리에틸렌

중성자 선원 :

    - Am-Li

    - 950 mCi

    - 6.9x104 nv

    - 1988. 1.  13

그림 4-2  플라토 측정을 위한 중성자 선원과 BF3 검출기의 위치

    3개 채널 모두 약 150V 이상의 플라토 역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작자 

사양서에 따르면 검출기 인가전압을 1320V로 설정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하나로 설치

조건의 경우는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80V 근처로 설정하 다. 고전압 조건

이 다소 다르더라도 계수율 특성 또는 검출기 수명 등에는 큰 향이 없다.

4.3  지발 중성자 계수율 분석

   지발 중성자에 대한 계수율은 채널기기의 신호잡음 문제, 1차냉각배관의 냉각수 유

량특성, 검출기 설치대 재질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계수율 신호 확인 시까지 

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지발 중성자 계측채널의 계수율에 향을 미치

는 중요 요소별 계수율의 특성을 기술하 다.

4.3.1  검출기 설치대 재질에 따른 계수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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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운전시의 계수율은 통계적 요동에 의한 변화가 정상값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

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1000 cps 정도가 타당하다. 이러한 계수율을 갖는 계측기의 효

율은 이전 실험에서 사용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동일 모델의 계측기를 사용하

으며, 계측 효율은 1.5 cps/nv이다. 이전 실험의 결과를 참고하여 검출기 설치대 재

질은 반사체 특성이 뛰어난 폴리에틸렌을 선정하 다. 그림 4-3과 같이 10cm 두께의 

폴리에틸렌 설치대 위에 검출기 길이만큼의 반 원통 모양 홈을 파고 검출기를 설치한 

다음 1cm 두께의 폴리에틸렌 뚜껑을 덮어 고정하 다. 폴리에틸렌 뚜껑의 최상단으로

부터 상부 1차냉각배관 표면까지의 간격은 약 5cm 정도이었다.

그림 4-3  폴리에틸렌 재질 설치대의 모양

   원자로 출력 24MW에서 계수율을 측정한 결과 채널별로 차이가 있었다. 중성자 펄스 

파고분별기의 에너지 설정을 3채널 모두 0.7 MeV로 설정한 상태에서의 계수율은 채널 

A = 2110 cps, 채널 B = 1500 cps, 채널 A = 2210 cps 이었다. 채널 A와 채널 C는 

비슷한 계수율을 보 으나 채널 B는 이들의 약 7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채널 B가 

다른 채널에 비하여 계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한다. 원자로 보호

계통의 정지 설정값이 6600 cps인 점을 감안하면 2000 cps이상은 다소 높은 값이다. 이

처럼 계수율이 높은 것은 1차 배관에서 계측기의 위치가 이전 실험에 비하여 노심에 더 

가까운 쪽으로 옮겨졌고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변환시켜주는 폴리에틸렌의 반사체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 다.

10cm 폴리에틸렌

1cm 폴리에틸렌 뚜껑

검출기 설치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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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에서와 같이, 1차 배관에서 BF3 검출기 위치가 이전 실험에 비하여 노심에 

더 가까운 쪽으로 옮겨졌으므로 적절한 계수율을 얻을 수 있는 계측기 설치 조건을 다시 

모색하 다. 계측기와 1차배관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계수율이 증가하며, 위치가 같

더라도 주변에 폴리에틸렌과 같은 중성자 반사 물질을 두면 계수율이 2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그림 4-3의 폴리에틸렌을 모두 제거하고 검출기만 

1차배관 하단 15cm 정도의 거리인 철판 플레이트 위에 설치하고 계수율을 확인한 결과 

폴리에틸렌 반사체를 두지 않더라도 충분한 계수율을 얻는 것으로 확인되어 폴리에틸렌

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 다. 폴리에틸렌은 오랜 시간 방사능을 받았을 때 재료 

성능이 변하므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측면도 고려되었다. 폴리에텔렌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계수율은 채널 A = 710 cps, 채널 B = 600 cps, 채널 A = 730 cps 

정도로써, 30MW 운전을 고려하 을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다. 여전히 채널 B 

의 계수율은 다른 채널에 비하여 낮게 계측되었다. 그림 4-4는 폴리에틸렌 설치대와 뚜

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지발 중성자 계수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어느 

경우이든 원자로 출력과의 선형성은 잘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발중성자 신호의 계수율과 선형성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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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폴리에틸렌 반사체와 지발 중성자 계수율의 관계

   폴리에틸렌을 제거한 상태에서 BF3 검출기는 철판 플레이트 바닥에 테이프 등을 이

용하여 임시 방편으로 고정하 다. BF3 검출기는 플랜트 접지와 접촉되면 심하게 잡음이 

유기되므로 바닥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테이프와 노끈 등을 이용하여 BF3 검

출기를 고정시켰다. 정상운전 상태에서 검출기를 고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검토한 끝에 

중성자와의 상호반응과 전혀 관계없는 대리석을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그림 3-3과 같

이 BF3 검출기는 대리석 재질의 바닥면(두께 7cm)에 홈을 파서 집어넣고 커버(두께 

3cm)를 씌워 고정시켰다. 대리석 설치대에 검출기를 고정시키고 24MW 운전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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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율을 확인한 결과 검출기만을 임시 설치하 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의 계

수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원자로 출력이 30MW에 도달하 을 때의 예상 계수율은 약 

1000 cps가 될 것이다.

4.3.2  검출기 설치위치에 따른 계수율 분석

    계수율 조정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 다. 3개의 BF3 검

출기 중 1개(채널 B)는 1차냉각배관 Loop#1 배관(동쪽) 출구 측에 설치하 고 나머지 2

개(채널 A와 채널 C)는 Loop#2(서쪽) 배관 출구 측에 설치하 다. 3개의 채널이 동일한 

위치의 원자로 출구배관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발 중성자 계수율이 비슷하여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같은 배관에 설치된 채널 A와 C 계수율은 700 cps 근처에서 변동

하지만 채널 B의 계수율은 이보다 많이 낮은 500 cps 근처에서 변하고 있음을 그림 4-5

에서 알 수 있다. 계수율의 차이점 외에 또 하나의 특이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림 4-5를 

유심히 관찰하면 채널 A와 C의 계수율이 상승하면 채널 B 계수율은 반대로 하강하고 

채널 B 계수율이 상승하면 채널 A와 C는 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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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4MW 운전상태에서의 채널별 계수율 변동

     그림 4-5에서 채널 B의 계수율이 다른 채널에 비하여 20% 이상 낮게 지시되는 

주 원인은 Loop#2 배관 30cm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 반사체 출구배관으로부터의 중성

자가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로 노심에서 빠져나오는 반사체는 다량의 광



- 42 -

중성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의 중성자가 채널 A와 C 검출기에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채널 B에 비하여 계수율이 높은 것이다. 또한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

는 지점까지의 배관 길이가 Loop#2에 비하여 Loop#1이 더 길기 때문에 채널 B의 계

수율이 더 낮게 지시되는 것이다. 채널 B의 계수율이 낮은 것은 계측기의 문제가 아니

라 실제의 지발 중성자 준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 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채널 B 계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다. 앞서 언급한 폴리에틸렌의 성질을 

이용하여, 채널 B 검출기 설치대 바닥에 약 40mm 두께의 폴리에틸렌을 설치하 더니 

각 채널의 계수율은 채널 A = 650 cps, 채널 B = 640 cps, 채널 C = 670 cps 정

도가 되었다.

    채널 B와 나머지 두 채널간의 계수율 상호 변동 현상은 1차배관 유량의 변동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하나로의 2개 출구배관은 1차펌프 전단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의 유량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을 알았다. 어떤 경우라도 2개 배관의 유량은 항상 총 유량 780 kg/sec를 유지하

면서, 한 쪽 배관의 유량이 증가하면 다른 쪽 배관의 유량은 그 비율만큼 감소하고 반

대로 한 쪽 배관의 유량이 감소하면 다른 쪽 배관의 유량은 그 비율만큼 증가하는 것

이다. BF3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의 유량에 비례하여 계수율이 변화하는 것이

다. 각 배관 유량이 변동한다는 사실은 초음파 유량계를 이용한 실측시험으로 확인하

다. 또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유량의 변동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변동주기가 매우 짧고 불규칙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등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심 내부의 어떤 원인, 프로세스 루프의 특성, 

또는 원자로 운전조건 등을 면 히 관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

하고 있다. 표 4-1은 1차유량 변동에 따른 채널별 지발 중성자 계수율을 적어놓았다.

표 4-2  1차유량 변동에 따른 지발 중성자 계수율 변화

채널 A(Loop#2) 채널 B(Loop#1) 채널 C(Loop#2)

Loop#1 유량 > Loop#2 유량 620 cps ↓ 733 cps ↑ 635 cps ↓

Loop#1 유량 < Loop#2 유량 688 cps ↑ 647 cps ↓ 709 cps ↑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채널별 최대 변동폭이 약 10% 정도 밖에 되지 않

기 때문에 정지 설정값인 6600 cps와는 큰 거리가 있으므로 계수율 변동이 원자로 보

호계통 정지변수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1차유량의 변동원인을 밝

혀내어 해결하여야만 좀 더 안정된 채널 운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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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펄스 스펙트럼 분석

   계측계통이 감마선이나 전기적인 잡음과 분별되는 중성자 신호를 잘 나타내고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채널 분석기(Multi-Channel Analyser: MCA)를 이용하

여 펄스 스펙트럼을 분석하 다. 측정 채널의 구성 또는 설치 환경에 따라 펄스 특성

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작사 공장 검사 결과와 중성자 선원을 이용한 스펙트럼, 그

리고 원자로 현장에 설치한 상태에서의 스펙트럼을 비교 분석하 다. 각각에 대한 펄

스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그림 4-6에 나타내었다.

(a) 제작사 공장에서 실시한 펄스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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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중성자 선원을 이용한 펄스 스펙트럼     (c) 24MW 운전상태에서의 펄스 스펙트럼

그림 4-6  지발 중성자 신호의 펄스 스펙트럼 분석

   제작사 공장 검사에서 측정한 스펙트럼은 길이가 짧은 시험용 케이블을 사용하

고 시험장소도 일반 실험실이었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 역에서 신호잡음과 중성자 

펄스를 구분해 주는 골짜기가 충분히 넓어 신호잡음의 향이 거의 없는 모양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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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그림 (b)와 (c)는 스펙트럼의 형태가 (a)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림 (b)는 BF3 

검출기와 증폭기들이 모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950mCi Am-Be 중성자 선

원을 이용한 분석 결과이다. 전반적인 스펙트럼은 거의 같으나 신호잡음과 중성자 펄

스 사이의 골짜기가 약간 좁아졌다. 이는 잡음이 증가하 음을 뜻하며, 그 원인은 케

이블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24MW 운전조건에서의 스펙트럼 역시 큰 차이는 없

었으나 골짜기가 더욱 좁아졌다. 이는 검출기 설치 위치에서의 감마 준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측 채널의 정상적 기능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림 4-7, 8, 9는 원자로 출력 24MW 상태에서 각 채널의 중성자 펄스 스펙트럼을 

분석한 것이다.

Ch.A Spectrum at 24MW with 143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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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rdware 구성
- BF3 : S/N
- Charge Amp : S/N 001
- Preamp : S/N 001
2) Test Date : 2002. 4. 28

그림 4-7  24 MW에서의 채널 A 중성자 펄스 스펙트럼

Ch.B Spectrum at 24MW with 143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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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rdware 구성
- BF3 : S/N
- Charge Amp : S/N 004
- Preamp : S/N 003
2) Test Date : 2002. 4. 28

그림 4-8  24 MW에서의 채널 B 중성자 펄스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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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C Spectrum at 24MW with 143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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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rdware 구성
- BF3 : S/N
- Charge Amp : S/N 003
- Preamp : S/N 004
2) Test Date : 2002. 4. 28

그림 4-9  24 MW에서의 채널 C 중성자 펄스 스펙트럼

4.5  원자로 정지 설정값과 응답 특성

   원자로 출력 운전 상태에서의 지발 중성자 계수율은 BF3 검출기의 설치 상태에 따

라 크게 다른데, 계측에 적합한 계수율을 내도록 계측기를 선정하고 설치 방법을 정하

여야 한다. 정상 운전 중에는 가능하면 짧은 계측 시간에 통계적인 신뢰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계수율이 어느 정도 높아야 하지만 핵연료 손상이 발생하 을 때 포화 

계수율에 도달하여 파손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곤란하다. 정지 설정값에 비하여 

정상 운전 시의 계수율이 충분히 낮지 않다면 계측값의 통계적인 요동으로 불필요한 

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지 설정값에는 도

달하지 않았으나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 을 때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전의 정지 설정값은 한 개의 연료봉이 가지고 있는 핵분열 생성물의 1%가 방출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지발 중성자를 계측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핵연료 손상도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핵연료 제

조 시 허용되는 우라늄의 최대 허용 표면 오염도를 기준으로 하 다.

   1차 냉각수에 핵분열 생성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도 냉각수에 미량 존재하는 

중수소가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받아 생성되는 광중성자가 있기 때문에 중성자가 

계측된다. 또한 핵연료 표면에 약간의 우라늄 오염은 허용하므로 이로 인한 지발 중

성자도 계측된다. 이전 시험에서 정상 운전 시에 이러한 성분이 전체 계수율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광중성자가 약 30%, 지발 중성자가 약 70%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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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측기가 설치된 배관 부분에 대한 중성자 수송 계산을 통하여 정상 운전 시의 

지발 중성자 발생량은 약 130μg의 우라늄 표면 오염에 해당하 다. 하나로 핵연료의 

표면 오염도 허용 기준은 3.25μg-U235/ft2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전노심 구성에 

필요한 36봉 20개와 18봉 12개를 장전하 을 때 노심 전체에 대한 표면 오염 상한값

은 942μg이다. 즉 최대 표면 오염 허용값은 통상적인 오염의 약 7.2배이다.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이 증가하면 1차 냉각수의 감마 준위도 높아지므로 광중성자도 증가하

지만 광중성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감마 에너지는 2.225 MeV 이상이며 이의 대부분

은 N-16이 차지하므로 무시한다. 이럴 경우 핵연료의 표면 오염이 최대 허용값을 가

질 때의 중성자 계수율은 정상값의 약 5.4배이다. 이런 기준으로 정지 설정값을 정하

다.

   비례 계수관을 사용하 을 때 신뢰성 있는 계수율을 얻을 수 있는 상한은 보통 105
 

cps까지이며 106
 
cps 이하에서 포화된다. 계측 계통의 불감 시간은 1μs 정도이므로 

105
 
cps에서 10% 정도의 불감 시간 효과가 있으며 불감 효과를 보정하면 수 %의 정

도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이 있는 계수율 상한을 105
 
cps로 가정하 다. 

정지 설정값은 1 mg 이하의 매우 적은 U-235가 냉각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

므로 누출량이 이의 10배인 경우까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104
 
cps 

이하에서 정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지발 중성자 계측 계통을 설치한 뒤에도 기존의 감마 계측 계통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신호는 1차 냉각계통의 감마 준위 변화를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N-16이 원자로 출력과 좋은 비

례성을 나타내므로 출력 감시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원자로 출력을 

감시하는 노외 중성자 계측기는 노심 배열이나 제어봉의 위치 변화로 인한 중성자속 

분포 변화의 향을 받지만 N-16 준위는 노심의 전체 현상을 나타내므로 열출력과 유

사한 특성을 갖는다. 지발 중성자 및 감마 계측기의 펄스는 3개 채널까지 받을 수 있

는 새 모델의 신호처리기에서 처리한다. 이 계수기는 설정된 시간 폭의 계수율을 0.1

초 단위로 연속 측정하는데 설정할 수 있는 최소 시간 폭은 2초이다. 이 시간 폭은 모

든 채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감마 계측계통에서도 안정된 계수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간 폭을 정하여야 한다.

   이 시간 폭을 짧게 설정하면 응답 시간은 빠르지만 신호의 흔들림이 증가한다. 응

답 시간과 신호의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하여 원자로 출

력 24 MW 상태에서 지발 중성자 신호의 흔들림 정도를 관찰하 다. 그림 4-10은 시

간 폭을 10초, 20초, 30초로 각각 설정한 상태에서의 지발 중성자 신호의 상태를 기록

한 것이다. 시간 폭을 10초로 설정하 을 경우 지발 중성자 신호의 흔들림(최대와 최



- 47 -

소의 차이)은 약 5.4%이고 30초로 설정하 을 경우는 2.8% 정도이다. 현재 안전성분석

보고서의 FFDS에 대한 응답시간 요건은 3분 평균모드이므로 30초로 결정하더라도 규

제상의 문제는 없다. 단, 정상상태에서의 신호의 흔들림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이때의 

흔들림 정도가 얼마이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규제요건 상의 응답시간 허

용값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면 데이터 평균시간은 좀 더 넓게 잡아 정상상태에서의 신

호의 안정성을 우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로의 경우는 데이터 평균시간

을 30초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성

FFDS(Delayed Neutron) RESPONSE at 24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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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Fluctuation :
-10sec : 754~713 (5.4%)
-20sec : 754~722 (4.2%)
-30sec : 748~727 (2.8%)

  그림 4-10  데이터 평균시간 설정에 따른 신호 

4.6  Background 지시용 중성자 선원 설치

4.6.1  중성자 선원의 설치

   핵연료 파손을 감지하기 위한 FFDS의 지발 중성자 측정채널은 현재 원자로 보호

계통의 정지변수로써 사용 중에 있다. 원자로가 정지되었을 때는 1차냉각수로부터 중

성자 신호가 전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약 3분 동안 입력신호가 없을 경우 채널 고

장으로 판단하여 해당 채널 정지신호를 발생시키는 자기진단기능으로 인하여 불필요

하게 비상환기계통이 작동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됨을 채널의 시운전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항상 일정한 중성자 펄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성자 선원을 그림 3-3과 같이 BF3 검출기 바로 옆에 홈을 파고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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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 선원에 의한 계수율이 정상운전 상태 계수율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원

을 결정하 으며 상세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선원의 종류 : Am-241/Be

Activity : 1 mCi (0.037 GBq)

Emission : 2.06E+03 n/s

S/N : 7142NK, 7143NK, 7144NK

제작사 : AEA Technology

캡슐의 형태 : 우측 그림 참조

4.6.2  중성자 선원의 계수율

   중성자 선원의 이동 또는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폭 방지를 위하여 중성자 선

원 표면에서의 중성자 및 감마 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거의 background 수준임을 확인

하 다. 중성자 선원을 BF3 검출기 바로 옆(검출기에 거의 접촉된 상태)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제어실 신호처리기에 지시되는 계수율을 확인하 다.  3개 채널의 지시값은 

대략 0.06∼0.1 cps를 유지하 고 약 10분 이상의 시간 동안 No Count Failure는 발생

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실로스코우프를 통하여 펄스를 확인한 결과 약 3V 수준의 중

성자 펄스가 정상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No count 

Failure를 판단하는 기준시간은 3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 중성자 선원을 BF3 검

출기 옆에 고정 설치할 경우 원자로가 정지되더라도 더 이상 No Count Failure는 발

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 약 6개월간의 운전을 감시한 결과 원자로 정지 

기간 동안에도 단 1번도 No Count Failure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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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하나로에 새로 설치한 지발 중성자 계측채널은 이전 연구에서 예측한 것처럼 기

존의 감마선 측정법보다 훨씬 민감하게 핵연료 파손을 감지하면서 매우 안정된 신호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 운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 다. 향후 지발 중성자 

계측채널은 원자로 보호계통의 정지변수로서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지발 중성자 계측채널의 성능에는 지장을 주지 않지만 중성자 계수율의 변동을 야

기시키고 있는 1차배관 유량 변동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 문제는 원자로 운전관리 분야와 긴 한 협조체제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FFDS는 정지변수로 사용되는 지발 중성자 계측채널뿐만 아니라 2개의 감

마선 측정 채널도 함께 수용하고 있다. 비록 더 이상 원자로 정지변수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펄스 파고 분별기의 준위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1차 냉각수의 감마선 준위를 

감시할 경우 비정상적 방사선 사고의 감시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 감마선 채널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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