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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수출형연구로는 동위원소 생산, 재료조사시험, 중성자 빔 이용 등 여러 이용 분야

에 동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이용 분야의 성능 요건을 만족하는 조사공들이 반

사체의 주어진 공간에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하나로 이용자들의 경험, 수출 가능 대상국의 연구로 이용 수요, 제어봉 구동장치 

및 냉각수 배관 등의 노심 구조물과 조사공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조사공 

배치안을 검토하 다. 조사공으로는 기본적으로 동위원소 생산용 10개, 중성자 방사

화 분석용 3개, 수력이송 조사공 2개, NTD 조사공 3개, 빔튜브 4개(열중성자 2개, 

냉중성자 1개,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1개)를 선택하 다. 

  NTD 조사공은 8인치 크기의 실리콘 웨이퍼를 조사할 수 있도록 내경을 230 mm

로 하 으며, 동위원소 생산용 조사공은 다양한 크기의 조사장치를 수용할 수 있도

록 직경을 40 mm, 50 mm, 60 mm 등으로 구분하 다. NAA 조사공의 내경은 60 

mm, HTS 조사공의 내경은 150 mm, CN공의 내경은 200 mm로 하 다. 빔튜브의 

크기는 최근의 추세를 반 하여 폭 70 mm, 높이 200 mm로 선정하 다. NR 빔튜

브의 경우에는 내경을 150 mm로 정하 다. 

  여러 가지 조사공 배치모델에 대한 평가 결과 조사공에서의 중성자속, 반사체 공

간의 활용도 등의 면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수출형연구로의 조사공 배치안으로 선

정하 다. NTD 조사공은 조사후 시료의 이송 등을 위하여 핵연료 이송수로 가까이 

배치하고, 4개의 빔튜브는 2개씩 대칭되는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모든 빔튜브에서 

높은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고, 기타 수직 조사공들을 반사체의 한쪽 지역에 모아

서 배치함으로써 노심 구조물이나 NTD 조사 활동과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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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dvanced HANARO Reactor (AHR) should be should be designed to be 

utilized in many areas such as radioisotope production, material irradiation test, 

neutron beam research, etc. Thus, AHR irradiation holes should be efficiently 

arranged in the given areas of reflector region to satisfy their performance 

requirements.

  Configurations for efficient irradiation hole arrangement are studied considering 

the HANARO user's experiences, the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demands in the 

potential country for an export, an interference with irradiation holes and core 

structures such as a control rod drive mechanism and coolant pipes. Selected are 

10 holes for radioisotope production(RI), 3 holes for neutron activation 

analysis(NAA), 2 holes for hydraulic transfer system(HTS), 3 holes for neutron 

transmutation doping(NTD) and 4 beam tubes (2 for thermal neutron, 1 for cold 

neutron and 1 for neutron radiography). 

  NTD hole has an inner diameter of 230 mm in order to accommodate 8" Si 

ingot and RI holes have three different diameters of 40 mm, 50 mm and 60 mm 

for various sizes of irradiation devices. Inner diameters of NAA and HTS holes 

are 60 mm and 150 mm, respectively. CN hole's inner diameter is 200 mm. Size 

of beam tube nose is chosen as 70 mm(W) x 200 mm(H)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trend of large area. Inner diameter of NR beam tube is 150 mm.

  The axially averaged thermal neutron fluxes at irradiation holes and beam 

tube noses are evaluated and compared for various configuration models, and the 

best configuration is proposed for the AHR considering the calculated thermal 

neutron flux and utilization aspect of reflector area. NTD holes are positioned 

near the fuel transfer canal considering sample's movement before and after its 

the irradiation. Each two beam tubes are arranged in opposite side to obtain 

high neutron fluxes at all beam tube noses. Vertical irradiation holes except 

NTD holes are gathered in one side, and thus any interference with core 

structures is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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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구용 원자로는 IT, BT, NT, ET 등의 요소 기술 개발과 관련되어 그 이용분야

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연구로 이용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은 국가 산

업 발전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로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연구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용 분야에 대하여 미래 수요를 예상하고 각 이

용 분야에 적합한 중성자 특성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

성자속이 높을수록 활용가치가 높아지지만, 경제적으로 연구로의 중성자속을 높이

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이용분야의 활용도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정 이용분야

의 수용 여부나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연구용 원자로의 이용은 수직 조사공이나 수평 빔튜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구로 설계시에는 이러한 수직 조사공이나 수평 빔튜브에서 이용할 수 있

는 중성자속의 세기나 스펙트럼 등 중성자나 감마 특성이 이용 분야에 적합하도록 

수직 조사공이나 수평 빔튜브를 배치하여야 한다. 

  수직 조사공이나 수평 빔튜브에서의 중성자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조사장치나 빔 튜브가 벌어지는 각도(냉중성자 빔튜브), L/D 비율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빔튜브)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한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하

나로 자료, 이용자의 경험 등을 이용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출형연구로 노심모델 중의 하나로 고려되었던 Al block 노심

을 대상으로 반사체 지역에 수직 조사공 및 수평 빔튜브를 배치하여 중성자 특성을 

알아보고 조사공 배치안을 제시하 다. 수출형연구로의 노심모델로 고려하고 있는 

다른 노심모델에 대해서는 조사공 배치안을 그대로 사용하여 조사공에서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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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공 요건

  최근에 건설되었거나 설계된 주요 연구로의 조사공 설계 특성 및 요건은 참고문

헌 [1]에서 검토되었으며, 수출형연구로의 여러 이용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및 조사

공 요건에 대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 여기서는 하나로 이용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수출형연구로의 조사공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 다. 

2.1 하나로 이용 경험

   수출형연구로의 조사공 선정을 위하여 조사공 요건들에 대해 하나로 이용자들의 

경험을 알아보았다[2∼5]. 조사공들의 요건 외에도 다른 분야에 대한 의견 등이 있

으나 추후 참고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그대로 기술하 다.

  (1) 냉중성자(Cold Neutron) 수평공은 원뿔형으로 아주 크게 벌어지는 수평공이 

되어야 한다. 특히 유도관 설치후 각 유도관들이 가능한 넓은 각으로 펼쳐질 수 있

도록 biological shield (생물학적 차폐체) 역이 방사형이면 좋다. 또한 원형보다 

각형이(좌우로 길쭉한) 더 좋을 수 있다.

  (2) 모든 수평공의 중심선 높이가 중요하다. 각종 차폐체나 기기 장치 이용 등을 

위해 수평공 높이는 1.2∼1.4m 수준이어야 한다. 이에 맞추어 생물학적 차폐체 역

까지 바로 crane hoist가 닿을 수 있으면 최적이다. 원자로 상부와 수평공 지역이 

완전히 구분되는 구조라면 더 바람직하다. 이 경우 수평공 지역 바닥에서 천장까지

의 높이는 대략 7∼9m 정도 되어야 할 것이다.

  (3) 중성자 래디오그래피(Neutron Radiography) 수평공은 높은 L/D 비율과 함께 

고중성자속을 얻고자 하는 측면이 서로 어느 정도 상충할 수도 있다. NR을 처음부

터 고려한다면 최적화 수평공 구조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열중성자 가이드(Thermal neutron Guide)로 2개는 적은 것 같다. 이것은 이 

연구로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건설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같은 곳이라면 너

무 적은 것이고,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2

0∼30년의 장기 운  관점에서 본다면 3∼4개 정도가 안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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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hermal beam tube가 유용한 것은 크게 보아 diffractometer와 triple axis 

spectrometer의 경우이다. 소형 원자로에서 TAS는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결국 

diffractometer로 한정하여 짧은 파장을 쓰는 기기들을 생각하면 HRPD, FCD, BIX 

등이다. 이들 기기들은 최근 산업적 이용으로까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최대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최적으로 사용하도록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6) 어느 경우에나 최근의 추세는 대면적 beam tube 단면적을 추구한다. 현 하나

로 ST tube 단면적은 하나로 건설시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 으나 최근의 추세는 

가능하다면 오히려 더 큰, 특히 세로로 더 긴 것이 유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이다.

  (7) CNS 수직공에 대해서 기존의 하나만 있는 수평공 보다는 반대 방향으로도 

추후 확장 가능하거나 또는 오로지 thermal guide만을 놓을 수 있도록 CNS를 보지 

않는 그러나 방사형 수평공을 갖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안이다. 이 경우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즉 원자로 내부에 수평공은 최소화하고 cold 

guide, thermal guide를 이용하여 최대한 원자로실 밖으로 중성자 빔을 인출, 사용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ANSTO OPAL이 추구한 생각이다. 과연 이 개념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중성자 유도관이 m=3급 이상

이 출현하면서 아직 내구성이 충분히 입증되지는 못하 으나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

어인 것은 확실하다.

  (8) CN 등 유도관 설치용 beam tube들은 어렵겠지만 다른 수평공들은 가능하다

면 biological shield 안에 beam shutter/collimator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compact design으로 내부 공간이 부족하면 밖에 shutter를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

지만 많은 경우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9) CNS 수직공은 중성자속이 최대한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침

니의 한쪽을 노심에 최대한 붙이고 침니 바로 바깥에 배치하는 방안도 있다.

  (10) CN 빔튜브의 가이드 수로는 2-4개 고려한다. 크기는 직경 200 mm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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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빔튜브 입구의 크기는 하나로의 크기(직경 160 mm, 70 mm x 150 mm)를 고

려하여 정하면 된다. CN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brightness 이므로 가이드 입구 위

치를 노심 설계시에 같이 고려하여 최적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하나로는 지하 1층의 중성자 빔 이용시설이 있는 상부가 크레인 사용을 위

해 개방되어 있다. 이는 하나로 수조 상부의 작업공간을 확대하여 활용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중성자 빔 이용 분야와 수조 상부가 완전히 구분되도록 설계하

는 것이 좋다.

  (12) 노심내 냉각수의 유동 방향은 downstream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는 원자

로 가동중 조사시설의 인출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재료 조사시험을 위한 노심 조사공은 원자로 수출국의 여건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조사공이 1-2개(노심 중앙 1개, 노심외부 1개)면 적절할 것으로 판

단된다.

  (14)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해서는 원자로 형태(PWR, CANDU, VHTR, SFR, 

SMART 등) 및 핵연료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장치(캡슐 또

는 loop)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수출국의 원자력 발전 상황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

다. 노심에 조사공이 1개(직경 약 60 mm ∼ 70 mm)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축소

형 핵연료 집합체 조사을 위해서는 노심 외부에 직경 약 100 mm ∼ 150 mm의 조

사공 1개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15) 재료/핵연료 조사장치 개발은 조사장치의 개념이 원자로 설계에 반 되어 진

행되면 좋겠지만, 하나로에서와 같이 원자로 설계/건설이 완료된 후, 개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6) NAA 조사공은 3개 정도면 충분하다. 매우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용하는 경

우에는 중성자속 분포와 크기가 다른 5개까지 고려할 수 있다. 

  (17) 동위원소 생산용 조사공으로는 중성자속이 매우 높은 곳에 (2x10
14
 n/cm

2
-s 

이상) 5개(노심내 2개 포함), 높은 곳에 (1x10
14
 n/cm

2
-s 이상) 5개 (HTS 2개 포

함), 낮은 곳에 2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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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출형연구로 조사공 요건

  수출형연구로로는 특정분야의 이용 대신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연구로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성자 빔 이용, RI 생산, NAA 이용, 

NTD 조사 등 여러 이용분야에 활용 가능해야 한다. 

  수출형연구로의 조사공 배치를 위하여 설계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여러 이용분야

를 대상으로 하나로 이용자들의 경험을 반 하여 조사공 배치에 고려해야 할 기본

적인 방향이나 요건을 기술한다. 

(1) RI 생산용 조사공

   - 모두 10개의 조사공을 고려한다. 이중 1∼2개는 HTS공이다. 조사공의 크기는 

시료의 직경이 30 mm 를 넘지 않으므로 시료의 조사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된다. 

   - 개수 : 중성자속 2x10
14
 n/cm

2
-s 이상 3개 (Lu177, Ir192, Mo, Cr51 등) 

         중성자속 1x10
14
 n/cm

2
-s 이상 5개 (I-131, P-32, P-33 등/HTS-단반감기)

         중성자속 1∼5x10
13
 n/cm

2
-s 1개

         중성자속 5x10
12
 n/cm

2
-s    1개

   - 크기 : 직경 40 mm ∼ 60 mm (HTS의 경우에는 직경 100 mm ∼ 150 mm)

(2) 핵연료 및 재료 조사공

   -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해서는 원자로 형태(PWR, CANDU, VHTR, SFR, 

SMART 등등)에 따라 핵연료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장

치(캡슐 또는 loop)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수출국의 원자력 발전 상황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노심에 조사공이 1개(직경 약 60 mm ∼ 70 mm)면 될 것으

로 판단되고, 축소형 핵연료 집합체 조사를 위해서 노심 외부에 직경 약 100 

mm ∼ 150 mm의 조사공 1개가 있으면 좋다.

   - 열중성자속 뿐만 아니라 고속중성자속도 1.0x10
14
 n/cm

2
-s 이상으로 높아야 

하므로 노심내에 있어야 한다. 1개를 고려할 경우는 노심 중앙에 CT공으로 고

려하고, 노내 조사시험 루프를 고려할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의 간섭사항 등을 

고려하여 노심 가장자리쪽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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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수 : 노심내 1∼2개 

   - 크기 : 핵연료집합체 정도의 크기

   - 중성자속 : 고속중성자속 1.0x10
14
 n/cm

2
-s 이상, 열중성자속 2x10

14
 n/cm

2
-s 

이상

(3) NAA 조사공

   - NAA를 위한 조사공은 시료의 조사 방식과 장치(수동조사, 공압이송, 수압이

송)에 따라 조사공의 조건과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 NAA의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속중성자속, 열중성자속, 열외중성자속이 각각 

요구되는 조사공이 있다. 여기서는 우선 열중성자를 이용하는 NAA 조사공을 

고려한다. 공압이송 조사장치가 설치되는 경우에 조사공 온도를 40∼50 ℃ 이

하로 유지해야 하며, 감마열은 50 W 이하가 적당하다. 

   - 속중성자 속에 비해 가능한 한 열중성자 속이 높아야하며, 노심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다. 

   - 개수 : 3∼5개

   - 직경 : 40 mm ∼ 60 mm

   - 중성자속 : 열중성자속 1x10
12
∼1x10

14
 n/cm2-s

         (열외중성자속 1x10
10
∼5x10

11 
n/cm

2
-s, 속중성자속 10

10
∼1x10

11 
n/cm

2
-s)

(4) NTD 조사공

   - 향후 수요 증가를 가정하여 NTD 조사공은 가능한 많이 배치한다. 미래 수요

에 대처하기 위해 조사공의 크기도 최소한 8“ 이상의 웨이퍼를 수용할 수 있

도록 크게 한다. 중성자속이 높으면 좋으나 조사공의 크기가 크므로 반사체 

외곽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균일한 중성자속 분포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다른 

실험에 의한 중성자속 변화가 생기지 않는 곳에 배치한다. 

   - 개수 : 2개 이상, 반사체내 공간 허용범위에서 최대로 배치

   - 직경 : 230 mm 이상, 350 mm 까지도 고려

   - 위치 : 반사체 외곽, 조사된 ingot의 이동을 고려하여 핵연료 이송 수로 가까

이 배치

(5) 빔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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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중성자 빔 이용 연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냉중성자공을 중성자속이 가장 

높은 곳에 배치한다. 열중성자 빔 튜브와 중성자 라디오그래피 빔 튜브가 포

함되어야 한다. 열 및 냉중성자를 이용한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PGNAA)을 

위한 빔 튜브(40 mm 이내)도 이용자 요구 조건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 개수 : 최소 4개, 열중성자 빔튜브 (TG) 2개, NR 1개, CN 1개 

   - 크기 : TG 70 mm x 200 mm(WxH), NR dia. 150 mm, CNS dia. 200 mm 

(가이드 개수에 따라 빔 튜브 크기가 조절되어야 함)

   - 위치 : 빔 튜브 nose에서 열중성자속이 2x10
14
 n/cm

2
-s 이상인 곳에 배치하고, 

축 방향으로 중성자속이 최대인 곳에 배치. 노심에 대해 radial 방향보

다는 tangential 방향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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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공 배치

3.1 기본 고려 사항

  반사체 역에 실험공들을 배치할 때에는 1차 냉각 배관, 제어봉/정지봉 구동장

치, 침니 구조물 등 실험공의 배치나 특성에 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제어봉은 원자로 수조 상부에서 구동되므로 수조 상부에서 조

사물의 장전, 인출이 이루어질 때 제어봉 구동장치와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

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수출형 연구로의 1차 냉각 배관의 경우 입구 및 출구 배관을 각각 1개씩만 고려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조의 두께는 출구 배관의 곡률 반경 등도 고려하여 출구배관

이 배치되는 곳의 경우 최소 10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RI 생산 및 NAA 수직 조사공들은 NTD 조사공과 빔 튜브 배치를 고려

하여 가능한 한쪽 방향으로 모아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성자속이 낮은 곳

에는 반드시 필요한 수직 조사공만 배치하여 불필요한 조사공 배치로 인하여 중성

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 노심 모델

  노심 모델로는 알루미늄 블록을 노심 구조물로 사용하고, 알루미늄 블록 내에 핵

연료 채널을 구성한 그림 1과 같은 Al block 노심[6]을 이용하 다. 이 노심은 육각

형의 알루미늄 블록 내에 장전된 36봉 핵연료집합체 14개와 18봉 핵연료집합체 4개

로 이루어지며, CT에는 모의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된다. 제어봉과 정지봉은 따로 분

리하지 않고 제어봉이 정지봉의 기능까지 함께 하는 개념을 적용하 다.

  핵연료로는 도 4.0 gU/cc의 U3Si2-Al을 사용하 으며, 핵연료 봉 및 집합체는 

하나로와 같은 크기이다. 그러나 36봉 핵연료집합체의 경우에 하나로와 달리 모두 

표준 핵연료봉을 사용하 다. 제어봉으로는 하나로와 같이 18봉 핵연료 집합체를 

감싸는 관형의 Hf(두께 4 mm)을 사용하 다. 

  알루미늄 블록의 노심 구조물에서 핵연료 채널 사이의 알루미늄 두께는 5 mm이

며 노심 외곽의 알루미늄 최소 두께는 5.5 mm이다. 그러나, 18봉 핵연료집합체의 

경우에는 유동관과 Hf 제어봉 사이의 물과 Hf 바깥의 물로 인해 18봉 핵연료집합

체 채널과 36봉 핵연료집합체 채널 사이의 가장 얇은 알루미늄 두께는 3.2 mm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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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알루미늄 블록 노심 모델

3.3 조사공 배치안

3.3.1 기본 배치안

  반사체에 조사공이 없을 때 수평 및 수직 단면에서의 열중성자속 분포는 그림 2 

및 그림 3과 같다. 단, 제어봉 4개의 위치는 모두 핵연료 바닥 위치로부터 400 mm 

인출된 상태이다.

  열중성자속은 수평방향으로 노심 중심에서 반경이 약 24 cm ∼ 40 cm 되는 

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중 약 30 cm 되는 곳에서 최대치를 보여주었다. 축방향으

로는 핵연료중심(z=0 cm)에서 약 -20 cm ∼ +5 cm 되는 지역에서 높았으며 -10 

cm 되는 곳에서 가장 높았다. 제어봉 위치에 따라 축방향 분포는 향을 받지만 원

자로 운전기간 동안 제어봉 위치는 핵연료 바닥으로부터 300 mm ∼ 500 mm 인출

된 상태에서 가장 오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반사체에서의 축방향 열중성자속 분

포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빔튜브 배치에서는 그림 3의 축방향 분포를 

참고하 다. 빔 튜브의 중심을 z=-10 cm에 두었고, CN 빔튜브와 겹치는 ST1 빔튜

브의 중심은 z=+15 cm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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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사공이 없을 때 MCNP 모델과 XY 평면에서의 열

중성자속 분포 (z=-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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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사공이 없을 때 축방향 2차원 열중성자속 분포 

        (y=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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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이용자들의 경험, 조사공 요건, 그리고 예상되는 중성자속 분포 등을 고려

하여 수직 조사공들로는 RI 생산용 조사공 10개(직경 40 mm 2개, 50 mm 3개, 60 

mm 5개), NAA 조사공 3개(직경 60 mm), NTD 조사공 3개(직경 230 mm), HTS공 

2개(직경 150 mm), CNS공 1개(직경 200 mm)를 고려하 으며, 빔튜브로는 열중성

자 빔튜브 2개(70 mm x 200 mm), CN 빔튜브 1개(70 mm x 200 mm) 및 NR 빔

튜브 1개(직경 150 mm)를 가정하 다. 이들 조사공들에서의 중성자속 평가는 제어

봉 4개가 모두 핵연료 바닥 위치로부터 400 mm 인출된 상태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NTD 조사공에는 길이 600 mm의 8인치 실리콘이 들어가 있고 HTS 및 

CNS 조사공에는 물이, RI 및 NAA 조사공에는 공기가 채워지는 상태를 가정하

다. 

  조사공 요건 및 조사공 배치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검토하여 구성한 조사공의 

기본 배치안(모델 1)은 그림 4와 같으며 각 조사공의 위치 및 제원은 표 1과 같다. 

그림 4. 조사공 기본 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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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공 기본 배치안에 따른 조사공 위치 및 제원 

조사공
중심위치 (x,y) 

(mm)

노심중심으로

부터의 거리 

(mm)

내경 (mm) 두께 (mm)

수직

조사

공

NTD1 (-530, 350) 635 230 5

NTD2 (-530, -350) 635 230 5

NTD3 (-50, 600) 602 230 5

RI1 (-60, 350) 355 40 1.25

RI2 (70, 350) 357 40 1.25

RI3 (260, 240) 354 50 1.25

RI4 (300, 150) 335 50 1.25

RI5 (350, 50) 354 50 1.25

RI6 (370, 320) 489 60 1.25

RI7 (430, 200) 474 60 1.25

RI8 (500, 50) 502 60 1.25

RI9 (510, 450) 680 60 1.25

RI10 (670, 600) 899 60 1.25

NAA1 (-40, 500) 502 60 1.25

NAA2 (40, 710) 711 60 1.25

NAA3 (-20, 910) 910 60 1.25

HTS1 (160, 500) 525 150 5

HTS2 (660, 210) 693 150 5

CNS (360, -210) 417 200 5

빔

튜브

ST1
nose 중심 

=(150, -360)
390

z=+150 mm, 

nose 크기=70 mmx200 mm(WxH),

빔 방향의 기울기=-10도

ST2
nose 중심 

=(-240, 260)
354

z=-100 mm, 

nose 크기=70 mmx200 mm(WxH),

빔 방향의 기울기=90도

NR
nose 중심 

=(-270, -430)
508

z=-100 mm, 직경=150 mm,

빔 방향의 기울기=-115도

CN
CNS공 중심 

=(360, -210)
417

z=-100 mm, 튜브 divergence=3도,

CNS공 중심으로 빔튜브를 

확장했을 때 

nose 크기=70 mmx200 mm(WxH),

빔 방향의 기울기=-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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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모델 외에 빔튜브를 노심쪽으로 옮기거나(모델 2) 또는 빔튜브를 노심쪽으

로 옮기고 NTD3공과 IP공 2개를 없애고 HTS1을 NTD3공 자리로 옮긴 경우(모델 

3)에 대해 임계도 및 중성자속 변화를 계산하 다. 

  조사공을 배치함에 따라 반응도 변화는 표 2와 같이 약 17∼20 mk 정도 감소하

다. 당초 조사공에 의한 반응도 향으로 15 mk를 가정하 으나 이보다는 약간 

크게 평가되었다. RI 조사공에 물이 채워진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하 는데 반응도

는 공기가 채워진 경우보다 2.6 mk 낮았다. 실제의 경우는 공기가 채워진 경우와 

물이 채워진 경우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 fractional standard deviation

  3가지 조사공 배치안에 대한 MCNP 계산 모델과 축방향으로 열중성자속이 최대

가 되는 평면(핵연료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10 cm 되는 위치)에서의 2차원 열중성자

속 분포는 그림 5∼7과 같으며, 각 조사공에서의 축방향 평균 열중성자속은 표 3에 

정리하 다. 

표 2. 조사공 배치 모델에 따른 반응도 향

모델 임계도 반응도 (mk)

조사공이 없는 경우 1.16123 (0.00054)
*

-

모델 1 1.13836 (0.00052) -17.3

모델 2 1.13531 (0.00056) -19.7

모델 3 1.13729 (0.00053) -18.1

모델 1에서 RI 조사공에 모두 

물이 채워진 경우
1.13503 (0.00056)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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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조사공 배치 모델 1의 MCNP 모델과 XY 평면에서의 

열중성자속 분포 (z=-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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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사공 배치 모델 2의 MCNP 모델과 XY 평면에서

의 열중성자속 분포 (z=-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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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조사공 배치 모델 3의 MCNP 모델과 XY 평면에서의 

열중성자속 분포 (z=-10 cm)



- 18 -

  * 빔튜브 nose에서의 값

표 3. 조사공 기본 배치안에 따른 조사공의 축방향 평균 열중성자속 및 조사공배치 

변화에 따른 열중성자속 변화

조사공

축방향 평균 

열중성자속 

(n/cm
2
-s/MW)

(모델 1)

축방향 평균 열중성자속 변화율

모델 1

(RI공을 

물로 채움)

모델 2 

(빔튜브만 

이동)

모델 3

(빔튜브 이동, NTD3, 

RI9, RI10 제거, HTS1 

이동)

수직

조사

공

NTD1 2.34E+12 0.962 1.019 1.055

NTD2 2.26E+12 1.000 1.012 1.010

NTD3 2.16E+12 1.000 1.001 -

RI1 1.20E+13 0.941 1.005 1.077

RI2 1.16E+13 0.910 1.008 1.134

RI3 1.26E+13 0.854 1.000 1.009

RI4 1.27E+13 0.907 1.006 0.983

RI5 1.21E+13 0.876 0.999 0.953

RI6 7.87E+12 0.559 1.019 1.144

RI7 8.24E+12 0.567 1.010 1.081

RI8 6.90E+12 0.569 1.008 1.048

RI9 3.69E+12 0.404 0.993 -

RI10 1.32E+12 0.361 0.988 -

NAA1 7.43E+12 0.861 1.014 1.217

NAA2 2.89E+12 0.837 1.012 1.528

NAA3 1.30E+12 0.852 1.034 1.423

HTS1 3.18E+12 0.802 1.015 0.682

HTS2 1.46E+12 0.520 1.014 1.106

CNS 3.92E+12 0.947 1.001 1.016

빔

튜브

ST1 6.36E+12
*

0.985 1.001 1.039

ST2 1.26E+13 0.993 1.138 1.134

NR 6.44E+12 0.993 1.78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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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1에서 RI 생산용 조사공에 공기 대신 물이 채워질 경우 RI 조사공에서의 중

성자속은 조사공 위치가 노심에서 가깝고 조사공 크기가 작은 경우 중성자속이 5 

% ∼ 10 % 정도 감소하고 조사공이 노심에서 멀어질수록, 조사공 크기가 커질수록 

중성자속이 크게 감소하여 RI10 조사공의 경우 중성자속이 60 % 이상 감소하기도 

한다. 특히 노심에서 멀어질수록 앞쪽에 있는 조사공의 향으로 중성자속의 감소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한편, RI 조사공에 가까운 HTS공, NAA 조사공에서도 중성

자속이 14 % 이상 감소하고 CNS공에서도 중성자속이 5 % 정도 감소한다. 실제로

는 시료를 장전한 캡슐이나 조사리그 등이 조사공에 장전되므로 중성자속은 조사공

에 공기가 채워진 경우와 물이 채워진 경우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물이 채워진 조사공은 위의 그림 및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접한 조사공의 중

성자속에 큰 향을 준다. 모델 3의 경우 물이 채워진 HTS 조사공에 인접한 조사

공들에서의 평균 열중성자속은 10 % ∼ 40 % 증가하 다. 

  빔튜브에서 더 높은 중성자속을 얻기 위해 빔튜브 nose를 12 cm(ST2) 및 15 

cm(NR) 더 노심쪽으로 이동시키면 nose에서의 열중성자속은 약 14 % 및 80 % 정

도 증가한다. NR의 경우에는 ST2보다 노심쪽으로 더 이동한 이유도 있지만 nose

의 크기가 큰 것도 중성자속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그림에서 NR 빔

튜브의 경우 빔튜브 방향으로 중성자속 분포가 튀어나온 것은 중성자 누설 때문이

다. 3가지 조사공 배치안에 대한 각 조사공에서의 축방향 평균 열중성자속을 그림 

8에 비교하 다.

그림 8. 조사공 배치안에 대한 각 조사공의 축방향 평균 열중성자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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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정 배치안에서 빔 튜브 수를 1개 더 증가시키고 ST1의 위치를 노심쪽으

로 더 이동시키거나 (모델 5), NTD3 조사공을 없애고, ST1과 NR 빔튜브 위치를 

바꾸고 NR을 노심 바깥쪽으로 조금 이동시킨 경우(모델 6)에 대해서도 조사공에서

의 중성자속을 계산하 다. 그림 10∼12는 조사공 배치 모델 4∼6에 대한 MCNP 

모델이다.

그림 10. 조사공 배치 모델 4의 MCNP 모델 (수정 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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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조사공 배치 모델 5의 MCN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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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조사공 배치 모델 6의 MCN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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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공 수정배치안(모델 4) 및 모델 5와 모델 6에서 조사공 배치에 의한 반응도 

향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4∼17.4 mk로 평가되었다. 

  표 6은 모델 4∼6의 조사공 배치안에 대한 조사공에서의 축방향 평균 열중성자속

이다. 기본 배치안(모델 1)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변화율로 나타내었다. 

표 6. 수정배치안을 포함한 추가 모델에서 축방향 평균 열중성자속 변화

조사공

축방향 평균 열중성자속 

(n/cm2-s/MW)

(모델 1)

축방향 평균 열중성자속 변화율

수정 배치안 

(모델 4)
모델 5 모델 6

수직

조사

공

NTD1 2.34E+12 0.946 0.940 0.941

NTD2 2.26E+12 1.000 0.979 1.065

NTD3 2.16E+12 1.023 1.025 -

RI1 1.20E+13 1.000 0.990 1.009

RI2 1.16E+13 1.000 0.995 1.005

RI3 1.26E+13 1.035 1.024 1.050

RI4 1.27E+13 1.022 1.010 1.052

RI5 1.21E+13 1.064 1.028 1.114

RI6 7.87E+12 1.183 1.183 1.198

RI7 8.24E+12 1.166 1.158 1.187

RI8 6.90E+12 1.379 1.364 1.411

RI9 3.69E+12 1.165 1.122 1.150

RI10 1.32E+12 1.370 1.362 1.374

NAA1 7.43E+12 1.120 1.111 1.145

NAA2 2.89E+12 1.216 1.195 1.230

표 5. 조사공 배치 모델 4∼6의 조사공 배치에 의한 반응도 향

모델 임계도 반응도 (mk)

조사공이 없는 경우 1.16123 (0.00054)
*

-

모델 4 (수정 배치안) 1.14001 (0.00052) -16.0

모델 5 1.13825 (0.00052) -17.4

모델 6 1.14084 (0.00058)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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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조사공배치 수정안 및 추가 모델에서 각 조사공의 축방향 평균 열중성자

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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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최적 배치안 

   수정 배치안의 경우에는 빔튜브를 2개씩 서로 대칭되는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제

어봉 구동장치 등의 간섭을 피하는 동시에 수직 조사공들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조사공을 배치하는데 기본 배치안보다 여유가 많이 있

다. 또한 빔튜브들을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모든 빔튜브에서 높은 중성자속

을 얻을 수 있다. 

  조사공에서 축방향 평균 열중성자속도 수정배치안(모델 4)의 경우가 기본배치안

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높다. HTS공의 경우에는 노심으로부터의 거리 향으로 

축방향 평균 열중성자속이 20 % 이상 낮으나 거리에 따른 향이 크므로 중성자속 

요건을 만족하는 HTS공에 대한 적절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ST2 빔튜

브는 기본 배치안에 비해 노심으로부터 nose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열중성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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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졌으나, 노심출력이 20 MW인 경우 nose에서 충분히 높은 열중성자속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수출형연구로의 조사공 배치에 있어서는 NTD 조사공

을 3개로 할 경우 그림 9와 같은 모델 4의 배치안이, NTD 조사공을 2개로 한다면 

그림 12와 같은 모델 6의 배치안이 후보로 제시될 수 있다. 여기에 NTD 및 다른 

수직 조사공의 수나 크기 또는 빔튜브의 수 등에 따라 조사공들을 적절하게 배치한

다면 조사공의 성능 요건들을 만족하는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5 추가 검토사항

  조사공을 이용하여 시료를 조사할 때는 중성자속, 발열량, 방사능 등의 평가를 통

하여 조사시간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공에서의 중성자속이 원자로 운전 상태나 주변의 다른 조사공에서의 조사시험에 의

한 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조사공에서의 중성자속 변화가 ±5% 이내

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공에서의 중성자속은 조사공에 채워지는 물질에 따라 중성자속 등에 미치는 

향이 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조사 예정 시험물이 장전된 조건을 가정하여 평

가해야 한다. 

  조사공들을 한쪽 지역으로 모아서 배치할 경우 특히 물이 많이 채워지는 조사공

이 있을 경우 이들 조사공 주변에서는 중성자속의 변화가 크므로 이러한 향을 고

려하여 조사공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NTD 조사공의 앞쪽으로는 조사공들을 배치하지 않았으나 중성자속이 높은 지역

이므로 NTD 조사공에서의 중성자속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빔튜브의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경우를 가정하 는데도 불구하고 수직 조사공들

을 한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인해 빔튜브의 수를 증가시키기가 쉽지 않다. 또한 

빔튜브의 높이를 200 mm로 함에 따라, 빔튜브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빔튜브를 

교차하도록 배치할 경우 핵연료 높이가 700 mm인 것을 고려한다면 높은 열중성자

속을 얻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빔튜브 수를 증가시키려면 중성자속의 감소를 감수

해야 하거나 수직 조사공들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CN이나 NR 빔튜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원자로 설계시에 collimator나 CN 

source, L/D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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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수출형 연구로는 동위원소 생산, 재료조사시험, 중성자 빔 이용 등 여러 연구 분

야에 동시에 활용되는 다목적연구로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이용분야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이용 분야의 성능 요건을 만족시키는 조사공들을 

반사체의 주어진 공간에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하나로 이용자들의 경험, 수출 대상 국가들의 미래 이용 수요, 

제어봉 구동장치, 냉각수 배관 등의 노심구조물과 조사공의 간섭 부분, 조사물의 이

동, 조사공의 성능 요건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조사공 배치안을 검토하 다. 조

사공 및 빔튜브로는 동위원소 생산용 10개, 중성자 방사화 분석용 3개, 수력이송 조

사공 2개, NTD 조사공 3개, 빔튜브 4개(열중성자 2개, 냉중성자 1개,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1개)를 선택하여 기본 배치안을 선정한 후 조사공의 위치나 수를 변화시키

면서 중성자속의 변화를 확인하 다. 

  NTD 조사공은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8인치 크기의 실리콘 ingot를 조사할 수 있

도록 내경을 230 mm로 하 으며, 동위원소 생산용 조사공의 크기는 불필요한 공간

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크기의 조사장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직경을 40 mm, 50 

mm, 60 mm 등으로 구분하 다. NAA 조사공의 내경은 60 mm, HTS 조사공의 내

경은 150 mm, CN공의 내경은 200 mm로 하나로와 비슷하게 선정하 다. 빔튜브의 

크기는 최근의 대면적 추세를 반 하여 폭을 70 mm, 높이를 200 mm로 선정함으

로써 하나로의 경우보다 높이를 증가시켰으며, NR 빔튜브의 경우에는 내경을 150 

mm로 정하 다.

  여러 가지 조사공 배치모델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조사공에서의 중성자속, 반사

체 공간의 활용도 등의 면에서 그림 9와 같은 수정 배치안(모델 4)이 가장 좋은 모

델로 평가되었다. NTD 조사공은 조사후 시료의 이송 등을 위하여 핵연료 이송수로 

가까이 배치하고, 4개의 빔튜브는 2개씩 대칭되는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모든 빔튜

브에서 높은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고, 기타 수직 조사공들을 반사체의 한쪽 지역

에 모아서 배치함으로써 노심구조물이나 NTD 조사활동과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조사공이나 빔튜브의 수나 배치 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

의 수정으로 설계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공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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