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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고온 소듐 속에 잠겨 있는 액체금속로의 원자로 내부구조물 들은 ASME XI, Div. 

3 의 가동중검사 요건에 의해 육안검사를 통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검증한다. 

내부구조물은 소듐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직접 육안검사를 수행할 수 없어 

초음파를 이용한 소듐내부가시화 방법을 적용되어야 한다. 최근에 판형 

웨이브가이드를 이용하여 소듐내부를 가시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개발된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액체금속로 

내부구조물의 손상을 탐지할 수 있는 원격검사 기법으로 visualization 기법, 

ranging 기법, monitoring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원격검사 기법에 대한 실험 

검증을 수행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reactor internal structures and components of a liquid metal reactor (LMR) are 

submerged in hot sodium of reactor vessel. The division 3 of ASME code section XI 

specifies the visual inspection as major in-service inspection (ISI) methods of reactor 

internal structures and components. Reactor internals of LMR can not be visually 

examined due to opaque liquid sodium. The under-sodium viewing techniques using an 

ultrasonic wave should be applied for the visual inspection of reactor internals. 

Recently, an ultrasonic waveguide sensor with a strip plate has been developed for an 

application to the under-sodium inspection. In this study, visualization technique, 

ranging technique and monitoring technique have been suggested for the remote 

inspection of reactor internals by using the waveguide sensor. The feasibility of these 

remote inspection techniques using ultrasonic waveguide sensor has been evaluated by 

an experimental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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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In-Service Inspection) 코드인 ASME XI, Div. 3 에서는 

원자로 계통 주요 부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1]. 

KALIMER-600 의 안전성과 구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로와 주요 

구조물의 가동중검사 및 보수에 대한 주요 개념을 설정하여 원자로계통 

개념설계에 반영하고 있다[2]. 액체금속로의 원자로 용기와 원자로 내부 부품 및 

주요 구조물 들은 스테인리스 강 재질로 구성되며 대기압 정도의 저압에서 

운전되므로 결함이 존재하여도 급속한 파단에 이르지는 않으나 500  ℃ 이상의 

고온소듐 환경에서 운전되므로 고온 열변형 및 구조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소듐 누설에 의한 소듐 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소듐 누설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액체금속로에서는 육안검사(visual examination)와 

연속감시(continuous monitoring)가 주요 가동중검사 방법으로 채택 적용되고 있다[1]. 

액체금속로의 소듐 냉각재는 금속이기 때문에 빛을 투과시킬 수가 없어 

액체금속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가동중검사에서는 광학적 방법의 육안검사를 

적용할 수가 없다. 불투명한 소듐내부를 가시화 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파동을 

발생시키는 초음파 만이 불투명한 액체금속 소듐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3,4].  액체금속로 개발 초기부터 소듐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소듐내부 가시화(Under-Sodium Viewing: 

USV)를 위한 원격검사 기술과 가시화 장치 및 센서 등을 개발하고 핵연료 

교환공정에서 핵연료 어셈블리 위치 확인과 핵연료 이송경로상의 장애물 존재여부 

탐지, 노심변형 관찰 그리고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가동중검사 등에 적용하였다[3-

11]. 초음파 원격검사에 사용되는 초음파 센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되어 

왔다. 초음파 센서를 고온 소듐 내에 직접 액침시켜 수행하는 소듐액침 센서 

방식과 원자로용기 헤드 외부에 센서를 설치하고 웨이브가이드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초음파를 송수신하는 웨이브가이드 센서 방식이다. 소듐내부 원격검사를 

위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액체금속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많은 기술적 문제점이 남아 있다. 소듐액침 센서는 영상 가시화 

감도가 양호하지만 고온 환경에서 작동 수명의 제한과 성능 유지의 불확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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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고온 소듐에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를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초음파 빔 주사 및 스캐닝 등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기계적 구동에 대한 제한이 있다[8-14].  

본 연구에서는 액체금속로 원자로 노심과 내부구조물에 대한 소듐내부 원격검사 

기술개발 현황을 요약하고,  기존의 판형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기술적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웨이브가이드 센서 개발 내용과 개발된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하여 원자로 노심과 내부구조물을 가시화하고 가동중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격검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원격검사 기법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소듐내부 원격검사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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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체금속로 내부구조물 초음파 원격검사 기술 

 

액체금속로 선진개발국 들은 액체금속로 개발 초기부터 소듐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액체금속로 소듐냉각재의 가시화에 

초음파를 적용한 최초의 연구는 1963 년도에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부터 프랑스, 

미국 및 영국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개발 

적용되었다[3,4,5,6,7]. 소듐내부 가시화는 그림 1과 같이 초음파 센서를 고온 

소듐내에 직접 액침시켜 수행하는 방법과 원자로용기 헤드의 외부에 초음파 

센서를 설치하고 웨이브가이드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초음파를 송수신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웨이브가이드 센서와 소듐 액침 센서는 각각 노심 상부의 장애물 

탐지 목적으로 노심 상부 위에서 수평방향으로 초음파를 주사하는 원격 Ranging 

주사 방식과 노심 상부에서 수직으로 직접 초음파를 주사하여 노심을 가시화하는 

근접 주사방식이 적용되었다. 액체금속로 소듐내부 초음파 원격검사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현황을 간략하게 표 1에 나타내었다. 1970년대에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프랑스는 초음파 Ranging 방식인 Ultrasonic Sweep Arm을 이용하는 

검사기법과 VISUS로 명명된 검사장치를 개발하여 Phenix에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초음파센서를 원자로 헤드 위에 두고 내부에 NaK가 충진된 튜브형태의 도파관에 

초음파 신호를 유도하는 웨이브가이드(도파) 방식이다[5,6]. 웨이브가이드 

관(도파관) 끝 단에 설치된 45도 각도의 반사판에 의해 수직으로 반사된 초음파 

신호를 이용하여 원자로 상부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Hanford의 FFTF 원자로에 적용할 목적으로 소듐내부 초음파 

가시화 기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8,9,10,11]. 이 기법에서는 초음파 센서를 직접 

소듐에 액침하여 노심 상부에 접근시켜 수직으로 주사하면서 노심 단면을 

영상화하는 초음파 영상기법을 적용하였다. 영국도 1973년도에 액체금속로 

소듐내부 가시화 적용 연구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1974년 이후에 

Dounreay에 위치한 실증로 PFR에 적용하였다. UKAEA의 Risley 연구소(RNL)에서는 

실험실용 가시화 장비를 개발하고 1982년도에 PFR에 적용하였으며 노심상부의 

영상 가시화 및 노심에서의 핵연료집합체 변형을 관찰하였다[3,4,12]. UKAEA의 

Harwell 연구소에서는 도파판을 이용한 웨이브가이드 방식의 센서 개발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스캐닝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실증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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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는 못하고 실험적 연구에 머무르고 말았다[15,16,17]. 소듐내부 가시화 

장치는 독일 Interatom에서도 개발되어 SNR-300원자로의 장치판(Instrument Plate)의 

시험에 적용되기도 하였다[17,18,19,20]. 인도에서는 1988년부터 FBTR에 적용 

목적으로 소듐중 가시화 기술을 개발하고 1995년에 적용한 바가 있다[21,22].  

일본에서는 실증로 MONJU에 적용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VISUS와 같이 핵연료 

교환시 노심 상부에서 장애물 탐지와 핵연료 장전 과정을 관찰하기 위한 수평식 

초음파 관측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에서는 초음파 센서가 소듐 내에 직접 

액침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현재 JAPCO와 함께 도시바 등에서는 소듐 액침형 

다중 어레이 초음파센서를 개발하고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3,24,25,26,27].   

각국은 액침용 고온 초음파센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집중하여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고온에서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고 송수신 감도가 쉽게 

열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온 불투명 소듐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초음파센서와 고정밀 화상처리, 원격검사 기법 및 스캐닝 방식 

등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개발을 포함한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 및 보수 

기술개발이 GEN-IV SFR (소듐냉각 고속로) 상용화를 위한 주요 핵심 연구개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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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액체금속로 원자로 내부구조물 원격검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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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액체금속로 소듐내부 초음파 원격검사 기술개발 현황 

 

개발

국 
연구기관 

개발년

도 
적용 원자로 주요 연구개발 실적 

프랑스 CEA 1963 ~ 
Phenix 

SPX 
VISUS 개발 적용 

미국 APDA 1963 ~ FFTF 
소듐내부 스캐너 및  

고온센서개발 

영국 

UKAEA 

-RNL 

NNC 

1973 ~ PFR 
USV 기술 및 센서 개발 

LSAS 스캐너 개발 

독일 Interatrom 1974 ~ SNR-300 
고온센서 개발  

소듐 Mockup 실증시험 

인도 
Indira Gandhi 

원자력 연구소 
1988 ~ FBTR 스캐너 및 고온센서 개발 

일본 

JAPCO 

TOSHIBA 

MITSUBISHI 

1975 ~ 

1990 ~ 

1990 ~ 

MONJU 

수평식 USV 개발 Monju 적용 

수직 USV 개발 중 

Multi-Transducer Phased Array  

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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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심 가시화 기술 

 

액체금속로 노심의 핵연료가 고속중성자에 조사되면 ‘Voidage’라는 현상에 

의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금속구조가 팽창 변형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조사 

변형에 의한 연료봉의 길이 증가가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으면 핵연료 집합체가 

휘어지게 되는데 핵연료집합체의 휘어지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연료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검 항목이 된다. 연료봉이 휘어지면 핵연료 집합체 상단면의 

원형 위치가 이동하게 되고 초음파 가시화 영상에 나타난 원형 위치로 그 변위를 

결정할 수 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핵연료봉 길이 증가는 핵연료봉의 높이를 

측정함으로써 파악이 가능하다. 이것은 초음파 펄스와 에코 사이의 시간지연을 

측정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으며 0.25mm 정도의 높은 정밀도로 핵연료봉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다. 핵연료 Sub-Assembly 상단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경사각을 

측정함으로써 중성자 조사에 의한 연료봉 길이 성장을 검증할 수 있다. 

영국은 1973년도에 액체금속로 소듐내부 가시화 적용 연구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1974년 이후 부터 UKAEA의 Risley 연구소(RNL)와 NNC에서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수행되어 소듐 액침용 초음파 센서와 가시화 장치를 

개발하고 1982년도에 Dounreay에 위치한 실증로 PFR에 적용하여 노심상부의 영상 

가시화 및 노심에서의 핵연료집합체 변형을 관찰하였다[3,4,12,13]. PFR에서 사용된 

초음파센서는 여러 개의 센서를 캡슐 속에 한데 묶어 원자로 상부 Shield를 통하여 

노심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원자로 상부 Shield가 노심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서 센서캡슐 하단에 설치된 여러 개 센서에서 발진되는 

초음파 펄스의 수신 신호 수집하여 노심 상부의 영상을 가시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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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FR의 Rotating Shield 

 

 
(b) 노심 환형 초음파 영상  

 

그림 2.  영국 PFR에 적용한 소듐내부 가시화 장치와 노심 상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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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심 상부 관측 기술 

 

일본은 MONJU를 개발하면서 핵연료 교체시 노심상부의 장애물 확인을 위하여 

그림 3과 같은 수평방식 소듐내부 가시화 장치를 고안하였다. 본 장치의 기본 

개념은 초음파센서를 직접 소듐에 액침 시켜 노심 상부에 위치하고 노심 상단에 

초음파 빔을 주사하는 초음파 Rang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수평방식 소듐내부 관측장비는 센서부가 노심상부에서 회전함으로써 수평 

스캐닝이 가능하게 되고 노심상부의 센서 반대면에 반사체(Reflector Plate)를 

설치하여 초음파 반사펄스를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장비는 노심 상단 

원격감시의 기능만을 가지며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가동중검사와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 변형 측정 등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림 3.  MONJU 수평방식 노심 상부 관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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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부구조물 가동중검사 기술  

 

 액체금속로 가동 기간 동안에 원자로와 내부구조물 및 주요 부품 들의 구조적 

건전성과 안전성은 주기적 가동중검사를 통하여 점검되어야 한다. 가동중검사는 

구조물의 결함과 손상을 조기에 감지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발전소의 

운전 정지와 보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액체금속로 내부구조물의 

가동중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초음파 원격검사 적용항목을 설정하였다.  

1) Internal Vessel, 열교환기, 펌프 등의 변형 측정 

2) 노심 상부구조물의 수평변형 측정 

3) 노심지지물의 편향 측정 

4)  원자로 기능 이상시의 노심변형 측정 

액체금속로 내부구조물의 가동중검사 수행을 위해서는 다축 자동 검사  

Manipulator가 필요하다. 그림 4는 영국 CDFR에서 다축 자동주사장치(Links 

Manipulator)를 이용한 가동중검사 적용 개념도를 보여주며 그림 5는 일본 DFBR의 

내부구조물 가동중검사를 원격검사 기법 적용 개념도를 보여준다. 초음파 가시화 

및 Ranging 기법을 이용한 구조물 변형 및 장애물 측정 예를 보여준다. 

 
그림 4. 영국 CDFR의 가동중검사 적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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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 DFBR 내부구조물 가동중검사 적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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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듐내부가시화 초음파센서 기술 

 

3.1 액침 초음파센서 

 

미국은 1963년부터 APDA(Atomic Power Development Associates, Inc.)에서 

액체금속로 소듐내부가시화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고온소듐 액침용 

초음파센서와 소듐 내에서 작동하는 초음파 스캐너를 개발하여 FFTF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8,9]. FFTF 적용을 위한 가시화 시스템의 Scanner 

Arm에는 총 34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6은 개발된 고온 적용 초음파 

센서이다. 초음파 가시화 모드는 스캐너의 회전과 이송에 의한 Viewing 모드와 

Ranging 모드 두 가지의 운전모드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다. Viewing 모드에서는 

34개 센서중 11개의 센서가 송수신 센서로 작동하며 센서의 공진 주파수는 

5MHz이고 센서와 검사체 사이의 거리는 약 5~30cm정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Viewing 모드는 고정밀 영상 가시화가 가능하며 B-Scan 및 C-Scan 결과를 

이용하여 3D 영상을 재현 할 수 있게 하여 노심 상부 가시화 및 용접부 표면 

등의 특정부위 검사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Ranging 모드는 원거리 물체의 

위치를 탐지하는 모드로서 23개의 2MHz 초음파센서가 사용되며, 센서는 Scanner 

Arm의 상부, 옆면 및 하부에 설치된다. 탐지 가능 거리는 약 5m 정도까지 이며 

방위각 데이터를 취득하여 레이더 형식으로 화상표시가 가능하게 하여 구조물의 

위치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원자로용기 내부의 구조물의 위치 변화 감시 및 

금속 파편과 같은 이물질의 위치 탐지가 가능하다. 개발된 가시화 장비는 FFTF에 

적용하기 전에 1/3 크기의 실험 탱크에서 실증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영상 

가시화에서는 1.5mm 정도의 분해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영국은 1974년 이후부터 UKAEA의 Risley 연구소(RNL)와 NNC에서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수행되어 소듐 액침용 초음파 센서와 가시화 장치를 개발하고 

1982년도에 Dounreay에 위치한 실증로 PFR에 적용하여 노심상부의 영상 가시화 

및 노심에서의 핵연료집합체 변형을 관찰하였다.[3,4,12,13] PFR에서 사용된 

초음파센서는 그림 7과 같이 여러 개의 센서를 캡슐 속에 한데 묶어 원자로 상부 

Shield를 통하여 노심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원자로 상부 Shield가 노심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서 센서캡슐 하단에 설치된 여러 개 센서에서 발진되는 

초음파 펄스의 수신 신호 수집하여 노심 상부의 영상을 가시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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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R에서 소듐내부 가시화 방법 적용으로 핵연료 Sub-Assembly의 휘어짐에 

대해서는 1mm이상, 집합체의 높이에 대해서는 0.25mm 이상의 정밀도를 얻을 수 

있었다. 소듐 속에 잠긴 구조물에 대한 기하학적 측정에 있어서 초음파 전파시간 

측정시 측정오차는 0.1mm 정도이나 스캐너와 같은 기계구동장치의 센서위치 

설정오차가 더 커서 정밀도는 2m정도의 거리에 대하여 1mm~2mm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액체금속로의 실제 응용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정밀도로 간주할 수 있다. 

독일은 1975년도에 미국과의 공동연구인 US-EURATOM Fast Reactor Exchange 

Program의 일환으로 소듐냉각 원자로에서의 초음파 가시화 적용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리튬 나이오베이트 (LiNbO3) 압전소자를 사용한 고온용 음파센서와 

Mineral Insulation 케이블을 제작하였다. 고온소듐 환경에서 LiNbO3 초음파 센서의 

초음파 신호 송수신 실증시험과 초음파 가시화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소듐냉각 

원자로에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17,18,19,20]. 고온 적용 실험에서 0.5m 시험 

거리에서 거리 측정치의 최대 편차는 0.4mm 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인도는 1988년에 처음으로 FBTR(Fast Breeder Test Reactor)에 초음파 

소듐내부가시화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독자적으로 소듐내부주사 

초음파 스캐너 기계장치와 고온용 초음파센서를 개발하였다[21,22]. Spinner로 

명명된 길이 6m, 직경 33mm의 스테인레스 강 튜브가 직경 90mm의 안내관 내에 

장착되어 있는 스캐너 하부에 초음파 센서가 연결되어 있다. 스캐너 하부에 

고정되어 있는 센서는 두 개의 스텝핑 모터에 의해 구동되며 수직방향으로 최대 

350mm이송하며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그림 8의 초음파센서는 250℃의 

액체소듐에 직접 침지되는 액침용 센서로서 압전재는 고온 적용을 위해 Curie 

온도가 높은 Lead Metaniobate를 채택하였고 융점이 304℃인 고온 Solder Alloy를 

사용하여 고온용 특수 초음파센서를 제작하였다. 개발된 초음파센서는 250℃의 

고온 상태에서 수백시간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센서의 직경은 10mm이고 공진주파수는 5MHz이다. 개발된 수직 이송 회전 

스캐너를 이용하여 원자로 CCPM (Core Cover Plate Mechanism)의 하부 소듐 

플레늄에서 Sweep Arm을 스캐닝 함으로써 CCPM 일부분에서 반사되는 

초음파신호를 탐지하는 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일본은 1980년대에 MONJU에 적용하기 위한 초음파 Ranging 방식의 소듐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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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 장치와 액침형 초음파센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액침형 초음파센서는 

직경이 20 mm 이고 중심주파수가 2~5 MHz인 초음파센서가 사용되었으며 소듐 

내에서의 5도의 빔퍼짐 각을 갖는다. 고온 및 내방사성 모터 및 케이블 개발을 

위하여 세라믹 코팅 전선을 사용한 AC Servo Motor가 사용되었으며 케이블은 

절연재인 PEEK(Polymer-Ether-Ether-Ketone)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이 케이블은 

직경이 2.5mm이고 저항이 50 Ohm 이며 10 MHz에서 10dB/20m 감쇠특성을 갖는다.  

수평방식 소듐내부 관측장비의 센서부가 노심상부에서 회전함으로써 수평 

스캐닝이 가능하게 되고 노심상부의 센서 반대면에 반사체(Reflector Plate)를 

설치하여 초음파 반사펄스를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일본은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JAPCO (Japan Atomic Power Co.)가 주관이 되어 도시바 

중공업와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소듐중 가시화 장비 및 초음파 어레이 센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25,26,27]. 개발된 초음파 어레이 센서는 고속 전자 스캐닝이 

가능한 15x15 Matrix Array 센서를 개발하고 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15x15 Matrix 

Array 센서는 실제 적용될 30x30 Matrix Array 센서의 1/2 scale prototype 센서로서 

소듐중에서 1m 거리에서 0.8mm의 분해능을 갖는다. 그림 9의 Matrix Array 센서는 

중심주파수가 5MHz 이고 압전재는 Lead Titanate 이며 element size는 2.5mmx2.5mm 

이고 element pitch는 5mm이다. 어레이 초음파센서를 적용한 수중 및 소듐중 

실증시험을 통해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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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 APDA 개발 고온소듐 적용 초음파 센서 

 

 

  
(a) 초음파센서 갭슐         (b) 노심 및 Shield 

그림 7.  영국 PFR 소듐내부 가시화를 위한 초음파 센서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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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도 FBTR 적용을 위한 고온용 초음파센서 

 

 

  
그림 9.  일본에서 개발한 Matrix Array 초음파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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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 

 

프랑스는 CEA에서 1963년도에 액체금속로에 초음파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 이후 70년대에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처음에 고안된 방법은 

SONAR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초음파 Ranging 기법으로 초음파 펄스신호를 

주사하는 Ultrasonic Sweep Arm 방식이었다[5,6]. 개발된 소듐내부 가시화장비를 

VISUS(Visualized System Under Sodium)라고 명명하고 1975년도에 Phenix 실험로에 

적용하였으며 6년 정도 시험 운영을 거쳐 SPX에도 적용하였다[5,6]. VISUS는 

핵연료 교체기간 중에 회전플러그와 핵연료 교환기를 가동하기 전에 원자로 

상부의 장애물 존재 여부와 노심의 핵연료 어셈블리와 제어봉이 정상위치 상태에 

있는지를 검사한다. 핵연료 교환 과정에서 VISUS를 적용한 결과 그 유용성이 매우 

좋으며 신뢰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VISUS 장비는 Phenix 실험로에 

그림 10과 같이 회전 플러그에 장착되고 웨이브가이드는 노심 상부까지 

접근하도록 설치된다. 그림 11은 VISUS의 초음파 센서 및 웨이브가이드의 

상세도를 보여 준다. VISUS는 웨이브가이드를 이용해서 초음파 신호를 원격 

송수신하여 Ranging 방식으로 원자로 상부의 장애물 존재를 탐지하는 소듐내부 

가시화 장비로서 송신용 및 수신용 두개의 웨이브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웨이브가이드는 원통형 튜브로 이루어져 있고 튜브 내부에는 NaK이 채워져 있다. 

웨이브가이드 상부에는 초음파 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45도 각도의 

mirror와 음향 window가 설치되어 있어 SONAR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스캐너는 

노심상부의 소듐유동에 의한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상부 헤드에 

영구적으로 장착되도록 하였으며 가동중에는 부분적으로 빼낼 수 있게 하였다. 

웨이브가이드 스캐너의 기계적 구동 범위는 수직 방향으로 100mm이고 노심 상부 

200mm까지 구동되며 90도 회전이 가능하다. VISUS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탐촉자는 

공진주파수가 1MHz이고 원통형 물체는 3.5m까지 측정가능하고 Hexagonal 

Assembly는 1.8m까지 측정 가능하다. Control Rod 와 Neutron Chamber Thimble에서 

반사되어온 초음파 수신 신호를 CRT 화면에 영상 가시화한 결과 10mm 정도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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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henix 원자로의 VISUS 적용 개념도 

 

 
그림 11.  VISUS 의 초음파 센서 및 웨이브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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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 액침용 초음파 센서는 고온에서의 사용 수명 단축과 감도 저하 등으로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상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고온 

센서의 대안으로 웨이브가이드 센서가 적용될 수 있다. 판 형상의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영국 UKAEA에서 1980년대에 이론적이 연구와 더불어 성공적인 실험 

실증을 통해 그 적용성이 검증되어 액체금속로에의 적용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15,16]. 그림 12와 13은 영국 UKAEA Risley Nuclear Lab에서 

제작된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의 실물 형상과 상세도 및 빗살구조 웨지를 

보여준다. 스테인리스 강 재질로 제작된 웨이브가이드는 길이가 1m, 폭은 25mm, 

두께는 0.9mm 인 얇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테인리스 보호관내에 삽입되어 

있으며 보호관과의 접촉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관 내부에 스프링으로 

고정하였다. 이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는 빗살구조 웨지에 의해 초음파가 

발진하며 탐촉자의 공진 주파수는 2MHz로 설계되었다. 판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는 판파가 전파되며 소듐 내에서 종파로 모드변환과정을 거쳐 송수신된다.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 방출된 초음파는 소듐 속에 반사체가 존재하게 되면 이 

반사체로부터 초음파신호가 반사하게 된다. 웨이브가이드센서의 스캐닝을 통하여 

수신된 반사신호를 이용하면 소듐내의 구조물의 형상을 가시화할 수 있고 

구조물의 변형을 감지할 수 있다.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액침용 초음파 센서 

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고온 적용에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센서 

구동에 의한 스캐닝 등의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 

 

 

 

 
 

그림 12. 영국 UKAEA에서 개발한 판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 형상 

보호용 원통튜브 초음파 방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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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빗살구조 웨지 방식의 판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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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 개발 

 

 기존 빗(comb)형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기술적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판형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개발하였다. 새로운 판형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고체웨지가 아닌 액체웨지를 적용한다.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빔 

방사각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빔 방사각 변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액체금속로 내부구조물 원격검사에의 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28].  

 

4.1 판파 전파 특성 

    개발된 판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그림 14 와 같다.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길이가 

0.6m, 폭은 13mm, 두께는 1mm 인 스테인리스 SS304 강 재질의 판의 한쪽 끝단에 

액체로 충진된 가변각 사각 웨지와 초음파 탐촉자를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스테인리스강은 고온 소듐에서도 변형이 적으며 소듐과의 적심성(wettability)도 

양호하여 초음파의 전파효율이 좋은 특성을 갖는다. 웨이브가이드에 사각입사된 

초음파는 판파(plate wave 또는 Lamb wave)로 전파한다. 판파는 전파모드가 

다양하며 각 모드마다 전파속도가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분산(dispersive) 특성이 

있다[29]. 판파는 대칭형(symmetric)과 반대칭형(antisymmetric)이 있다. 대칭모드(S 

mode)는 판 두께의 중심축에 대하여 그 변위가 서로 대칭인 분포를 가지며 판 

두께에 대한 입자의 평균 변위는 주로 축 방향으로 존재하므로 종파(extensional) 

모드라고도 한다. 반면에 반대칭 모드(A mode)는 판 두께의 중심축에 대하여 그 

변위가 서로 반대칭인 분포를 가지며 입자의 평균 변위가 주로 두께 방향으로 

존재하므로 굽힘(flexural) 모드라고도 한다. 판의 평면경계에서 응력이 0 이어야 

한다는 경계조건으로부터 대칭 모드와 반대칭 모드에 대한 판파의 위상속도를 

구할 수 있는 Rayleigh-Lamb 특성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대칭 모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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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칭 모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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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2 kkp L −= 이고 22 kkq T −= 이며 k 는 파수(wave number), 아래첨자 L 과 

T 는 각각 종파와 횡파를 의미하며 h 는 판 두께의 반이다.   

  위의 식들로부터 판파는 그 위상속도가 주파수의 함수로 주어지는 분산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Rayleigh-Lamb 특성 방정식을 수치해석법으로 주파수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계산하면 위상속도 분산곡선을 구할 수 있으며 그림 

15와 같이 주파수에서 서로 다른 모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15(a)는 

스테인리스 강에서의 판파의 위상속도의 분산을 보여준다. 초음파 에너지의 

전파속도는 위상속도 (Cp)와는 다른 군속도(Cg)로 나타내어 진다. 군속도는 

실제검사에서 시간영역의 초음파 모드 확인과 반사파 거리 측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군속도는 위상속도의 주파수에 대한 미분으로 다음 식으로 구해지고 

스테인리스 강 판에 대한 판파의 군속도 계산 결과는 그림 15(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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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는 주파수 d는 판 두께이다. 

 

 
 

그림 14.  액체웨지를 적용한 판형 웨이브가이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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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상속도 

 

 (b) 군속도 

그림 15. 스테인리스 강 재질 판의 위상속도와 군속도 분산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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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누설파 빔 방사각 변환 방법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는 판파의 여러 전파 모드 중에서 제 0 차 반대칭(A0) 판파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A0 모드는 입자변위가 판의 두께방향인 굽힘모드로서 

입자변위의 두께방향 수직성분이 커서 판이 유체와 접촉할 경우 종파모드로 

변환되는 효율이 좋은 누설 판파 모드이다. 그림 12 는 웨이브가이드센서에서 

전파되는 누설 판파(leaky Lamb wave)의 빔 방출 개념도를 보여준다. 

웨이브가이드가 액체 내에 잠기면 웨이브가이드 내를 전파하던 판파가 모드변환에 

의하여 액체내의 종파로 방출되며 이때의 종파 빔은 Snell 의 법칙을 따라 다음의 

방사각으로 전파한다. 

p

L

C
V

=θsin                                    (4) 

여기서 LV 은 액체내의 종파속도(물인 경우 상온에서 1480m/s, 소듐인 경우 

200℃에서 2450m/s)이고 pC 는 웨이브가이드에서 전파되는 판파의 위상속도이다. 

액체 내로 전파된 종파가 반사체에 반사되어 다시 돌아와 방사각도로 다시 

입사하게 되면 판파가 웨이브가이드에서 발생하게 되고 초음파 탐촉자가 이 

판파를 탐지하여 반사 신호를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모드의 변환과정을 거쳐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송수신이 가능해 진다.  

 

그림 16.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의 모드변환에 의한 누설 판파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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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는 고온 소듐에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를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초음파 빔의 방사각 조정 및 스캐닝 제한 

등 그 적용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A0 모드의 분산성을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 A0 모드는 그림 17 에서와 같이 판의 두께와 입사주파수의 곱 fd 이 3.5 

이상 영역은 위상 속도가 일정한 비분산 영역이고 3.5 이하는 분산 영역으로 

위상속도가 주파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fd 가 3.5 이하인 

분산 영역에서는 위상속도가 주파수의 함수가 되므로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빔 

방사각(θ)이 다음 식과 같이 주파수의 함수로 변화한다.  











= −

)(
1

fC
V

Sin
p

Lθ                                (5) 

 fd 가 3.5 이하 영역의 주파수 범위에서 입사펄스의 주파수를 조정하면 A0 판파의 

위상속도 가 변화하게 되고 초음파 빔 방사각도(θ)가 변화하게 되며 초음파 빔의 

방향을 주파수 튜닝으로 변환 조정할 수 있다. 초음파 발진 펄스는 tone burst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협대역 주파수 밴드에서 A0 모드의 특정 위상속도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판파를 발진시킬 수 있다. 통상적으로 초음파 웨지 재료로 

사용되는 acrylic resin 또는 methyl methacrylate 와 같은 폴리머 재료의 종파 

속도(VL)는 2700m/s 이므로 A0 판파의 위상속도가 2700m/s 이하인 fd 가 2.4 이하의 

분산 영역에서는 기존의 고체 웨지로는 A0 판파를 발생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적인 고체웨지 대신에 액체 웨지를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fd 가 

2.4 이하인 영역에서는 물(VL =1480m/s)이나 글리세린(VL = 1920m/s)과 같은 액체 

웨지를 사용함으로써 A0 판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림 18 에서와 같이 방사각 

변환 주파수대역은 물에서는 fd 가 0.5 에서 3.5 이고 소듐에서는 fd 가 1.5 에서 3.5 

정도이다. 방사각 변환 주파수대역에서 입사펄스 주파수 변조에 따른 물과 소듐 

내에서 A0 모드의 빔 방사각은 그림 19 및 표 2 와 같이 물에서는 약 32 도에서 

53 도까지 변화 시킬 수 있고 소듐에서는 62 도에 82 도까지 변화 시킬 수 있다. 

  

 

 



26 

 

그림 17. A0 모드의 분산 및 비분산 영역  

 

 
 

그림 18.  A0 모드의 위상속도(Cp) 와 군속도(Cg) 분산곡선 및  

물과 소듐에서의 방사각 변환 주파수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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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물과 소듐에서의 A0 모드의 방사각 변환 범위 

 

표 2.  물과 소듐에서의 A0 모드의 방사각 변환 범위 

Radiation Angle 

fd 
Cp (A0) 

[m/s] 
Sodium 

(VL=2474m/s) 

Water 

(VL=1480m/s) 

Wedge 

0.5 1846 - 53..3 

1.0 2290 - 40.3 

1.5 2511 80.2 36.1 

2.0 2640 69.6 34.1 

Liquid Wedge 

2.5 2715 65.7 33.0 

3.5 2803 62.0 31.9 
Lucite W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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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빔 방사각 변환 특성시험 

  

  빔 방사각 변환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는 중심주파수가 1MHz 이고 직경이 0.5 인치인 원형 초음파 탐촉자와 가변각 

액체웨지 그리고 두께가 1mm 인 스테인리스 강 재질의 판으로 구성하였다. 실험 

장치는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와 tone burst 초음파 신호를 송수신시키고 입사 

주파수를 튜닝시킬 수 있는 RITEC RAM-10000 펄스발생기와 컴퓨터 및 

오실로스코프로 구성하였다. 입사 tone burst 의 pulse 는 10 개로 하여 입사주파수를 

조정하였다. 그림 20 은 입사주파수 변화에 따른 초음파 빔 방사각이 변화되는 

실험 결과로서 이론적 계산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사주파수 

조정만으로 초음파 빔의 방사각을 기계적 구동 없이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서 전자적 방식의 빔 조향(steering)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20.  빔 방사각 변환 각도 이론 계산 곡선과 실험 측정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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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원격검사기법 

 

5.1 Visualization 기법  

 

고속중성자 조사 변형에 의한 노심의 핵연료 집합체 변형은 가동중에 중요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연료봉이 휘어지면 핵연료 집합체 상단면의 원형 위치가 이동하

게 되고 초음파 가시화 영상에 나타난 원형 위치로 그 변위를 결정할 수 있다.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하여  노심  상부의  영상을 가시화하기  위한 

Visualization 기법으로서 그림 21에서와 같이 KALIMER-600에서  채택하고 있

는 이중 회전 플러그의 소형 회전 플러그에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단일 선상

에 일렬로 배열하고 소형 회전 플러그와 대형 회전 플러그를 회전시키면서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초음파 반사신호를 수집하면 노심 상부 전체 형상을 

C-스캔  영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스캐닝을 통하여 수신

된 반사신호를 이용하면 소듐내의 구조물의 형상을 가시화할 수 있고 구조물 내부

로 침투하여 반사된 신호를 이용하면 구조물의 내부 결함과 변형 등을 탐지할 수 

있다.  

 

 
그림 21.  KALIMER-600의 소듐내부 가시화를 위한 웨이브가이드 센서 Array 및  

                   Visualization 기법 적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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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Ranging 기법  

 

   원자로 노심의  핵연료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교환 공정 전에 노심 상부의 핵연료 

이송경로에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사전에 탐지하여야 하며 핵연료 교환기

가 핵연료 어셈블리를 잡아 올릴 때에 어셈블리가 제대로 잡혀 올라오는지를 점검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빔 스캐닝 제한 문제를 극복하고 반영구적인 

센서 수명을 가진 새로운 판형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적용한 Ranging 기법을 개발하

고자 한다. 그림 22는 판형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적용하여 노심 상부의 장애물을 

탐지하는 검사 개념도를 보여준다. 웨이브가이드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대형 회전

플러그와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회전시키면서 노심 상부의 초음파 반사신호를 수집

하여 가시화함으로써 노심 상부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22.  KALIMER-600 노심 상부 감시를 위한 ranging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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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Monitoring 기법              

 

 500℃ 이상의 고온소듐 환경하에서 운전되는 원자로 용기 및 노심을 비롯한 내

부구조물 들은 고온 열변형 및 열손상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자로용기와 

용기 내의 원자로 배플 및 상부내부구조물 (UIS) 원통 등은 고온소듐의 자유액면 

상하 이동으로 인한 반복 열피로 하중으로 열라체팅과 같은 고온 구조손상이 발생

할 수 있다. 고온 구조물에 유지하중과 반복하중이 조합하여 작용하면 라체팅 현

상에 의한 크립-피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고온 구조변형의 발생을 조기에 탐지

하는 것이 내부구조물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액체금속로 내부구조

물의 손상탐지를 위한 가동중검사법으로 대부분 육안검사가 적용되고 있지만 소듐

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육안검사의 제한성과 구조변형 손상의 정밀 탐상을 위해서

는 새로운 검사시술이 요구되고 있다. 웨이브가이드 센서는 소듐내부 가시화 기법 

이외에도  고온 구조손상 탐지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림 23은 웨이브가이

드 센서를 이용한 내부구조물의 고온 구조손상을 연속적으로 감시하는 개념도를 

보여준다. ASME XI Div. 3에서 요구하는 주요 검사 부위에 웨이브가이드 센서와 반

사체를 설치하고 초음파 반사신호를 감시하여 구조물의 구조 손상을 감시할 수 있

다. 이러한 감시기법의 적용은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초음파 방사각 변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소듐의 액위를 원격으로 측정 감시

할 수 있다. 소듐 액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와 감시 

방법은 분기된 웨이브가이드의 각기 다른 위치에 slit과 같은 불연속부를 가공하여 

웨이브가이드 끝단과 slit에서 반사되는 A0 모드 반사파가 액체와 접하였을 때 모

드 변환에 의하여 액체 내부로 초음파 에너지가 빠져나가 소멸되는 현상을 이용한

다. 그림 24는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고온 및 저온 소듐 풀의 액위를 측정 

감시하는 개념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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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KALIMER-600 내부구조물의 

Monitoring 기법 적용 개념도  

 

 

그림 24.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액체 소듐 고온 풀 및 저온 풀 

액위 Monitoring 기법 적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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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격검사기법 검증시험 

 

6.1  Visualization 기법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스캐닝을 통하여 수신된 반사신호를 이용하면 소듐내의 

구조물의 형상을 가시화할 수 있고 구조물 내부로 침투하여 반사된 신호를 

이용하면 구조물의 내부 결함과 변형 등을 탐지할 수 있다. 그림 25 는 Panametric 

Multiscan System 을 사용한 C-스캔 시험 장치와 실험 block diagram 을 보여준다. C-

스캔 실험에서는 fd 가 3.5 인 분산성이 적은 주파수영역을 선정하였다. 

공진주파수가 3.5MHz 인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였으며 가변각 웨지를 이용하여 

입사각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입사주파수는 3.5MHz 로 설정하고 펄스가 5 개인 

tone burst 신호를 발진시켜 펄스에코 방법으로 신호를 송수신하였다. 입사주파수 

3.5MHz 에서 판파의 위상속도는 2800 m/s 이고 물에서의 종파속도는 1480 

m/s 이므로 방출각은 약 32° 정도가 된다. 수중에 침지되는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끝단은 수중 방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한쪽 면이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게 

처리하여 그 반대 면으로만 초음파가 방출되도록 하였으며 방출각도 만큼 구부려 

누설 종파가 시험체에 수직으로 입사되도록 하였다. 제작된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초음파 C-스캔 장비의 스캐너에 장착하였고 수조 탱크에 ‘LMR’ 글자가 각인된 

길이가 100mm 이고 폭이 40mm 이며 높이가 15mm 인 사각형 시험체를 수조 내에 

설치한 후,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시험체로부터 30mm 상단에 위치시키고 C-스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6 은 수중에서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끝단에서 반사되는 

판파 신호와 시험체의 상단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 초음파신호를 보여준다. 

시험체 상단면 반사 신호에 게이트를 걸어 이 신호의 진폭과 시간 데이터를 

스캐너의 X, Y 위치 값과 함께 저장하면 시험체 평면에 대한 C-스캔 화상을 그림 

27 과 같이 얻을 수가 있다.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스캐닝을 통하여 수신된 초음파 

반사 신호를 이용하면 수중 구조물의 영상을 가시화할 수 있음을 실증함으로써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소듐내부 가시화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34 

 

 

 

그림 25.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Visualization 실험장치 및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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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웨이브가이드 센서에 의한 초음파 송수신 신호 

 

 

 

(a) ‘LMR’ 글자 각인 시험편   

 

(b) C-스캔 영상 

그림 27.    ‘LMR’ 글자 각인 시험편과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C-스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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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노심가시화 시험을 검증하기 위해 Panametric 

Multiscan System을 이용하여 그림 28(a)의 모의 노심에 대한 C-스캔 시험을 수행

하였다. 공진주파수가 1MHz인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였으며 tone burst 신호를 발

진시켜 펄스에코 방법으로 신호를 송수신하였다. 그림 28(b)는 웨이브가이드 센서

의 끝단에서 반사되는 판파 신호와 시험체의 상단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 초음

파신호를 보여준다. 시험체 상단면 반사 신호에 게이트를 걸어 이 신호의 진폭과 

시간 데이터를 스캐너의 X, Y 위치 값과 함께 저장하면 모의 노심 평면에 대한 C-

스캔 영상을 그림 28 (c), (d), (e)와 같이 얻음으로써 모의 노심의 상부 영상을 가시

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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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심 모형             (b)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초음파 신호 

  
(c) C-스캔 영상 (TOF Threshold)       (d) C-스캔 영상 (최소 진폭) 

  

(e) C-스캔 영상 (절대 진폭)           (f) C-스캔 영상 (최대 진폭) 

그림 28. 모의 노심 시험체와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초음파 신호 및 

C-스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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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Ranging 기법  

 

Ranging 기법의  검사 개념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29 같이 모의 노심의 특정 어

셈블리를 돌출시키고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송시키며 초음파 전파신호(Time-of-

Flight signal)를 수신하여 초음파 단면 영상을 구현하여 보았다. 그림 29의 단면 영상

에서와 같이 돌출부 부분에서의 반사 신호가 탐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Ranging 

기법에  의한  가시화 영상을 보다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신호 처리 방법과 단층 

검사 기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anging 기법에 의한 가시화 영상을 보다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단층 검사 

기법에 대한 검증 시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30(a)와 같은 원통 스캐너에 두 

개의 돌출 반사체를 설치하고 스캐너를 회전시키면서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초음파 

신호를 각도 별로 수집하였다. 각도 별로 수집된 초음파 반사 신호를 누적하고 이 

신호를 단층 매트릭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변환하면 그림 30(c)와 같이 단층 스캔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회전 구동에 의한 초음파 반사 

신호의 단층검사 ranging 기법을 이용하면 단면 영상을 가시화 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검증 확인하였다.  

 

 

 
 

그림 29. 노심 상부 감시를 위한 Telemetry 기법  검사 검증 시험  

및 초음파 가시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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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층검사 검증시험 원통 스캐너 

   

        (b) 각도별 초음파 반사 신호           (c) 단층검사 가시화 영상 

그림 30.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이용한 단층 가시화 검증시험 결과 

 

 

 



40 

6.3  Monitoring 기법  

 

그림 31은 경사진 시험편에 대한 방사빔의 반사신호를 가시화 시험 결과로서 입

사펄스 주파수를 0.8MHz에서 1.2MHz까지 연속적으로 변화시킬 때 경사진 시험편

에서 반사된 초음파 신호에 대한 B-스캔 영상을 보여 준다. 이 결과로부터 웨이브

가이드 센서의 초음파 방사빔 각도 변환 특성을 이용하여 노심 편향 정도와 내부

구조물의 변형을 측정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웨이브가이드  센서에  의한  반사체  반사  신호와  

입사  주파수  연속변환에  의한  B-스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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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는 경사진 시험편(수평 및 ± 2 도)의 방사빔의 반사신호를 측정한 시험 

결과이다. 입사펄스 주파수를 0.7MHz 에서 1.3MHz 까지 연속적으로 변화시킬 때 

경사진 시험편에서 반사된 초음파 신호에 대한 주파수-진폭 분포도를 보여 준다. 

시험체의 경사도에 따라 진폭 분포도의 중심 주파수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폭분포도의 중심 주파수와 웨이브가이드 판 두께의 곱에 해당하는 

A0 판파의 위상속도로부터 초음파 빔 방사각을 알게 되고 이로부터 시험체의 

경사도를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32.  수평 및 ± 2 도 경사진 시험편에 의한 반사신호의 

주파수 진폭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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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소듐의 액위를 원격으로 측정 감시하는  

방법은 그림 33(a)와 같이 분기된 웨이브가이드의 각기 다른 위치에 slit 과 같은 

불연속부를 가공하여 웨이브가이드 끝단과 slit 에서 반사되는 A0 모드 반사파가 

액체와 접하였을 때 모드 변환에 의하여 액체 내부로 초음파 에너지가 빠져나가 

소멸되는 현상을 이용한다.  액위 감시 웨이브가이드 센서의 slit 에서 반사되는 A0 

모드 반사파의 분산 특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을 여러 갈래로 분기시키고 각 

분기 판의 모서리에 각기 다른 높이에 위치한 slit 을 가공하여 그림 33(b)와 같이 

일정 간격으로 반사신호를 발생시켰다. 웨이브가이드가 액체와 접하면 A0 판파가 

종파로 모드변환되어 빠져나가므로 slit 에 의한 반사 신호는 그림 33(c)와 같이 

소멸된다. 본 방법은 웨이브가이드센서의 절대 위치에 있는 slit 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이용하므로 기존의 초음파 속도차이를 이용한 액위 측정 방법에 비하여 

속도 측정 오차에 의한 오차없이 액위를 측정하고 감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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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액위 감시 웨이브가이드 센서 

 
(b) A0 모드 슬릿 반사 신호        (c) A0 모드 신호 소멸 현상 

그림 33.  A0 모드 판파 반사신호 소멸현상을 이용한 액위 감시    

웨이브가이드 센서와 검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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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액체금속로 가동중검사 코드인 ASME Sec XI, Div. 3의 검사 요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부구조물의 육안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소듐내부를 가시화하고 

원격으로 검사하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초음파를 이용한 

소듐내부 원격검사는 고온 고방사능 문제로 인해 그 적용의 한계와 기술적인 

제약이 있어 왔으며 액체금속로의 상용화를 위해서 소듐내부 원격검사 기술의 

실용화 및 검사신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금속로 노심 건전성 

확보와 내부구조물의 가동중검사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고온소듐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판형 웨이브가이드 센서를 개발하고 초음파 빔 방사각도를 변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발된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액체금속로 내부구조물 가시화와 가동중검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격검사 기법을 제안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웨이브가이드 센서에서의 초음파 빔 송수신 향상 기술과 고온소듐 내에서의 

실증연구가 추진되어 웨이브가이드 초음파센서가 실제 소듐냉각고속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되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원격검사기법은 내부구조물 검사 및 

감시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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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사 기법에 대한 실험 검증을 수행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액체금속로, 소듐내부가시화, 고온소듐, 웨이브가이드 초음파 센서, 내

부구조물, 가동중검사, 원격검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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