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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원자력원천기술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단위과제명 캡슐 활용 중성자 조사기술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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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중성자응용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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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294

 연구로 가동조건인 100  이하의 저온 조사캡슐 기술 개발 (기존 250  이상) 

 미래원자력 재료/핵연료 조사시험에 요구되는 900 까지의 고온 조사기술을 개발 (기

존 700  이하)

 8주기(약 200일, 3dpa) 까지의 장주기 조사기술을 개발 (기존 4주기 이하)

 개발된 저온/장주기 조사기술을 활용하여 수출형연구로 사업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연구로 핵심재료의 수명말기까지의 조사특성 database 생산에 활용

 조사시험 변수 (조사공 특성, 제어봉 위치 등) 및 해석 코드(HANAFMS, MCNP) 개

선을 통하여 조사시험 신뢰성 향상

 선진국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의 계장기기(LVDT) 및 관련 기술을 개발/특허 출원함

으로써 국내 조사시험 계장기술 자립에 기여 

 첨단 신소재(반도체(Si,Ge, SiC), 초전도체(MgB2), 다강체(BiFeO))의 중성자조사에 의한 다

양한 결함 생성 및 농도에 따른 전자기 특성 변화를 확인하여 첨단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가

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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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캡슐 활용 중성자 조사기술 고도화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국가 유일의 전문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용 캡슐을 이용한 상용로 기

반 재료/핵연료 중성자 조사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형원자로 재료/핵연료 중성자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하며, 중성자를 이용하여 첨단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을 

연구하는데 연구개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저온 및 고온 조건 조사기술 개발,  고속 

및 열 중성자 조사량 정밀평가 기술 개발, 장주기 조사 기술 개발 및 핵연료/재료 조사

특성 측정용 핵심 계장 및 평가기술 개발하여 우선적으로 상용로 기반 조사기술 고도화

를 통한 재료/핵연료 조사 취화특성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국내 가동 원전의 안전성 향

상, 계속운전 및 원자력 수출(상용로, 연구로)에 기여하고, 또한 국가 미래형원자로 개발

에 필수적인 첨단 재료/핵연료 조사특성 설계자료 생산을 위한 조사시험 기술을 개발하

여 향후 미래원자력시스템(SFR, VHTR, Fusion) 실용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

가 미래창조 산업 창출과 2017년 기장연구로의 가동에 따른 하나로의 역할재조정의 차

원에서 중성자를 이용한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를 수행하여 첨

단소재(초전도체, 다강체, 전자기재료 등) 중성자 조사특성 향상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국가 원자력 연구의 기반연구 시설인 하나로에서는 그동안 상용로 환경 기반에

서 조사 캡슐을 이용한 중성자 조사시험 기술 및 시설을 확보하여 상용로 성능 및 

안전성 연구에 필요한 재료/핵연료 조사취화 특성 시험을 수행하여 왔다. 최근 우리

나라는 요르단 연구로 수출을 시작으로 하여 UAE(아랍에미레이트) 상용로 수출 등 

원자력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원자력 강국으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 주요 원자력 재료/핵연료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에 대한 database 확보를 통한 

설계 및 경제성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SFR(sodium fast reactor), 

VHTR(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및 핵융합로(Fusion reactor) 등과 같은 미래원

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핵심 재료·핵연료의 조사시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재료·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개

발된 상용로 환경에서의 조사기술을 토대로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특수 환경에서의 캡슐 

조사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하

여 국내 가동원전 및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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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원전의 구조재료에 대한 정밀한 조사취화 특성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

라서 국내 유일한 전문 연구로인 하나로를 이용한 상용로, 연구로, 미래원자로 핵심재료

에 대한 종합적인 캡슐 활용 중성자 조사기술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최근 급증

하고 있는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반도체, 초전도체, 자성체, 다강체 등 첨단 재료의 물

성향상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2017년 동위원소 및 NTD 생산 전용의 제2연구로 완공

에 따른 하나로의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첨단 소재 물성향상 연

구 분야를 육성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으로 캡슐 활용 중성자 조사기술 고도

화 연구를 추진하였다. 2013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의 1단계 연구 기간에

는 상용로 기반 조사기술 고도화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로의 가동환경인 저온조건(<10

0 ) 조사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미래원자력 연구를 위한 고온조건(<1,000 ) 조사 및 장

주기 조사 기반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정밀측정을 위하여 고속 

및 열 중성자 조사량 정밀평가 기술과 조사특성 측정용 핵심 계장기기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였다. 한편 연구로의 첨단연구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성자를 이

용한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을 구축하였다. 2015년 6월 1일부터 2018

년 5월 31일까지의 2단계 연구 기간에는 앞선 기반기술을 실제 하나로에서 적용하기 위

한 미래원자력 조사기술 개발, 조사특성 측정 및 평가기술 고도화, 그리고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조사특성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1, 2단계 연구를 통해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을 이용한 조사기술을 고도화하여 가동 

중인 상용 원자로의 안전성 연구, 수출형연구로 및 미래원자로 기술개발 등에 필수적인 

핵심 재료/핵연료에 대한 조사특성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국가 중장기 원자력 연구개발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장로 가동에 따른 하나로의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도 조사기술 고도화를 통한 조사시험 분야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중성자를 이용한 첨단재료의 물성향상 원천기술 연구를 통한 국가 미래창조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2013년

  저온 및 고온조건 조사기술 개발

- 저온(<100 ) 조사시험 캡슐 설계/장치 제작 

- 고온(<1000 )  조사시험 캡슐 조사장치 설계

  고속 및 열중성자 조사량 정밀평가 및 장주기 조사기술 개발

- 고속중성자 조사량 평가 정밀도 개선

- 장주기 조사 요소기술 개발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핵심 계장기기 기술 개발

- LVDT 개발 및 핵연료 계장 및 캡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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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특성평가(온도, 압력, 길이) 기술 분석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 기반기술 연구

- 첨단소재 조사특성 평가 요소기술 검토

- 첨단소재 중성자 조사특성 평가

 2014년

  저온 및 고온조건 조사기술 개발

- 저온(<100 ) 조사기술 노내 검증 

- 고온(<1000 ) 계장기술 개발 및 조사캡슐 설계

  고속 및 열중성자 조사량 정밀평가 및 장주기 조사기술 개발

- 고속중성자 조사량 평가기술 검증 및 열중성자 조사량 평가 기술 개발

- 장주기 조사기술 개발용 장치 설계/제작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핵심 계장기기 기술개발

- LVDT 장착 핵연료 계장캡슐 조사시험

- 핵연료 특성평가(온도, 압력, 길이) 기술 분석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 기반기술 연구

- 첨단소재 조사특성 평가용 장비 및 시설 구축

- 첨단소재 중성자 조사특성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1. 저온 조건 조사기술 개발

  가. 저온(<100 ) 조사시험 캡슐설계/장치제작

     - 저온 조사시험 노외검증용 캡슐(11M-19K) 설계/제작

     - 저온 조사시험용 캡슐 노외 건전성 및 성능 시험/분석

     - 저온 조사시험용 캡슐(11M-20K) 안전성 검토 및 평가

  나. 저온(<100 ) 조사기술 노내 검증

     - 저온 조사시험 노내검증용 캡슐(11M-20K) 하나로 조사시험을 수행 (수출용

연구로 핵심재료 조사특성 database 확보 지원)

     - 저온 조사시험용 캡슐 내 시편 온도 설계조건 만족 확인 (최대 56 )

     - 저온 조사시험용 캡슐 및 계장기술의 조사후 건전성 최종확인

2. 고온 조건 조사기술 개발

  가. 고온(<1000 )  조사시험 캡슐 조사장치 설계

     - 고온시험용 모캅캡슐(14M-08K) 및 고온용 FM 설계/평가/제작

     - 고온용 브레이징 기술 보완 및 유도가열 브레이징 기술 개발  

     - 고온 조사장치 설계 및 핵적특성/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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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온(<1000 ) 계장기술 개발 및 조사캡슐 설계 

     - 고온시험용 캡슐(13M-01K) 조사온도 평가

     - 13M-01K 캡슐 이용 고온조사시험 수행, 고온설계 및 계장기기의 적합성 확

인 (온도 830∼930 )

3. 고속 및 열중성자 조사량 정밀평가 기술 개발

  가. 고속중성자 조사량 평가 정밀도 개선

     - Fluence Monitor (F/M) 설계/제작/측정 및 조사량 평가

     - 조사시험을 위한 다양한 운전변수 조건에서의 고속중성자속 해석

     - F/M 이용 고속중성자 조사량 측정기술 신뢰도 개선방안 제시

  나. 고속중성자 조사량 평가기술 검증 및 열중성자 조사량 평가 기술 개발

     - 고속 및 열중성자 조사량 정밀 평가를 위한 해석 방법 개발

     - 조사공별 고속중성자속 특성 및 정밀도 평가

4. 장주기 조사기술 개발

  가. 장주기 조사 요소기술 개발

     - 하나로에서의 장주기 조사시험을 위한 조사기술 안전성 검토

     - 장주기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 및 관련장치 기술 개선 및 구조 건전성 평가

     - 장주기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 하단부 조사건전성 평가

  나. 장주기 조사기술 개발용 장치 설계/제작

     - 장주기 캡슐 제어장치 및 관련장치(안내관, Junction Box, 연결부) 하나로 

설치/성능 평가

     - 11M-21K 장주기 캡슐 설계/제작 및 하나로 최초 8주기 조사시험 신청

     - 11M-21K 캡슐을 이용 하나로 최초 8주기 조사시험 수행 완료(203일, 최대 

조사량 1.99x1021n/cm2 (E>1 MeV), 3dpa) (연구로 핵심재 수명말기까지 

조사특성 database 확보)  

     - IMEF 핫셀 조사후 건전성 검사를 통해 장주기 기술 건전성 최종 확인

5.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핵심 계장기기 기술 개발

  가. LVDT 개발 및 핵연료 계장 및 캡슐설계

     - 변위/압력 측정용 고온 조사시험용 LVDT 개발 및 특허출원 

     - LVDT/연료봉 조사장치 설계 및 레이저브레이징 이종용접 기술개발

  나. LVDT 장착 계장 핵연료봉 및 캡슐설계

     - LVDT 장착 계장 모의 핵연료봉 설계 및 제작

     - 3개의 LVDT 장착 계장 캡슐 설계 및 제작

  다. 핵연료 특성평가(온도, 압력, 길이) 기술 분석

     - 하나로에서 조사시험 핵연료의 조사특성 분석 (초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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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용 판형, DUPIC, 이중피복 UO2 핵연료)  

     - 적용 가능한 핵연료 조사특성 측정 기술분석(출력, 연소도, 온도, 유동)

     - 핵연료 특성 측정을 위한 열/고속중성자 계장 센서의 기술현황 분석  

  

6.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 기반기술 연구

  가.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 기반기술 검토

     - 첨단소재 조사특성 평가를 위한 하나로 이용현황/시설/장비 관련 기반기술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첨단소재의 온도-저항 물성측정 시스템 구축 및 방사화 시편 전용 물성측정 

실험실 확보

  나.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 기반기술 연구

     - 첨단 소재(초전도체(MgB2), 반도체(Si, Ge, SiC), 다강체(BiFeO), 중성자 조

사특성 분석/평가

     - 첨단 소재 조사특성 분석/평가를 통한 중성자조사-재료설계 기초 자료 확보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기술을 포함하여 하나로 캡슐 조사시험 기술은 

2015년 현재 17개 이상의 국가 주요 원자력기술개발 과제들에서 필요한 조사시험 

수행을 협의하고 있는 등 아래와 같이 상용로, 연구로, 미래원자로 등 ‘국가 주요 

원자력기술개발’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 상용로 기술개선 (원자로 압력용기용 저합금강 개발 (KAERI))

   - 상용 핵연로 기술개선 (사고저항성 강화 핵연료 피복관 (KAERI), 하이브리드 

핵연료 (KAERI), 경수로 핵연료 피복관 재료 database (대학 연합), 

Tb-based 핵연료 (KAERI))

   - 미래형원자로 (VHTR) 기술개발 (노내 구조재료 개발 (KAERI), 수지 계통 

재료 평가 (KAERI), SiC 복합체 평가 (KAERI)) 

   - 미래형원자로 (SFR) 기술개발 (U-Zr-X 핵연료 개발 (KAERI), ODS 구조재 

개발 (KAERI))

   - 핵융합로 기술개발 (ARAA 재료 및 용접부 조사평가 (KAERI))

   - 연구로 기술개발 (U-Mo 신형 핵연료 개발 (KAERI))

   - 계장기기 기술개발 (상용로용 장수명 SPND 국산화 개발 (한수원 중앙연구소))

   - 동위원소 기술개발 (Fission Mo 기술 개발 (KAERI))

   - 첨단 소재 조사특성 기초연구 (반도체(Si, Ge, SiC), 초전도체, 다강체 조사시

험 (KAERI))

   - 기타 기술개발 (상용로용 몰타르 조사특성 평가 (연세대,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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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학중심의 공동이용활성화 사업 및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하여 원자력기반

연구를 지원하고, 중성자를 이용한 초전도체/반도체 등 새로운 전자기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활성화 및 궁극적으로 첨단소재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산·학·연 원자력 연구개발사업과 적

극 연계하여 하나로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아시아 연구중심시설로 발전하는데 필

요한 인력과 연구비의 지속적 지원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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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 Improvement of Irradiation Technology Using Capsule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the capsule irradiation technology of 

fuels and materials for commercial nuclear reactor and develop of the irradiation and 

evaluation technology of advanced fuels and materials for future nuclear reactors in 

HANARO, which is unique in Korea. To achieve this purpose, an irradiation 

technology at low and high temperatures, an evaluation technology for fast and 

thermal neutron fluences, and a long term irradiation technology for high neutron 

fluence were developed and an instrumentation and evaluation technology for 

characterizing of nuclear fuel and material performance was established in HANARO. 

In addition, an neutron irradiation and evaluation technology of high-tech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original technology of high-tech materials using neutron 

irradiation was developed for more active utilization of HANARO. 

2. Importance of the Project

   HANARO has been operated as a platform for nuclear researches in Korea, 

and irradiation facilities have been mainly utilized for various nuclear material 

irradiation tests requested by users. Most irradiation tests have been related to 

the national nuclear R&Ds relevant to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Recently, based on the exporting of the research reactor 

and commercial power plants to Jordan and UAE, the Korean government 

desires to develop the nuclear technology as a new growth engine and wishes 

to develop next generation nuclear energy systems including SFR(sodium fast 

reactor), VHTR(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and Fusion nuclear systems to 

meet the world' s future energy need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echnologies utilizing capsule continuously based on the present irradiation 

technologies to support the irradiation technologies needed in the development of the 

next-generation nuclear systems having unique operating environment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precise ageing management and safety 

evaluation of the operating nuclear power reactors, especially of old life-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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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s, has become one of most crucial issues in the nuclear industry. In addition, 

a new research reactor in Gijang is under construction, and is due to start up in 

2017. The new research reactor will specialize in radioisotope and NTD production 

and demonstrations of reactor designs. Therefore, HANARO will specialize more on 

irradiation research of materials. The increasing study of irradiation influence on the 

materials is generally known to allow unique information about the electron states, 

electro-magnetic interaction, etc. Therefore, the foundation for the research of 

materials using neutron irradiation has a great possibility in the field of original 

information of electro-magnetic materials, promising a creation of futur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ield of advanced material researches by neutron 

irradiation in HANARO. 

   As a national R&D project, the improvement of irradiation technology by 

using capsule is being performed by KAERI. In the period of Phase I(June 1, 

2013 to May 31, 2015), an irradiation technology at low(< 100 ) temperature for 

research reactor and an irradiation technology at high(< 1,000 ) temperature and a 

long term irradiation technology for high neutron fluence for future reactor systems 

were developed. An evaluation technology for fast and thermal neutron fluences and 

an instrumentation and evaluation technology for precise characterization of nuclear 

fuel and material performance was established in HANARO. In addition, basic 

neutron irradiation technology of high-tech materials has developed to ascertain a 

utilization of neutron irradiation technology in high-tech material industries. In the 

period of Phase II(June 1, 2015 to May 31, 2018), the irradiation technologies for 

high-temperature materials and future nuclear reactor system will be accomplished, 

and the localization of some irradiation instrumentation technologies will be 

performed for utilizing at future nuclear system. In addition,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using neutron irradiation will be established to 

ascertain the utilization in the high-tech industry. Through these researches, the 

security plan of the national nuclear energy such as the research for the continuous 

operation of the commercial reactors and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nuclear 

system will be supported certainly.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irradiation technology at low and high temperatures

1) Design and fabrication of irradiation capsule at low temperature (< 100 )

2) Irradiation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of irradiation capsule at low 

temperature (< 100 ) in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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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sign of irradiation technology at high temperature (< 1,000 )

4) Development of instrumentation technology and design of irradiation 

capsule at high temperature (< 1,000 )

2.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ology for fast and thermal neutron 

fluences and development of long term irradiation technology for high 

neutron fluence

1) Improvement of evaluation technology for fast neutron fluence 

2) Verification of evaluation technology for fast neutron fluence and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ology for thermal neutron fluence 

3) Development of key technology for long term irradiation

4) Design and fabrication of irradiation capsule for long term irradiation 

3. Establishment of instrumentation and evaluation technologies for 

characterizing of nuclear fuel and material performance 

1) Localization of LVDT for the measurement of neutron irradiation 

characteristics

2) Design of nuclear fuel capsule with LVDT and irradiation in HANARO

3) Analysis of evaluation technology of nuclear fuel performance (temperature, 

pressure, length, power output, burn-up) 

4. Development of basic neutron irradiation technology of high-tech 

materials  

1) Research on basic technology for evaluation of properties of 

neutron-irradiated high-tech materials

2) Research on irradiation technology of high-tech materials

Ⅳ.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irradiation technology at low temperature

  A. Design and fabrication of irradiation capsule at low temperature (< 100 )  

     - Design and fabrication of out-pile capsule (11M-19K)

     - Test and analysis of the out-pile integrity and performance of the 

capsule

     - Inspection of the safety of the low temperature irradiation 

capsule(11M-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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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Verification of the low temperature capsule in HANARO

     - Irradiation test of the 11M-20K capsule in HANARO

     - Measurement of the irradiation temperatures of the specimens during 

irradiation (maximum 56 )

     - Verification of the integrity of the irradiated low-temperature irradiation 

capsule

2. Development of irradiation technology at high temperature 

  A. Design of high-temperature (<1000 ) irradiation capsule 

     -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 mock-up capsule (14M-08K) for high 

temperature

     - Improvement of the brazing technology for high temperature capsule

     - Design and evaluation of nuclear characteristics and safety of the capsule

  B. Design of instrumented irradiation capsule for high temperature (<1000 ) 

     - Evaluation of the irradiation temperatures of the capsule (13M-01K)

     - Irradiation test of the 13M-01K capsule (temperatures 830∼930 ) and 

verification of the safety of the capsule 

3. Development of precise evaluation technology for fast and thermal 

neutron fluences

  A. Improvement of evaluation technology for fast neutron fluence

     - Design/fabrication/evaluation of Fluence Monitor (F/M)

     - Analysis of the fast neutron fluence of the F/M considering various 

reactor operation variables

     - Suggestion for a more precise evaluation for fast neutron fluence

  B. Verification of the improved evaluation technology of fast neutron and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ology for thermal neutron fluence

     - Development of an improved analysis method for fast and thermal 

neutron fluences

     - Evaluation of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 HANARO test holes

4. Development of long term irradiation technology for high neutron 

fluence

  A.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for long term irradiation test

     - Safety evaluation of long term irradiation test in HANARO

     - Improvement of capsule and related system for long term irradiation test 

and evaluation of structural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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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aluation of integrity of capsule rod tip

  B. Design and fabrication of long term irradiation capsule and related system

     -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capsule related system 

(Guide Tube, Junction Box, Connection Parts) for long term irradiation 

test

     -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 irradiation capsule (11M-21K) and 

irradiation test for eight cycles in HANARO

     - Irradiation test of the 11M-21K capsule in HANARO for eight cycles 

(203 days, maximum fluence 1.99x1021n/cm2 (E>1 MeV), 3dpa) 

     - Final evaluation of the integrity of the long term irradiation technology 

including IMEF hot cell examination

5. Establishment of instrumentation technology for characterizing of 

nuclear fuel and material' s irradiation performance 

  A. Development of LVDT and design of irradiation capsule 

     - Development of displacement/pressure LVDT for high temperature 

     - Design of LVDT/fuel rod and development of laser brazing technology

  B. Design of irradiation capsule with LVDT

     - Design and fabrication of mock-up capsule with LVDT

     - Design and fabrication of irradiation capsule with 3 LVDTs

  C. Analysis of evaluation technology of nuclear fuel performance

     - Anaysis of irradiation data obtained in HANARO (VHTR TRISO fuel, 

Plate-type fuel for research reactor, DUPIC fuel, double layered UO2 

fuel)  

     - Analysis on the measuring technology of irradiation characteristics 

(temperature, pressure, length, power output, burn-up)

     - Investigation on status of sensors for thermal/fast neutrons

6. Development of basic neutron irradiation technology of high-tech 

materials  

  A. Research on basic technology for evaluation of properties of 

neutron-irradiated high-tech materials

     - Investigation of user/facility/apparatus of HANARO for researches on the 

irradiation effects of high-tech materials 

     - Set-up of a dedicated laboratory and property measuring apparatus for 

irradiated materials

  B. Preliminary research on irradiation characteristics of high-tech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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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rvey on the characteristics of neutron irradiated high-tech materials 

(Superconductor(MgB2), Multiferroic(BiFeO), Semiconductor(Si, Ge, SiC)) 

     - Preliminary neutron irradiation tests of high-tech materials 

(Superconductor(MgB2), Multiferroic(BiFeO), Semiconductor(Si, Ge, SiC))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of improvement of irradiation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irradiation technology for commercial reactors, research reactors, and future 

nuclear reactors are expected to be applied as follows. 

   - Irradiation tests of reactor pressure vessel materials for development of 

low-alloy RPV steel (KAERI)

   - Irradiation tests of commercial nuclear fuels (Accident-resistant nuclear 

fuel cladding (KAERI), Hybrid nuclear fuel (KAERI), fuel cladding 

database (universities), Tb-based nuclear fuel (KAERI))

   - Irradiation tests of VHTR materials (Structural materials (KAERI), 

Chemicals (KAERI), SiC composites (KAERI)) 

   - Irradiation tests of SFR materials (U-Zr-X fuels (KAERI), ODS steels 

(KAERI))

   - Irradiation tests of Fusion materials (ARAA steels and welded parts 

(KAERI))

   - Irradiation tests of research reactor materials (U-Mo plate-type nuclear 

fuels (KAERI))

   - Irradiation tests of nuclear instruments (Long-life SPND (KHNP))

   - Irradiation tests of radioisotopes (Fission Mo (KAERI))

   - Irradiation tests of high-tech materials (semiconductors(Si, Ge, SiC), 

superconductors, multiferroics (KAERI, universities))

   - Others (Mortar for NPP (university, KAERI)) 

   These irradiation tests are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afety and performance of commercial nuclear reactors and to the development 

of future nuclear systems by developing advanced fuels and materials, and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future planning industry by acquiring the original 

technology of high-tech materials using neutron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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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압중수로 4기 및 가압경수로 20기가 가동 중에 있어 전체 

전력 설비 용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에 달하고 있다. 최근 우

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전 4기 건설을 수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 시장에서 주요 원자력 발전기술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이러한 국제적인 원자력 기술발전은 1978년 원자력 발전 시작이후 단한건도 

주요 원전사고를 기록하지 않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탁월한 안전성 유지가 그 기반

임이 분명하다. 한편 연구로 분야에서도 요르단 JRTR 연구로 수출 및 네덜란드 

OYSTER 연구로 리모델링 사업 수주 등 주요 연구로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한편 정부 주도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미래원자력 시

스템으로 원자력수소생산로(VHTR), 소듐냉각고속로(SFR), 핵융합로(Fusion 

reactor)를 선정하여 관련 연구개발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가동중 원자로(특히 노후 원전)에 대한 안

전성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원전 구조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 조사시험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리1호기가 계속운전에 들어감에 따라 상용 원전

에 대한 안전성 정밀평가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고도화된 하나로 중성자 조사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 중점 미래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연구로 수출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수출형 연구로(요르단, 기장연구로) 설계/인허가에 필수적인 

핵심 재료/핵연료의 조사취화 설계자료를 적기에 생산/제공하는 것이 수출 산업으

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상용로 운전 조건과 다른 저온에서의 조

사기술 및 조사량 평가의 정밀도 향상이 연구로 기술개발에 핵심적인 첨단 노심재

료의 조사특성 설계자료 database 확보에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한편 미래원자력

시스템의 경우에서도 후보 재료로 검토되고 있는 첨단 재료/핵연료에 대한 극한환

경에서의 조사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온 조사기술, 장주기/재조사 조

사기술 및 특수 계장기술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전문 연구로인 하나로에서 현재 활용 가능한 핵심 조사시험 시설인 

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은 다양한 운전조건을 구현할 수 있으며 조사시험 변수를 

조절할 수 있고 중성자속이 높아 시험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

다. 그동안의 상용로 환경 중심의 조사시험 요구에서 벗어나 최근 하나로 조사시험 

이용자들의 보다 다양한 조사시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캡슐 활용 중성자 

조사기술 고도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기장연구로의 가동에 따

른 하나로의 역할재조정과 외부 이용자들의 수요 급증에 따라 중성자를 이용한 첨

단소재 중성자 조사특성 연구 기반을 마련하여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

반기술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로에서는 중성자 

조사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통해[1.1]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이 시급한 기술 

분야를 도출하여 중장기 조사기술 개발 과제를 착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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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1단계(2013년 6월 1일～2015년 5월 31일) 연구를 통하여 표준 조사캡

슐 설계를 기반으로 저온(<100 ) 조사시험 노외검증용 캡슐(11M-19K)을 설계/제

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핵적/열적/구조적 건전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였으며, 하나로 

최초로 저온 조사시험을 성공리에 수행하였다. 개발된 저온 조사캡슐 기술은 국가 

주요 원자력사업인 수출용연구로사업에 시급한 핵심 노심재료 조사특성 database 

생산에 활용되었다. 또한 고온(<1,000 ) 시험용 이중열매체 캡슐 및 계장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였으며, 하나로에서 고온조사시험을 수행하여 고온장치의 

조사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작된 고온 조사시험용 캡슐(13M-01K)을 이용한 

하나로 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 시편의 조사온도는 830∼930 에 도달하였

다. 조사특성 평가기술 향상을 위하여 하나로 주요 조사공(CT, OR5)에 대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중성자속을 해석하여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하여 해석치와의 신뢰도

를 평가하였다. 그동안 하나로에서 4주기(약 100일) 이내로 제한되던 조사캡슐 시험

을 캡슐 본체 및 관련 시스템의 설계개선을 통하여 최대 8주기(약 200일) 까지의 

장주기 조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해당 기술의 조사 건전성을 검증하였

다. 장주기 조사캡슐 기술은 수출용연구로 노심재료의 수명말기까지의 조사 특성 

database 생산에 활용되었다. 하나로 조사시험에 적합한 변위/압력 측정용 고온 조

사시험용 LVDT를 개발하여 국내 기술특허를 출원하였으며, LVDT/연료봉 및 계장 

핵연료봉이 장착된 조사시험 리그를 설계/제작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하나로에서의 핵연료 조사시험 데이터(출력/연소도)에 대해 재평가하였으며 미래원

자력 조사시험을 위한 계장기술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중성자조사-재료설계연구

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첨단소재 중성자 조사특성 평가를 위한 

조사재 전용 특성분석 실험실을 확보하였으며, 온도-저항 측정 시스템, 4 point 

probe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또한 Si 반도체, 초전도체(MgB2), 다강체(Bi-Fe-O) 

등에 대한 중성자 조사 실험을 수행하여 중성자조사-재료물성 기초자료를 확보함으

로써 첨단 신소재 재료설계 및 기초과학 연구에 중성자 조사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단계(2015년 6월 1일～2018년 5월 31일) 연구에서는 앞선 1단계 연구

에서 기술개발된 조사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1,000 까지의 고온조건 시험 기술을 

개발완료하고, 15주기 이상의 장주기 조사기술을 개발하여 미래원자력 재료/핵연료 

조사시험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로에서의 조사특성 측정 및 평가기술의 고

도화 차원에서 열/고속 중성자 측정용 계장센서 개발을 완료하고, 고속/열중성자 조

사량 정밀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조사온도 정밀평가 기술을 개선하며 핵연료 특성 

평가기술을 분석하여 핵심 계장 및 측정 변수의 정밀도 및 신뢰도 향상 방안을 마

련하고자 한다. 한편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조사특성 연구의 일환으로 방사화된 첨

단소재에 대한 조사특성 평가용 전용실험실 장비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중성자 

조사 전/후 반도체/전자 재료 등의 전자기 물성을 측정/평가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과제의 1단계(2013년 6월 1일～2015년 5월 31일)에 수행한 

내용을 정리한 기술보고서, 논문, 각종 학술대회에 발표한 내역을 토대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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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그 주요 내용별 분류는 저온 및 고온조건 조사기술 개발, 

고속 및 열중성자 조사량 정밀평가, 장주기 조사기술 개발,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핵심 계장기기 기술 개발,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 기반기술 

연구 등으로 분류되고, 이에 관련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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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의 조사기술 현황

1. 국내의 조사기술 요구 및 활용 현황

   국내 유일한 하나로를 이용하는 중성자 조사기술 연구는 중성자 조사기술을 이

용하는 이용자들의 기술수요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연구로서 그동안 상용로의 안전

성 및 미래원자력 기술개발 등 국가 원자력 기술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2.1.1]. 향후에도 상용로, 수출형연구로, 미래원자로 개발에 필수적인 종합 재료

/핵연료 조사장치 및 기술을 확보하여 핵심 재료/핵연료의 조사특성 평가에 활용하

여야 한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및 인력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상세한 수요

조사(조사요건 및 이용시기)를 통하여 연구 우선 수행 범위 및 대상을 결정함으로

써 연구의 선택과 집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상용로 분야의 경우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가동중 원자로(특히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원전 구조재의 조사특성 파악을 

위한 정밀 조사시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러시아 등은 

꾸준히 원전 건설 및 운영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2.1.2]. 또한 국내에서도 고리1호기

가 지난 2008년부터 설계수명을 지나 계속운전에 들어감에 따라 상용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정밀평가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고도화된 하나로 중성자 조사기술은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한편 현재 국내 개발중인 PWR 핵연료 및 재료 기술

개발 분야에서도 조사기술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2.1.3-2.1.4].  

   최근 요르단 JRTR 연구로 및 네덜란드 OYSTER 연구로 수출 계약을 포함하여 

국가 중점 미래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연구로 수출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수출형 

연구로의 설계/인허가에 필수적인 핵심 재료/핵연료의 조사취화 설계자료를 적기에 

생산/제공하는 것은 수출 산업으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상용로와 

다른 가동 환경인 저온 조사기술 및 조사량 평가 정밀도 향상이 연구로 기술개발에 

핵심적인 첨단 노심재료의 조사특성 설계자료 database 확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

고 있다.

   미래 국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근 정부 주도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미래원자력 시스템으로 원자력수소생산로(VHTR), 소듐냉각

고속로(SFR), 핵융합로(Fusion reactor)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하나로를 이용하

여 미래원자력 첨단 재료/핵연료에 대한 미래원자로 가동 환경에서의 조사시험이 

요구되고 있으며[2.1.5-2.1.6] 이를 위해 고온 조사기술, 장주기/재조사 조사기술 및 

특수 계장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핵연료와 재료의 조사특성 측정용 핵심 계장/평가 기술개발은 미래원자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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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할 기술이다. 현재 전량 수입하

여 사용하고 있는 핵심 계장품인 중성자 환경용 LVDT/SPND 기술자립은 조사시

험의 비용절감은 물론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는데 반드시 필요하

고, 향후 관련기술의 산업계 이전을 통한 상용원전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매우 

높다. 

   2017년 동위원소 전용의 기장연구로 완공에 따라 하나로의 역할 재정립 차원에

서 중성자 조사를 통한 첨단 소재 물성향상 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 연구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 시설 및 기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하나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중성자 조사를 통한 첨단소재(초전도체, 반도체, 다강

체, 전자기소재 등) 연구는 미국, 러시아, 이태리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장기간 

연구해온 분야로, 최근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하나로에서는 현재 캡슐(capsule) 또는 래빗(rabbit) 등의 조사시설을 활용하여 

원자력 재료 및 핵연료 조사시험과 기초관련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위

원소 생산 및 연구를 위한 RI rig, 방사화분석을 위한 PTS, Si 반도체의 

NTD(Neutron Transmutation Doping)을 위한 장치 등을 이용하여 조사시험을 수

행할 수도 있다. 최근 하나로에는 상용로, 연구로, 미래형원자로 연구분야의 조사시

험 이용자들로부터 요청되는 보다 다양한 조사시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핵연료/재료 조사장치 및 조사기술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하나

로 조사시험의 신뢰도 향상 차원에서 조사 중 핵연료/재료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정밀 계장 및 평가기술 향상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1995년 2월 원자로 가동과 함께 하나로에서는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으로 재

료/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원전 재료/핵연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표 2.1.1 및 그림 2.1.1에는 최근 하나로 조사시

험이 요구된 원자력 기술개발 관련 중장기 조사시험 수요조사 현황으로 노심 조사

공의 경우 (CT) 설비 용량을 크게 넘어서고 있어 선별적인 조사시험이 수행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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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조건 조사
공

조사량(시간)
(1년 8주기 가정) 조사시기 이용자

1
핵융합로 재료(ARAA)
(Fe-9Cr계 철강재) 300~350℃ CT 8주기 2015년 KAERI (이창규/천영범) 

2
핵융합로 재료
ARAA 용접부 320℃ CT

8주기 이상
(15주기) 2016년 KAERI (이창규/천영범) 

3
사고 저항성 강화 핵연료 피복관 재
료(Zr) 300℃ CT 4~6주기 2015년 KAERI (김대호) 

4 경수로 핵연료 피복관 재료 350~400℃ CT 2~4주기 2015년 대학 (동국대, 김규태)

5
초고온가스로(VHTR) 노내 구조재료
(Alloy 계열 재료) 900~1,000℃ CT 8~24주기 2017년 KAERI (김우곤)

6 장수명 SPND 300℃ OR 8~24주기 2015년 한수원
7 U-Mo 핵연료 OR 8주기 2015년 KAERI(박종만/임정식)
8 Epoxy, SiC 수지 계통 재료 ~200℃ OR 8주기 2017년 KAERI(김봉구)
9 Fission Mo OR 1주기 2015년 KAERI(이준식)
10 Th-based 핵연료 OR 8~24주기 2018년 KAERI(김대호)
11 SiC composite 900~1,600℃ OR 8주기 2018년 KAERI(김봉구)
12 SFR 구조재 (ODS) 300∼500℃ CT 8주기 이상 2017년 KAERI (이창규/천영범) 
13 원자로 압력용기용 저합금강 300℃ OR 2주기 2015년 KAERI (이봉상)

표 2.1.1 하나로 중장기 조사시험 수요조사 현황  

Plan for Irradiation Tests at HANARO

Hole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CT

IR2 RI Production

IR1 FTL

OR
(3-5)

OR6 RI Production

IP
HTS Irradiation of Electro-Magnetic Materials (Rabbits)

Zirlo Alloy ARAA (Fusion)

Improved Zr Cladding (PWR)

Fuel Cladding (PWR)

Structural Alloy (VHTR) at 900-1000℃

ARAA HAZ (Fusion)

Structural Alloy (ODS, SFR) 

Fission Mo

Mortar(PWR)

Long-lived SPND(PWR-KHNP)

U-Mo Plate Fuel (2,3rd)

Upgrade of PWR Fuel (2nd)

Epoxy, SIC

Th-based Nuclear Fuel

SIC Composite at 900-1,600℃

RPV (PWR)

그림 2.1.1 하나로 중장기 조사시험 일정  



- 7 -

2. 국내 조사기술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1995년 하나로 가동과 함께 조사시험과 관련하여 원자

력중장기연구기획사업으로 재료조사시험용 캡슐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1997년부터 

원전 재료의 조사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핵연료 조사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을 개발하였다. 2000년부터 조사 중 재료의 크립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크립캡슐을 개발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재조사 및 

재계장을 위한 요소기술을, 2007년부터 OR/IP 조사공 이용 조사시험기술을, 2010년

부터 고온 조사시험기술 및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조사시험 요소기술을 

개발하였다. 2013년부터는 하나로 주요 조사시험 시설인 캡슐을 중심으로 한 상용

로/연구로/미래형원자로 연구개발 분야를 종합 지원하기 위한 캡슐 활용 중성자 조

사기술 고도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들은 상용로 안전성 연구 및 원자로 계속운전, 원전 경제

성 향상을 위한 원자로 재료 및 핵연료 집합체 개발, 원자로 구조재인 압력용기강,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DUPIC), 신형핵연료, 금속핵연료, 연구로 재료, 

미래원자력시스템용 첨단 재료/핵연료 연구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에 활용되고 있

다. 또한 두산중공업의 압력용기, S/G재료의 설계 검증자료 확보 조사시험, 한전원

자력연료(주)(KNF)의 국산 핵연료의 설계 검증 관련 조사시험, 고리1호기를 포함한 

국내 경수로 계속운전 관련 조사시험, 제4세대 국제공동연구 I-NERI Project, 원자

력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형원자로(SMART) 기술개발 사업, 수출용 연구

로 설계 및 판상 핵연료 개발 사업 등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림 2.2.1은 그

동안 하나로 조사시험을 통해 주요 국가 원자력 기술개발에 기여한 사항을 보여주

고 있다.   

   국내 유일의 연구로인 하나로에서는 그동안 상용로 환경 기반의 중성자 조사시

험 기술 및 시설을 확보하여 상용로 성능 및 안전성 연구 및 중소형연구로

(SMART)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료/핵연료 조사취화 특성 시험을 주로 수행하여 왔

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국내 가동원전 및 노후원전의 

계속운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동 원전의 구조재료에 대한 정밀한 

조사취화 특성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UAE 상용로 수출 및 요르단 연구로 수출과 시작으로 하여 원

자력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연구로 핵심 재료/핵연료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에 대한 충분한 database 

확보를 통한 설계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수출형연구로 

분야에서는 설계 안전성 및 경제성 개선 차원에서 핵심 노심재인 Graphite, Be, Zr 

합금 등에 대한 조사취화 특성 자료 생산을 위한 하나로 조사시험을 요구하고 있

다. 

   미래 원자력시스템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에 필요한 조사시험 기술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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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선적으로 SFR 가동조건은 기존의 PWR 원자로 가동조건보다 높은 온도

(550 )와 높은 중성자 조사량(∼200dpa)을 받는 특수한 화학환경(Na, NaK 분위기) 

하에서 가동되므로 이를 모사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장치 및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

다. 현재 국내 관련연구 분야에서 검토하고 있는 조사시험 재료로는 FMS 강

(ferritic-martensitic steel), ODS(oxide dispersed steel), Ni 고온재, STS 316 등이 

있으며, 핵연료로 U-Zr 등 금속연료에 대한 조사시험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조

사 환경으로 Na 및 LBE(lead bismuth eutectic) 특수 환경에서의 기초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미래 원자력시스템인 원자력수소생산로(VHTR)용 피복입자 핵연료 개발

에 필요한 노내성능 자료생산을 위해 피복입자 핵연료 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약 

1,000∼1,500 에서(He 분위기)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조사장치를 개발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1,000 이상에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

험에 대한 외국의 기술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원자력수소생산로의 RPV 재

료로 사용될 9Cr-1Mo(-1W) 강에 대한 조사시험이 미국의 제4세대 원자로 개발 계

획인 I-NERI project와 연계하여 수행된 바 있다. 또한 관련 노심부 재료인 

graphite 및 Alloy 617, 그리고 TRISO 피복입자 핵연료 등에 대한 조사시험이 요

구되고 있다. 핵융합로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력하여 국제공동연

구인 ITER Project에 참여하기 위한 핵융합 구조재료, 반사체/증식재 (Be/Graphite, 

Li-ceramic 등 첨단 재료에 대한 조사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의 경우 상용로 가동 조건(약 300  water)에서의 조사기술을 확

보하고 있으나, 가동조건이 다른 연구로(100  이하 저온) 및 미래형원자로(1000  

고온, 특수환경) 조사시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며 저온 및 고온의 조사기술 및 특

수 환경에서의 미래원전용 조사기술 개발이 요구되었다.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 정

밀도는 조사온도의 경우 ±10 , 고속중성자 조사량 평가의 경우 ±20%의 오차를 가

지고 있다. 또한 중성자 조사 flux 범위는 6x1012∼1.4x1014 n/cm2 (E>1 MeV)이고, 

최대 4주기까지의 조사기술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상용원전의 안전성 문제 및 노후 원전

의 계속운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어 원자로 안전성 연구가 크게 증가

할 전망으로 이와 관련하여 중성자 조사기술의 고도화(고정밀, 저선량, 장주기 등)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핵연료/재료 조사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정밀 계측기기는 특수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내방사선용이라야 하며, 현재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에 필요한 주요 계장품

(열전대, micro-heater,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SPND(Self-Powered Neutron Detector) 등)은 전량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와 같은 계장품들의 구입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일부 품목의 경우 ‘국

가간 핵물질 이동통제 규제품목’ 으로 지정되어 있어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고가의 핵심 계장품으로 산·학·연 조사시험에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LVDT 및 SPND 기술 개발 및 관련기술의 산업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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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LVDT는 조사시험중 핵연료봉 내부의 fission gas 압력 

및 핵연료 길이변화 측정에 사용되며, SPND는 열중성자속 측정에 사용된다. 조사

시험 중 핵연료의 성능평가를 위한 측정항목으로 온도, 압력, 중성자 등의 측정을 

위한 계장기술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개발된 계장센서는 하나로 조사시험을 통

해서 검증되어야한다. 하나로 조사시험과 NTD 생산 등에 계장품으로 사용되는 

SPND는 로듐이나 바나듐 재료가 사용되는 에미터가 열 중성자(Thermal Neutron)

를 받아 발생되는 nA 전류를 측정하는 열중성자 센서이다. 한편 2017년 완공예정

인 기장 연구로와 건설 예정인 소듐냉각 고속로에서는 열 중성자 뿐 만 아니라 고

속 중성자(Fast Neutron) 측정도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기존에 고속 중성

자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Fission Chamber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격이 매우 고

가이고, 235U 혹은 242Pu 물질사용으로 인한 제한성과 함께 검출기 자체 크기도 커

서 하나로 조사시험에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많다. 한편 최근의 연구개발 동향에 의

할 경우 열중성자와 고속중성자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센서로 SiC(Silicon Carbide)

와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Diamond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iC는 국내외적으로 넓은 밴드 갭 에너지와 낮는 불순물 농도 특성 때문에 

적용 가능한 소자로 평가되어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고온 고압 및 고방사

선과 같은 원자로의 극한 환경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다

른 반도체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고 에너지 밴

드 갭, 높은 캐리어 이동도, 짧은 캐리어 수명, 가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 및 높은 

열전도도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이아몬드 검출기는 방사능에 대

한 손상이 실리콘 검출기에 비해서 100배 이상 작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SPND의 

최대 단점은 에미터가 중성자를 받음에 따라 다른 물질로 변환되어 SPND의 통상 

수명 연한은 3-4년 정도이고 이후에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도 교정

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CVD 다이아몬드 중성자 검출기는 SPND 검출기의 

단점을 개선하고 당초 계획한 열중성자 측정 검출기 개발 목적에도 부합한다. 더불

어 열중성자와 고속중성자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CVD 다이아몬드 중성자 검출

기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고속 중성자 검출기가 반드시 사용되는 미래 원전과 기장 

연구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계장센서의 개발이 보다 효과적이다.

   핵연료 조사 측정자료 분석기술의 경우, 노르웨이 할덴연구소에 비해 국내 계장 

조사시험 및 조사특성 분석 경험이 많지 않아 조사시험 중 계장센서로부터 측정 자

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기술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하나로에서는 조사시편의 

고속중성자 조사량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은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

도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다 면밀한 분석 기술을 확립

하여 조사시험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열중성자 조사량 평가기술은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하나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NTD 반도체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중성

자 조사를 이용한 첨단소재(초전도체, 다강체, 전자기 재료)에 대한 물성변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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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일부 수행되어 왔으나[2.1.6-2.1.17], 기본적으로 중성자 조사로 인해 방사

능을 가지는 시편들에 대한 전용 물성평가 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관

련 연구 진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 하나로의 새로운 역할 재정립 차원에

서 중성자 조사를 통한 첨단 소재 원천기술 개발 분야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본 연구를 통한 관련 시설 및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중성자 조사를 통한 첨단 전자기 소재들에 대한 물성변화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 원자력 분야에 대한 활용 기술로서 중성자 조사 기술을 첨단 소재 산업에 응용

하고자 하는 연구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향후 반도체 재료를 포함하여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첨단 소재들을 선택하여 중성자 조사를 통한 성능 향상과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2017년 가동 예정인 기장

연구로의 경우 NTD 시설의 용량이 대폭 증가하며, 또한 열중성자와 gamma 

heating을 차폐하여 고속중성자만을 조사시킬 수 있는 FNI(Fast Neutron 

Irradiation Facility)와 같은 최첨단의 조사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향후 국외의 많

은 연구 그룹과 차별화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며 관련 분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

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중 원자력원천기술 세부사업의 단위과

제인 캡슐 활용 중성자 조사기술 고도화 과제에서는 1단계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얻었으며, 향후 2단계 연구를 통하여 하나로에 확보될 조사기술

의 기술적 사양은 표 2.1.2와 같다.   

∙  저온 조건 조사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표준 조사캡슐 설계를 기반으로 저온 조

사시험 노외검증용 캡슐을 설계/제작하였으며(하단부 재질변경, 용접방법 개

선), 하나로에서 저온(<100 )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을 설계하여 핵적/열적/구

조적 건전성을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조사시험용 조사캡슐을 설계

/제작하여 하나로 최초로 저온 조사시험을 성공리에 수행하였음 (이 때 시편의 

조사 온도는 36-56 로 설계온도 조건을 만족하였음). 개발된 저온 조사캡슐 

기술은 국가 주요 원자력사업인 수출용연구로사업(요르단 및 기장연구로)에 시

급한 핵심 노심재료(Be, Graphite, Zr 합금) 조사특성 database 생산에 활용되

었으며, 향후 연구로 핵연료 국산화 사업 및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연구 등에

도 유용하게 이용될 예정임

∙  고온조건 조사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고온(<1,000 ) 시험용 이중열매체 캡슐 

및 계장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였으며, 하나로에서 고온조사시험을 

수행하여 고온 캡슐의 조사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음. 또한 고온 조사시험용 

캡슐(13M-01K)을 설계/제작하여 하나로에서 고온 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편 조사온도 830∼930  도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음. 해당기술은 향후 미

래원자력시스템 재료/핵연료 연구개발에 필수적으로 이용될 조사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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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주기 조사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기존 하나로에서 4주기(약 100일) 이내로 제

한되던 조사캡슐 시험을 캡슐 본체 및 관련 시스템 설계개선을 통하여 최대 8

주기(약 200일) 까지의 조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조사후 분석을 

통해 장주기조사기술의 건전성을 확인하였음. 개발된 장주기 조사캡슐 기술은 

수출용연구로 노심재료의 수명말기까지의 조사 특성 database 생산에 활용되었

으며, 향후 저중성자속 환경의 상용로 재료(압력용기, 핵연료집합체) 연구 및 

상용로에 비해 보다 높은 중성자 조사량이 요구되는 미래원자력시스템용 재료/

핵연료 연구 등에 필수적으로 이용될 조사기술임.

∙  고속 및 열중성자 조사량 정밀평가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하나로 조사시험이 

주로 수행되는 주요 조사공(CT, OR5)에 대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중성자속을 

해석하였으며, 하나로 주요 조사공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측정 및 평가하였고, 

열중성자 조사량 측정기술을 검토하였음.

∙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핵심 계장기기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변위/압력 

측정용 고온 조사시험용 LVDT를 개발하여 국내 기술특허를 출원하였으며, 

LVDT/연료봉 조사장치를 설계하고 레이저 브레이징 이종용접 기술을 개발하

였고, LVDT를 장착한 계장 핵연료봉이 장착된 조사시험 리그를 설계/제작하

고, LVDT 및 관련 계장기술을 확보하기위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음. 기존 선

진국에서 개발된 LVDT 보다 성능이 우수한 LVDT 관련기술을 국산화하였고, 

최대 900 까지 사용가능한 고온 조사시험용 LVDT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기술

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음. 또한 하나로에서의 핵연료 조사시험 데이터(출력/

연소도)에 대해 재평가하였으며 미래원자력 계장기술에 대한 자료를 수입하였

으며, 고온 및 내방성에 강한 중성자 센서를 개발하기 위한 SiC SPND 및 

CVD 다이아몬드 검출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기술현황을 분석하였음.

∙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 기반기술 연구에서는 중성자조사-재료설

계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첨단소재 중성자 조사특성 평가를 위한 

조사재 전용 특성분석 실험실을 확보하였으며, 온도-저항 측정 시스템, 4 point 

probe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음. 또한 Si 반도체, 초전도체(MgB2) 박막, 다강체

(Bi-Fe-O) 등에 대한 중성자 조사 실험을 수행하여 중성자조사-재료물성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첨단 신소재 재료설계 및 기초과학 연구에 중성자 조사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연구결과의 우수성 및 개발기술의 국가 주요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에의 활용도

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 결과는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됨. 연구성과물은 국내 논

문게재 8건, 국내 논문발표 28건, 국외 논문게재 5건, 국외 논문발표 8건, 특허

출원 2건, 특허등록 3건(국내), 프로그램 등록 2건, 기술 보고서 6건, 설계도면 

13건, 기술료 수입 2,000만원, 연계분야 기술활용 지원 15건(대학/KHNP 

/KAERI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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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하나로 보유 조사기술 및 선진 조사기술 비교

대상 조사기술
연구로 환경 

조사기술

하나로 보유 

조사기술 

미래원자로 

환경

조사기술

세계 최고

기술 수준

조사

온도

조절범위 RT∼100 RT∼700 750∼1,000 RT∼1,000

정밀도 - ±10 - ±3

조사량

정밀도 

고속중성자 - ±20% - ±10%

열중성자 - - - ±20%

장주기 조사기술

(1주기 약25일 기준)
10주기 이상 8주기 (200일)

20주기 

(500일) 이상

제한없음

재조사 기술 

핵심 계장기술
100% 수입사용

핵심기기 국산화
특수계장/활용 자체생산/활용

첨단소재 조사기술 -
방사능 반출

한도 내 연구
-

방사능 시편 

전용 장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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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의 조사기술 현황   

1. 외국의 연구로 및 조사기술 현황

   원자력 선진국(프랑스, 미국, 일본, 노르웨이, 벨기에 등)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

터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시험에 필요한 각종 조사시설 및 계측기술들

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이들을 이용한 다양한 목적과 조건에 따른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미국 ATR/HFIR, 프랑스 OSIRIS/JHR(건설 중), 벨기에 MYRRHA 

Project(진행 중), 일본 JMTR, 네덜란드 HFR, 벨기에 BR2, 노르웨이 HBWR 등의 

조사시험전용로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들 연구로들은 최근 주로 미래형원자로 

개발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또한 요르단 

JRTR 연구로와 같이 신규건설되는 연구로의 경우 다목적 연구로 건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연구로 노후화 및 폐쇄로 인한 가동 연구로 수의 감소에 따라 

활용성이 떨어져 있는 연구로의 활성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2.1-2.2.2].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프랑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은 유지되고 있으며, 원자력선진 각국에서는 성능

이 개선된 경수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특히 가동중 원자로(특히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 급증으로 연구로를 이용한 재료/핵연료의 정

밀 조사시험을 위한 기술고도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와 관련하여 노후화된 상용로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 연구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일본 원전사고 후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가동원전의 수명연장이 

승인되고 있다. 장기 가동원전의 핵심 현안은 중성자 취화에 의한 재료열화인 반면 

미래 원전 개발의 경우 우수한 조사특성을 가지는 핵심소재개발이 핵심현안이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원자력 재료/핵연료에 대한 중성자 조사취화특성의 정

밀평가 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조사시험전용로를 보유하고 상용로 및 미래형원자로의 정

상/비정상 조건에서 다양한 재료/핵연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프랑스의 

전용시험로인 JHR 건설, 벨기에의 MYRRHA project 진행, 네덜란드의 HFR은 노

후화시설 보수후 재가동(2010년), 일본의 JMTR은 노후화 시설 개선 후 재가동

(2011년 후반기에 가동 예정이었으나 대지진으로 지연 중)이 진행되고 있으며, 네덜

란드 델프트 공대의 OYSTER 연구로의 개조 및 재설비화의 경우 2014년 우리나라

가 수주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신규 연구로 건설의 경우 

2009년 우리나라가 요르단 연구로 (JRTR) 건설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아공, 사우

디, 네덜란드 등이 신규연구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연구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첨단 계장품, 계장기술 및 측정특성의 평가방법 개

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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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의 HBWR에서는 다수의 조사시험설비를 활용하여 세계에서 조사시험

을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HRP : Halden Reactor 

Project)을 조직하여 정상조건에서의 조사시험, 과도상태의 조사시험, 피복관 재료조

사시험 및 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INL의 

ATR (Advanced Test Reactor)과 ORNL의 HFIR(High Flux Isotope Reactor) 등

을 이용하여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 핵연료 및 graphite와 같은 고온

재료,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초장수명 핵종 및 핵무기 Pu 소멸처리, 원전 수명연

장, 연구로용 핵연료개발 연구를 위한 핵연료 및 재료의 조사시험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OSIRIS, CABRI, HFR, ISIS, ORPHEE, PHEBUS, SILOE 

등 다수의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 가동을 목표로 JHR 조사

시험로를 건설하고 있다. 기존 연구로를 이용하여 주로 상용로 조건에서의 재료/핵

연료 조사시험과 고온조건에서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그리고 신형 핵연료 개발을 

위한 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JHR은 Gen-IV 계획과 관련하여 재료/핵연료의 조

사성능 확인을 위하여 건설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전망에 있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원유자원의 고갈

로 화석연료의 경제성은 2020년에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자력 선진국들은 현재 원전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전 이용 확대에 따른 문제

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의 원자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제4세대(Gen-Ⅳ) 원자력

시스템 및 핵융합(Fusion) 원자로 등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en-IV 계획의 일환으로 유럽, 프랑스, 미국, 일본 및 중국 등에서는 제4세대 원자

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원자로 종류 중의 하나인 소듐냉각고속

로 및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생산을 위한 초고온가스로용 핵연료 및 고온재료 개

발을 위해 중장기적인 조사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조사장치 개발과 조사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Project와 네덜란드 HFR, 일본 JMTR, 미국 HFIR 등의 연

구용원자로를 이용하여 핵융합로 재료들에 대한 조사손상 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계

획들이 수립되고 있다.

   중성자 조사를 통한 첨단소재 개발 연구는 세계 각국에서 꾸준히 수행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70년대에 이미 중성자 조사를 통한 핵변환 기술을 이용한 NTD 

(Neutron Transmutation Doping)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으며, 최근에

는 전기자동차 및 그린에너지 분야 등에 획기적인 기술반전을 가져올 고속중성자 

조사를 통한 전력반도체 성능개선 연구 및 초전도체 개발 연구 등 첨단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Institute of Metal Physics 등을 중심으로 전용 원자로 

및 물성평가 장치를 완비하고 차세대 Flash memory 및 센서 후보소재인 다강체

(Multiferroics) 연구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무한한 미래 용도가 예상되는 초

전도체 분야의 경우 최근 미국, 이태리, 일본, 러시아 등에서 중성자 조사를 통한 

물성향상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15 -

2. 조사시험용 계장기술 개발 현황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시 해당 조사특성 변수들을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계장기기 및 기술이 필요하다. 연구로의 조사시험과 관련된 주요 계장기술로는 

표 2.2.1과 같이 조사온도, 규격(길이, 직경 등) 변화, 균열 성장, 핵분열생성물 방출, 

중성자 flux, gamma flux, gamma heating 및 출력, 열전도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 등이 필요하다[2.2.3]. 이에 따라 주요 선진 연구로에서는 표 2.2.2에서와 같이 

분야별로 다양한 측정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 공동 연구 형식으로 

상용로와 상이한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해서 추가적인 첨단 계장기술 개발을 적

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한 첨단 계장기술 분야의 경우 

조사시험 계장 기술이 가장 선두에 있는 노르웨이(HALDEN Project)에서는 핵연료

나 재료 조사시험시 열 중성자속을 측정하기위해 많은 수의 SPND(Self Powdered 

Neutron detector)를 조사시험 캡슐에 장착하고 있으며,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해 에

미터로 로듐(Rh)이 사용되는 Rh-SPND를 자체 개발하여 장시간 성능 시험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계장제품은 거의 100% 수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1년도에 (주)우

진이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내장형 Rh-SPND를 개발하여 발전소에 납품하고 

있다. 제작된 SPND는 매년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를 이용하여 신호측정 민감도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재질 개선을 통한 성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완공 목표인 기장 신형 연구용 원자로에서의 고속 중성자 반도체 기술개발 

연구 및 고속중성자를 주로 이용하는 SFR 연구에서는 고속 중성자를 계측할 수 있

는 검출기 관련기술이 필수적이나, 국내 관련 기술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CEA에서는 In-core 고속 중성자 센서 FNDS(Fast Neutron 

Detector System)를 개발하여 현재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HANARO에 확보하고자 하는 중성자 조사량 

평가기술 및 중성자 계측용 계장 기술의 핵심인 SPND 관련 기술에 대해 보다 집

중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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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Representative In-Pile Instrumentation Currently Implemented in MTRs

 

Measurements Representative In-Pile Instrumentation

Temperature

Thermocouples with metal sheath and mineral insulation:

  Below 1100  : Ni-Cr/Ni-Al (Type K)

                 Ni-Cr-Si/Ni-Si (Type N)

  Above 1100  : W-Re alloys (Type C); doped Mo0Nb alloy

LVDT-based expansion thermometers

Melt wires, paint spots, and SiC monitors (postirradiation 

analysis)

Dimensions 

(e.g., length, 

diameter) 

LVDTs

Diameter gauges

Crack growth

LVDTs

Direct-current potential drop (DCPD) method

Electrochemical corrosion potential (ECP); stress corrosion 

crack (SCC) propagation

Fission gas 

release

Sampling

LVDT-based sensors or counterpressure sensors + fuel 

temperature measurements (centerline thermocouple)

Acoustic sensors (online gas composition measurement)

Neutron flux 

Activation foil dosimeters and wires (postirradiation analysis)

SPNDs

Fission chambers

Gamma flux SPGDs

Gamma 

heating/local 

power 

(fuel power)

Gamma thermometers

Differential calorimeters

Thermal 

conductivity
Multiple thermo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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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Instrumentation Technologies at SCK·CEN, CEA, JAEA, KAERI, IFE/HRP, INL and NRG

(Continued)

Research Organization/Country
Technology

Sensors Parameter Detection Status

Studiecentrum voor Kernenergie· 

Centre d’Étude de SPNDsa 

Thermal flux Operational l’Énergie 

Nucléaire (SCK·CEN)/ Belgium

SPNDsa Thermal flux Operational

Fission chambers Thermal and fast flux Operational (fast detectors qualified in 2009 in the 
framework of Joint Lab with CEA)

Fiber optics Length Under development (Joint Lab with CEA)

LVDTs with unstressed  
and stressed bellows

Length/creep-induced 
elongation 

Participating in qualification testing with VTT 
(LVDTs provided by IFE/HRP)

Flux wires, foils, and melt 
wires

Fluence (neutron) and 
temperature Operational

Commissariat à l’Energie Atomique 

et aux Energies Alternatives 

(CEA)/France

Fission chambers (down to 
1.5 mm diameter) Thermal and fast flux  Operational (fast detectors qualified in 2009 in the 

framework of Joint Lab with SCK·CEN)

SPNDs Thermal flux Operational

SPGDs Gamma flux Operational

Activating foils Integral flux Operational

Gamma calorimeter Nuclear heating Operational

Thermocouples and melt 
wires Temperature 

Type K, N, and C thermocouples
Operational; can be placed in previously irradiated 
fuel rods. Mo/Nb alloy thermocouples under 
development with French vendor (Thermocoax) 
(long-duration testing)

Noise thermometry Temperature Under development

Counterpressure sensor Fission gas release 
(pressure in fuel rod) 

Operational (placed on previously irradiated fuel 
rod)

Acoustics Fission gas composition and
pressure

Operational (placed on previously irradiated fuel 
rod)

LVDTs 
Length/creep-induced 
elongation 
Diameter gauge

Operational (also testing enhanced IFE/HRP 
LVDTs) under development (testing enhanced 
IFE/HRP DGs)

Fiber optics Length Under development ~Joint Lab with SCK·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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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Continued)

(Continued) 

Research 

Organization/Country

Technology

Sensors Parameter Detection Status

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Japan

Fission chambers (1.8 mm diameter) Thermal flux (with 235U deposits) Operational

SPNDs Thermal flux (Rh, Co, and 
Pt-40%Rh emitters) Operational

Flux wires Integral fast (Fe) and thermal 
(Al-Co, V-Co, Ti-Co) flux Operational

Thermocouples (Type K, N, and 
C) and melt wires Temperature 

Operational (subject to high-temperature or 
transmutation-induced signal degradation); can 
place in previously irradiated fuel rods

LVDT (stressed with bellows and 
unstressed)

Pressure, length/creep- induced 
elongation

Operational (using Japanese-made LVDTs and 
bellows)

DCPD method with CT specimens 
and bellows loading Crack growth Operational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Korea 

Thermocouples (Type K and C) 
and melt wires Temperature Operational

Flux wires Integral fast flux Operational

LVDTs Pressure, UO2 elongation/ 
creep-induced elongation

Operational for pressure and fuel elongation
detection/under evaluation for creep testing 
(using IFE/HRP LVDTs)

SPNDs (V-, Rh-emitter) Thermal flux Operational (using commercially made SPNDs)

Institute for Energy 

Technology/Halden Reactor 

Project (IFE/HRP)/Norway

LVDTs (stressed with bellows and 
unstressed)

Pressure, length/creep- induced 
elongation, diameter

Operational (enhancements explored with CEA 
and INL)

Eddy-current probe Oxide thickness deposited on 
fuel rods Under development

Thermocouples (Type K, N, and 
C) and melt wires

Temperature and thermal 
conductivity degradation

Operational (subject to high-temperature
or transmutation-induced signal degradation); 
can place in previously irradiated fuel rods

SPNDs Thermal flux, power, fuel 
heatup rate

Operational (using commercially made and 
IFE/HRP-made sensors)

Gamma thermometer Heat generated by gamma heating Operational (using IFE/HRP-made sensors)

DCPD method with CT specimens 
and bellows loading Crack growth Op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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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Continued) 

aAbbreviations: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DG, diameter gauge; SPND, self-powered neutron detector; SPGD, self-powered gamma detector; DCPD, direct-current potential drop; CT, compact tension; HTIR-TC, high-temperature irradiation-resistant 
thermocouple; VTT,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bE-mails to B. G. Kim, KAERI, from Klaas Bakker and Sander de Groot, NRG, June 29, 2010.

Research 

Organization/Country

Technology

Sensors Parameter Detection Status
Institute for Energy 

Technology/Halden 

Reactor Project 

(IFE/HRP)/Norway 

(continued)

Electrochemical corrosion potential 
probes Water chemistry Operational

Flux wires Integral fast (Fe, Ni) and 
thermal (Al-Co) flux Operational

Melt wires (peak) Temperature Operational

Idaho National Laboratory 
(INL)/ United States

Melt wires (peak), SiC temperature 
monitors (range) Temperature Operational

Thermocouples (Type N, K, C, 
and doped Mo/Nb alloy HTIR-TC) Temperature Operational (HTIR-TCs developed and offered

by INL)

Hot-wire probe Thermal conductivity Final laboratory evaluations under way;
scheduled for irradiation testing in 2011

Ultrasonic transducers Length/geometry Under laboratory evaluation

Ultrasonic thermometers Temperature Under laboratory evaluation

Flux wires and foils Fluence (neutron) Operational

Gas chromatography, pressure 
sensors, gamma detectors/sampling

Fission gas (amount, 
composition) Operational

LVDTs (stressed with bellows and
unstressed) Length/creep-induced elongation Under laboratory evaluation (using IFE/HRP

LVDTs) irradiation scheduled for 2011

SPNDs (Rh, Gd, and Hf emitters) Thermal flux Under evaluation at ATR Critical (ATRC) facility

Miniature and subminiature fission
chambers Fast and thermal flux Under evaluation at ATR Critical (ATRC) facility

Nuclear Research & 
Consultancy Group 
(NRG)/Netherlandsb 

Flux wires (Nb, Ti, Fe, NiCo) Fluence (neutron) Operational

SPNDs Thermal flux, power, fuel 
heatup rate Operational (using commercially made SPNDs)

Thermocouples (Type K and N) Temperature Operational

LVDT Pressure Operational (using IFE/HRP LVDTs)

Silicon chip transducer Pressure Operational (using Kulite Semiconductor Products, Inc. 
outside high neutron and gamma radiation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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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성자 조사량 평가 기술

   연구로를 활용한 조사시험을 위한 중성자 조사량 평가기술의 경우 국내에서는 

하나로에서의 경험이 거의 유일하여 비교대상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선진국의 재료

시험로(Material Testing Reactor)의 사례를 주로 분석하였다. 대상 재료시험로는 

세계적으로 활발히 운영 중이며 자료수집이 용이한 일본의 JMTR[2.2.4], 네덜란드

의 HFR[2.2.5], 미국의 ATR[2.2.6], 벨기에의 BR2[2.2.6]를 선정하였다. 표 2.2.3은 하

나로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에서 조사시험이 수행중인 재료시험로의 중성자 조사

량 평가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중성자 조사량 평가를 위해 수행되는 계산에서 노

심의 형상을 3D로 모사하여 몬테카를로 전산코드를 이용하는 각 재료시험로의 계

산 방법은 일치하였지만, 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하기 위한 재료와 측정값과 계산값

의 오차 목표는 각 연구로마다 달랐다.

표 2.2.3 주요 재료시험로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 비교

중성자 조사량 

측정재료

중성자 조사량 

평가(계산)방법

오차

(측정값/계산값)

하나로

- 고속중성자속(>1MeV)

  Fe, Ni, Ti

- 열중성자속(<0.625eV)

  개발 중

MCNP (3D full core

modelling)

- 고속중성자속(>1MeV)

  ±20%

JMTR

- 고속중성자속(>1MeV)

  Fe

- 열중성자속(<0.683eV)

  Al-Co, V-Co, Ti-Co

MCNP (3D full core

modelling)

- 고속중성자속(>1MeV)

  ±10%

- 열중성자속(<0.683eV)

  ±30%

HFR

- 고속중성자속

  Fe 

- 열중성자속

  Co

- 중성자 스펙트럼

  Fe, Ni-Co, Ti, Nb

MCNP (3D full core

modelling)

- 고속 및 열중성자속

  ±10%

ATR

- 고속중성자속

  Fe, Ni, SST,

  He accumulation F/M

- 열중성자속

  Co-Al, Co-V

- 열외중성자속

  Nb  

MCNP (3D full core

modelling)

- MCNP 불확식도

  2.5%

- 전체 불확실도는 반응

  단면적에 따름

BR2

- 고속중성자속(>1MeV)

  Fe, Ni, Ti, Nb

- 열 및 열외중성자속

  Al-Co, Al-Ag

MCNP (3D full core

modelling)

- 중성자속

  ±10%

- 감마속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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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JMTR의 경우 열중성자속(<0.683eV)을 측정하기 위해 500  이하에서는 

Al-Co를, 500  이상에서는 융점이 높은 V-Co 또는 Ti-Co를 사용하고, 고속중성

자속(>1MeV)을 측정하기 위해 Fe 재료만을 사용한다. 열중성자 조사량은 Co59(n,

γ)Co60 방사화 반응을 이용하여 계산값과 측정값의 오차를 ±30%이내,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Fe54(n,p)Mn54 방사화 반응을 이용하여 계산값과 측정값의 오차를 ±10%이

내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림 2.2.1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JMTR에서 수행된 

조사시험의 고속 및 열중성자속을 측정한 값과 몬테카를로 전산코드에 의해 계산된 

값을 비교한 것이다. 비록 몇 자료는 오차범위를 넘었지만, 대부분의 결과는 고속중

성자 영역에서는 ±10%, 열중성자 영역에서는 ±30%이내에 측정값과 계산값이 일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1 JMTR의 고속 및 열 중성자속 측정값과 계산값의 오차 분석[2.2.4]

   네덜란드 HFR의 경우 Ni-Co와 Fe 재료를 이용하여 일본 JMTR과 동일한 

Co59(n,γ)Co60 방사화 반응과 Fe54(n,p)Mn54 방사화 반응으로 열중성자 조사량과 고

속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한다. 또한 Nb와 Ti 재료를 이용하여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방사화 반응은 Fe58(n,γ)Fe59, Nb93(n,γ)Nb94, 

Nb93(n,n' )Nb93m, Ti46(n,p)Sc46 이다. 그림 2.2.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대부분의 결과는 

±10%이내에 측정값과 계산값의 오차를 보이나, 조사 위치에 따라 큰 오차를 보이

기도 하는데, 제어봉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ATR의 경우 Stainless steel 구조재료를 이용한 방사화 분석 및 He 

accumulation fluence monitor를 이용해 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하였고, 벨기에의 

BR2에서는 Ag를 이용하여 열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수행하고 

있지만, Fe와 Co를 고속 및 열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재료로 사

용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 재료시험로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방법은 다소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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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의 3D 모델링을 통한 몬테카를로 계산 및 Co59(n,γ)Co60과 Fe54(n,p)Mn54 방사화 

반응을 측정한 결과를 주로 비교하며, 오차 ±10%의 정밀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2.2 HFR의 축방향 위치별 중성자 조사량 평가(계산값과 측정값 비교)[2.2.5]

*Co(n,g) : 열중성자 영역, Fe(n,p) : 고속중성자 영역

   하나로의 경우 그동안 고속중성자 조사량의 측정을 위해 중성자 검출용 재료로 

Fe, Ni, Ti을 사용해 왔지만, Ni의 경우 열중성자의 간섭에 큰 영향을 받고, Ti은 

비교적 높은 에너지 영역의 중성자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고속중성

자 조사량의 측정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열중성자 조사량은 측정된 경

험이 없다. 

   하나로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은 노심의 3-D model에 의한 MCNP 전산코드의 계

산에 의해 계산값이 결정되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의 계산방법과 일치한다. 그러나 

하나로의 경우 개략적인 계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노심의 세부적인 변화에 따른 중

성자속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여 계산값의 오차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하나로의 

현실에 맞게 중성자 조사량 계산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계산값과 측정값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기존에 하나로에서 고속중성자만의 조사량 평가를 위해 Fe, Ni, Ti을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Al-Co를 이용하여 열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하고, Fe와 Ti을 이용하여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동안 고속중성자 조

사량 평가를 위해 중성자 스펙트럼 보정코드인 SAND-II 전산코드에 전적으로 의

존해왔지만, 향후에는 조사시험 시 제어봉 움직임을 분석하고, 원자로 출력변화(원

자로 정지기간 포함)를 고려한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측정값의 정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리고 MCNP에 의해 제어봉의 위치 및 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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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속을 분석하고, 이를 실제 원자로의 운전 경험에 적용하면 계산값의 정확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

   하나로의 경우에는 펌프 운전에 따른 냉각수가 상향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원자

로 운전중에 노심내부의 조사물을 이동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조사물

은 대부분 원자로 운전주기 전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미세하고 정밀한 검출이 요구

되는 중성자 스펙트럼 분석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중성자 스펙트럼 분석은 단주기 

운전으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시험 중 중성자 조사량의 측정과 별도로 측

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하나로 조사시험을 대상으로 수행된 

중성자 조사량 평가의 다양한 개선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개선을 반영할 경

우 국외 선진 재료시험로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 목표인 ±10% 오차를 만족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표 2.2.4에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중성자 조사량 평가 개선 방

안을 나타내었다.

표 2.2.4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중성자 조사량 평가 개선 방안

개선항목 기존 하나로 방법 개선방안

중성자 

조사량 

계산

제어봉 위치 350, 450, 550mm

300~650 mm까지 중성자

속 변화 계산 및 실제 운

전된 제어봉 이력을 고려

중성자속 계산 대상
시편의 평균 중성자속 및 

스펙트럼

시편 및 중성자 조사량 

측정 재료 설치 위치에서

의 중성자속 및 스펙트럼

중성자 스펙트럼 

보정

SAND-II 전산코드에 의한 

중성자 조사량 계산

조사시험의 중성자 조사

량 평가 방법으로 적용하

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핵연료 연소도 고려 평형노심의 평균연소도
주기초 및 주기말의 연소

도 고려

중성자 

조사량 

측정

재료 선택
Fe, Ni, Ti 

(주로 고속중성자 검출용)
Fe, Ti, Al-Co

출력 변화이력 고려하지 않음 고려함

나. 중성자 계측용 계장기술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시 사용되는 주요 계장기기의 원리와 구조를 분석하고, 

과제 도출시 개발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원자로에서 중성자속을 측정함으로써 

위치에 따른 출력분포와 핵연료의 연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때 널리 사용되는 

중성자 측정센서가 SPND(Self Power Neutron Detector)인데 주요 특징으로는 전

원공급이 필요 없으며, 간단하고 견고한 구조, 온도와 압력 하에서 양호한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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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burn-up, 저 민감도에 따른 제한된 동작범위 및 delay response가 긴 점 등이 

있다[2.2.7]. 전형적인 SPND의 구조는 그림 2.2.3과 같이 방사선과 반응하는 에미터

(emitter), 에미터와 콜렉터(collector) 사이에 전기적인 절연물인 Al2O3 혹은 MgO의 

절연체(insulator)가 채워지고, 인코넬 재질의 콜렉터가 동축 형상을 하고 있다. 보

통 Lead 케이블은 인코넬 600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다. 에미터가 중성자와 반응하

면, 중성자 속(Flux)과 비례하여 고 에너지의 전자가 방출되어 콜렉터에 도달된다. 

SPND는 형태에 따라 그림 2.2.3과 같이 MI cable과 에미터 부분이 분리되는 외장

형(Modular) SPND와 MI cable 내에 에미터가 삽입되는 내장(Integral) SPND(그림 

2.2.4)로 구분된다. 

그림 2.2.3 Modular SPND 구조 그림 2.2.4 Integral SPND 구조

   SPND의 개발 현황으로 스웨덴 Studsvik Instrument는 SPND를 개발하여 판매

하고 있는데, 최근 Wedholm Medical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판매되는 주요 SPND

는 Cobalt, Rodium, Vanadium으로 4 채널 Amp를 같이 공급한다. 프랑스의 

Thermocoax는 여러 종류의 thermocouple과 함께 SPND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조

사시험을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는 Halden에서는 매 캡슐마다 다수의 SPND를 장착

하여 실험을 한다. 그동안 사용되는 SPND는 매 캡슐마다 평균 6개의 상용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왔으나 최근에 자체적 기술개발로 만든 제품을 조사시험하고 있

다. 현재 개발된 Rh-SPND를 V-SPND와 장기간 비교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

서도 1990년대부터 SPND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 사용 중인 

Rh-SPND, Co-SPND, Pt-SPND 뿐만 아니라 Rh-SPND의 응답특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Pt-Rh type SPND를 개발하였다. 또한 러시아에서도 이미 SPND를 개발하여 활발

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에미터에 대한 종류와 특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인도에서도 인코넬을 에미터로 사용하는 SPND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2.2.8].

   조사시험시 고속 중성자는 보통 on-line으로 측정하지 않지만 최근에 그림 2.2.5

와 같이 sub-miniature fission chamber를 프랑스 CEA에서 개발하여 CFUZ53 모델

로 PHOTONIS를 통해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CEA는 SCK·CEN과 공동

으로 고속중성자 E>1MeV 이상을 측정하는 FNDS(Fast Neutron Detector System)

를 개발하였다. 이 센서는 고속 중성자와 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242Pu을 사용하였

으며 BR2 원자로에서 시험을 완료하였다[2.2.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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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Fission Chamber

   원자로에서 감마선(Gamma-ray)을 측정함으로써 위치에 따른 in-core gamma 

flux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감마선 측정센서가 SPGD(Self Powered Gamma 

Detector)이다. SPGD의 개발 현황으로 스웨덴 Wedholm Medical에서는 SPND 판

매와 함께 Pb를 에미터로 사용하는 SPGD를 판매하고 있다. Pb-SPGD의 단점으로

는 Pb의 낮은 용융점으로 인해 사용 온도가 327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며, 국내에

서는 2000년 하나로 계장형 핵연료 시험 다발에 Pb-SPGD가 사용된 경험이 있다. 

또한 프랑스 Thermocoax에서는 SCK·CEN·CEA와 공동으로 Bismuth를 에미터로 

사용하는 SPGD를 개발하였다. 일본에서도 SPGD가 개발되었는데, 비정상 상태에서

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이후 SPGD의 활용 

목적이 크게 부각되었다. 일본에서 현재 개발된 SPGD는 Pb-SPGD이며, 다른 에미

터 물질을 사용하는 SPGD도 개발 중에 있다. 

   국내외 SPND에 대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외국의 SPND 개발은 기

술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국내에는 발전소에 이용되는 Rh-type SPND 국산화가 

완료되었지만 외장형 SPND 개발 경험은 없다. 따라서 성능 개선된 외장형 SPND

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종류의 발전용 SPND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열중성자 측정용 SPND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스웨덴 Wedholm Medical에서 제

작한 Vanadium-type SPND에 대한 RT 검사를 하였다. SPND 구조는 간단하지만 

와이어와 에미터 연결 부위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종 재료로 되어 있어 정밀 접

합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의 정밀 용접 기술로 충분하지 않아 페이스트 형

태의 용가재를 연결부에 인가하여 레이저 브레이징 접합 적용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편 기존의 SPND는 한곳의 좁은 영역만을 측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

하기 위해 에미터 여러개를 위치시킬 수 있는 다단 SPND(그림 2.2.6)를 설계하였

다.   

   고속 중성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SPND 형태로 농축 우라늄이나 Pu을 사용해

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재의 제한성으로 인해 기술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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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유사한 소재로 고속 중성자와 반응할 수 있는 토륨(Thorium)을 에미터로 사용

되는 검출기 제작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SPGD는 조사시험 중 재료의 gamma heating을 평가할 수 있는 검출기로 사고

나 비정상 상태에서 gamma-ray를 측정할 수 있다. 현재의 SPGD는 온도의 제약성

이 있으므로 고온에서도 동작되며, 중성자 응답 특성이 낮은 고성능 SPGD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2.2.6 다단 SPND의 설계

   하나로 조사시험과 NTD 등에 계장품으로 사용되는 SPND(Self Powered 

Neutron Detector)는 로듐이나 바나듐 재료가 사용되는 에미터가 열 중성자

(Thermal Neutron)를 받아 발생되는 nA 전류를 측정하는 열중성자 센서이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SPND 국산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2017년 완공예정

인 기장 연구로와 건설 예정인 소듐냉각 고속로에서와 같이 열 중성자 뿐 만 아니

라 고속 중성자(Fast Neutron) 측정도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에 고속 중성

자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Fission Chamber의 경우 가격이 고가이고, 235U 혹은 
242Pu 물질사용으로 인한 제한성과 함께 검출기 자체 크기도 커서 여러 곳에 사용하

기에는 제한이 많다.  한편  최근의 연구개발 동향에 의할 경우 열중성자와 고속중

성자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센서로 SiC(Silicon Carbide)와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Diamond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2.11]. SiC는 국내외

적으로 넓은 밴드 갭 에너지와 낮는 불순물 농도 특성 때문에 적용 가능한 소자로 

평가되어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고온 고압 및 고방사선과 같은 원자로의 

극한 환경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다른 반도체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고 에너지 밴드 갭, 높은 캐리어 이동

도, 짧은 캐리어 수명, 가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 및 높은 열전도도 등이다.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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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 검출기는 방사능에 대한 손상이 실리콘 검출기에 비해서 100배 이상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SPND의 최대 단점은 에미터가 중성자를 받음에 따라 다른 물

질로 변환된다. 따라서 SPND의 통상 수명 연한은 3-4년 정도이고 이후에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도 교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CVD 다이아몬드 중성자 

검출기는 SPND 검출기의 단점을 개선하고 당초 계획한 열중성자 측정 검출기 개

발 목적에도 부합한다. 더불어 열중성자와 고속중성자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CVD 다이아몬드 중성자 검출기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고속 중성자 검출기가 반드

시 사용되는 미래 원전과 기장 연구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계장센서의 개

발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중성자 이용 첨단재료 조사기술 개발 현황

   중성자 조사를 첨단 전자기 소재 분야에 활용하는 기술로 Si 잉곳(Ingot)을 연구

로에서 조사시켜 반도체로 만드는 NTD 기술은 열중성자 조사를 통한 핵변환

(Neutron Transmutation)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현재 상업적으로 널리 활용

되고 있다.  

   한편 고속중성자 조사를 통해 재료 내부에 결함이나 조직변화를 주어 첨단 전자

기 소재 물성을 변화시키는 연구는 아직 태동단계로 그동안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

되어 왔으나 최근 전자소재 산업의 발전과 함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하

나로를 포함하여 전세계 연구로에서 중성자 조사를 통한 소재 물성 향상 원천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Si 반도체 및 센서류, 고성능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전자기

소재, 다강체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고속중성자 조사를 통해 소재 내부에 결함을 형성시킴으로써 반도체 성능을 향

상시키는 기술이 보고된 바 있다. 고속중성자 조사 기술은 10keV-10MeV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고속중성자를 웨이퍼 상태의 실리콘 반도체에 조사하여 그림 2.2.7과 

같이 반도체 소자 내에 격자 결함을 생성시켜 스위칭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여

러 장점 및 기술적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력용반도체의 성능 향상을 위

한 다양한 방법 중 고속중성자 조사 방법이 반도체 성능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관한 기술개발이 상업적으로도 매우 유망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2.2.12].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기장 연구로에 고속중성자 조사시

설(FNI, Fast Neutron Irradiation Facility)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어 전략

적 차원에서 선행기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력반도체 산업의 경우 그린에너지 전력반도체의 폭발적 성장 및 성능개선 요

구 증대, 자동차 전장부품 성능 개선 요구 증대 (성능유지/소형화/집적화/HEV/전기

자동차), 전력소자/전력반도체 산업발전 가속화 등의 이유로 반도체 산업계에서 메

모리반도체 후 새로운 성장동력 토대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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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급성장중인 차세대 스마트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의 전자화가 점차 빠

르게 진행되면서 핵심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는 완성차업체에 있어 경쟁업체와 차별화되는 신기술 구현과 독자기

술 보호, 증가되는 전자제어 시스템의 경량화, 소형화를 위한 핵심부품으로서 그 역

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2.2.13]. 전력용 반도체 시장은 현재 소수의 업체로 과점

화된 시장으로, 스마트자동차의 핵심부품인 인버터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버터는 교류모터에 공급되는 고압 AC의 주파수 및 전압

을 제어하여 모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여 고출력화가 요구되는 전력반도체

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전력반도체의 경우 

기술진입 장벽이 매우 높으며, 자동차의 경우 성능 외에도 안정성 문제도 매우 핵

심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중성자 조사를 통한 NTD 반도체의 경우 기존 반도체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더하여 고속중성자 

조사를 통한 전력반도체 성능향상 기술은 연구로를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첨단기술로 평가된다.    

그림 2.2.7 중성자 조사를 통한 전력반도체 성능향상 원리 및 관련산업 분야

   2006년 Krupka 등[2.2.14]은 반도체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단결정의 저온 특성을 유전체 공진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측정 결과 20 K 

이하의 온도에서는 마이크로파 손실에 해당하는 loss tangent (tan δ)가 10-4 정도

의 작은 값을 보이지만 25 K 이상의 온도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50 K 에서는 tan δ

가 20 K에서의 약 1000 배인 10-1 정도의 값을 보이게 됨을 관측한 바 있다(그림 

2.2.8). 참고로 tan δ는 어떤 물질이 지닌 복소 유전율 (ε = ε‘ - iε")의 허수부와 실

수부의 비, tan δ = ε"/ε'로서 유전체 또는 반도체가 지닌 tan δ의 크기는 이 들 물

질로 제작된 마이크로파 공진기의 quality factor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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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Pristine Si의 tan δ 온도 의존성 및 공진기의 quality factor 

  

   

   실리콘에 대한 열중성자 조사가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열중성자를 

포획한 실리콘의 원자핵이 베타붕괴를 일으켜서 실리콘 원자가 인(phosphor, P) 원

자로 치환되면서 실리콘에 인을 도핑하는 효과, 즉 전자 도핑 효과가 실리콘에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의 도핑을 neutron transmutation doping (NTD)이

라 부르는데 이러한 도핑 방법은 조사되는 열중성자의 균일성이 잘 유지될 경우 다

른 도핑 방법에 비해 실리콘 내에 균일한 인의 도핑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NTD 방법에 의한 도핑은 실리콘 뿐 아니라 SiN

과 SiO2와 같은 실리콘 화합물 내의 Si를 P로 치환 가능하게 함으로서 균일하게 불

순물을 도핑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NTD 실리콘의 제작 및 작동 원리는 이미 수 십년 전에 보고된 것임에도 불구

하고 NTD 실리콘 화합물의 마이크로파 특성, 특히 저온 영역에서의 마이크로파 특

성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NTD 실리콘 화합물의 마이크로파 특성, 

특히 이 물질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실리콘 화합물이 수 THz에서 작

동하는 조셉슨 detector의 제작에도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열중성자 조사로 인한 실리콘 화합물의 유전특성 변화, 특히 

저온영역에서의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중성자 조사된 실리콘 화합물의 고주파 손실의 변화와 온도 의존성 연구는 도

핑된 불순물의 양에 따른 고주파 손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함으

로서 기존의 밴드 이론으로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저온 영역에서의 불순

물의 역할을 이해하게 할 것이다. 

   저온에서 작동 가능한 초전도 양자 컴퓨팅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실리콘 화합

물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며 이 경우 실리콘 화합물의 고주파 손실은 소자의 성

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중성자 조사를 통해 실리콘 화합물이 지닌 고

주파 손실의 감소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은 이들 실리콘 화합물의 양자 컴퓨팅용 

소재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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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르마늄은 실리콘과 같은 4 가 원소이면서 band gap은 0.65 eV로 실리콘의 

band gap인 1.12 eV 보다 상당히 작은 반도체 물질이다. 따라서 이러한 Ge에 대

한 연구는 실리콘 화합물의 고주파 손실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특히 열처리된 

(annealed) 게르마늄의 고주파 손실 연구는 게르마늄의 고주파 손실이 시료 내의 

결함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중성자 조사된 실리콘 화합물 

내에 중성자 조사로 인해 생기는 결함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

서, 실리콘 화합물이 극저온 영역에서 지니는 우수한 고주파 특성은 실리콘 화합

물이 이용된 전자 소자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지만 중성자 조사를 통해 불순물이 

포함되게 되는 실리콘 화합물의 고주파 손실에 대한 연구, 특히 저온 영역에서의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실리콘 화합

물의 광범위한 저온용 소자로의 응용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Si의 경우 센서로의 응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최근 미국 뉴욕주 소재 브룩

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실험으로 14개국에서 500여명의 공동 연구자로 이

루어진 핵입자 실험 분야의 대형 국제 공동 연구인 PHENIX 실험[2.2.15]에서는 실

리콘 센서를 핵심 부품으로 하는 검출기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검출기 제작

에 ETRI(한국 전자 통신 연구소)에서 제작된 실리콘 센서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 

실리콘 센서 성능의 주요 지표중 하나는 방사선 손상이며, 중성자 빔에 의한 손상

은 실리콘이 비 이온화 에너지에 의해 입는 방사선 손상을 정하는 표준이므로, 하

나로 고속 중성자빔을 사용하여 관련 방사선 손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실리콘 센서의 특성 변화는 그림 2.2.9와 같이 변화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2.16].

그림 2.2.9 1 MeV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실리콘 센서 특성 변화

   한국은 실리콘 센서에서 우수한 잠재적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과거

에 NT라는 범주에서 실리콘 공정팹(ETRI공정실과 나노 소자 특화팹 등)을 건설하

였다. 현재는 연구자들이 이들 설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삼성과 HYNIX 등의 회사도 비메모리 영역의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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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연구의 경제적, 산업적 발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또한 관련 연구를 통해 실

리콘 센서를 대형 국제 공동 연구에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리콘 센서와 관련

하여 동 분야에서 한국 센서 브랜드를 형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공정팹들의 활

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국제 공동 연구의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아날로그 비메모리 실리콘 소자에서 한국의 경험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

요가 있다. 

   한편 현재 연구로에서 온도 모니터(Temperature Monitor)로 활용되고 있는 SiC

의 경우[2.2.3] 중성자 감지, dosimetry, beam monitoring 등의 목적으로도 매우 적

합한 새로운 물질로 연구되고 있다[2.2.16-2.2.18]. 최근 공항이나 세관에서의 핵무

기, 핵물질, 혹은 의약품 검사 목적이나 BNC(Boron Neutron Capture Therapy)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중성자 검출기(Neutron Detector)와 dosimeters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dispose-off가 작고, potable and reliable한 

중성자 검출기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SiC와 같은 반도체 검출기에 대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무한한 산업적 용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초전도체는 특히 차세대 신에너지 

발전, 송전, 저장을 위한 기술로서 실현이 되었을 경우, 산업에 미치는 역할은 대단

히 크다. 초전도 산업의 핵심기술은 전류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에 중성

자 조사기술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초전도체의 임계전류 밀도를 증가시키

면 전기저장 플라이휠의 초전도베어링과 전력산업용 초전도 선재의 산업화를 앞당

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그 성공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중성자 조사에 의한 

나노 격자결함의 생성, 이를 응용한 광학적 특성 향상 및 전자스핀 조절 현상은 이

론 및 실험적으로 부분적이지만 단계적으로 확인, 규명되고 있다. 중성자 조사기술

은 동일한 시편을 이용하여 조사전후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샘플간 성분차이에 의

한 제반 문제들을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의 결함효과를 분석하는데 매

우 강력한 도구이다. 또한 중성자 조사는 시편 화학 조성의 변화없이 물질 내의 원

자 단위의 매우 균일한 결함을 형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해외에

서는 이미 MgB2, La(Sm)FeAsO1-xFx 등의 초전도체 연구에 중성자 조사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2.2.1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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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원자력선진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연구로는 설계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분

야가 크게 다르다. 그림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로는 다양한 중성자속을 갖

는다. 최근 원자력 후발국의 경우 다목적 연구로 건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미래형원자로 환경의 전문연구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네덜

란드 델프트 공대의 OYSTER 연구로와 같이 냉중성자(Cold Neutron) 시설을 중심

으로 하는 비원자력 분야에의 활용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연구로에서 

보유한 조사기술을 하나로의 조사기술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

구로를 이용하는 기술분야별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개

발을 통하여 확보된 국내 조사시험용 캡슐 개발 및 활용기술은 표 2.3.1과 같이 원

자력 선진국 기술과 비교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조사캡슐을 중

심으로 한 상용로 환경에서의 조사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연구로 환경의 저온 

및 미래원자력 환경을 위한 고온 및 장주기 조사 캡슐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계장기술과 관련한 하나로와 주요 선진 연구로의 기술 비교는 표 2.3.1과 같

다. 주요 연구로에서는 상호 협력 하에 다양한 계장기술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노

력하고 있으며, 이제 온도 및 조사량 평가 등 기본적인 계장기술을 확보한 하나로

의 경우 K-형 열전대 및 LVDT 국산화 연구를 통하여 계장기기 국산화기술 개발 

경쟁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로에서는 그동안 열중성자 조사를 통한 핵변환 기술을 이용하는 NTD 반도

체 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NTD 반도체 생산기술을 보유하

고 있다. 한편 중성자 조사를 통한 재료 내부의 결함생성 및 격자구조 변형 등을 

이용하여 세라믹 소재의 물성변화를 유도하는 기초연구가 원자력 선진국을 중심으

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제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하나로에서는 당분간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기반 시설 및 기술을 확보하면서, 국내외의 많은 연구 그룹

과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관련 분야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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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국내 기술수준 선진국 기술수준

상용로 

기반

중성자 

조사 

기술

∙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 활용, 

2016년 제2연구로 건설 중

∙ 재료 조사캡슐 기술 확립 및 

활용 (5단 제어, micro-heater, 

열전대, He 조절, 조사온도 max. 

700 )

∙ 핵연료 조사용 무계장캡슐 개발 

및 활용(핵연료봉 6개 설치 가능)

∙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개발

∙ 크립 캡슐 기술개발 및 조사시험

∙ 피로캡슐 개발 및 조사시험

∙ 재조사/재계장 요소기술개발

∙ 조사조건 (조사온도 및 조사량) 

정밀제어 조사시험 기술개발

∙ OR/IP 조사기술 개발 및 활용

∙ 고온 조사시험용 (max. 700 ) 

조사기술 개발

∙ 고온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기술 

및 계장기술 개발

∙ 고리 1호기 설계수명(30년) 평가, 

80

∙ 미국 41개, 일본 13개, 프랑스 

11개 연구로 활용 및 

JHR(프랑스), JMTR (일본, 

재설비) 등 신규 연구로 준비중

∙ 재료/핵연료 조사용 장치 및 

조사기술 확립 및 활용

 - 조사중 장입/인출

 - OECD/NEA/HRP(노르웨이) 

국제 공동연구 수행

 - 핵연료조사용 boiling water 

capsule (프랑스, 일본 등)

 - 상용 원자로 조건 조사장치 

활용

∙ 다양한 시험목적 조사장치 및 

조사기술 확립/활용 

(가스/발열량/ 변형/크립 측정형)

∙ 재조사/재계장 기술 개발 및 

활용 

(일본/노르웨이/네덜란드/벨지움)

∙ 상용로 설계개선 및 수명연장 

연구

100

표 2.3.1 조사시험 기술 국내 • 외 비교 

Thermal Neutron Flux (n/cm2ㆍ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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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est Neutron Beam 

JMTR

JRR-3M

HFETR

HFIR

ATR

BR-2

HANARO MIR-M1
R2

NRU

SM

KUR

JRR-4

HIFAR

HBWR

OSIRIS

HFR(NRG)
FRM-II

OPAL
NBSR

HFR(ILL)

PHEBUS

JHR

Mult-purpose 

JRTR

KJRR

HTTR

PHENIX

JOYO

그림 2.3.1 각국의 연구용원자로의 중성자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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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을 위한 조사기술 개발 

∙ 요르단 수출로(JRTR) 및 신형 

연구로 Be/흑연 감속재 조사

∙ Be 감속재는 전세계 200여기 

원자로에 사용 중이며, 

흑연감속재는 주로 동구권 

원자로에 사용 중 

조사특성 

평가용 

정밀계장 

및 

분석기술

∙ 요소기술 확보, 관련기술 현황 

분석 및 시스템 구축 단계

  - 조사온도 : RT∼700

  - 조사온도 정밀도 : ±10

  - 고속중성자 조사량 평가 

정밀도    : ±20%

  - Flux 범위 : 6x1012∼1.4x1014 

               n/cm2 (E>1 MeV)

  - 장주기 조사 : 8주기(3dpa)

∙ 고온 조사시험용 캡슐(max. 

700 ) 개발

∙ 조사특성측정 계장 기본기술 

개발 (UO2 핵연료 미세가공, 

온도, 내압, 핵연료 변형측정)

∙ 온도/압력 측정용 LVDT 

기술개발 개발/하나로 검증

∙ 고온 조사시험용 계장기술(히터, 

열전대, F/M 등) 개발중

50

∙ 다양한 기술 확보, 체계적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조사온도 : RT∼1,000

  - 조사온도 정밀도 : ±3∼5

  - 조사량 평가 정밀도 : 

     고속 : ±10%, 열 : ±20%

  - 조사 Flux 범위 : 제한없음

  - 장주기 조사 : 제한없음

∙ 고온 조사시험용 캡슐 

(100∼1000 ) 기술 개발/활용 

∙ 조사시험용 계장 기술 개발 및 

활용 (온도, 압력, 변형, 

중성자속)

∙ 정상/비정상 상태 핵연료 

조사특성 측정 계장기술 개발 

∙ 온도/압력 측정용 계장기기(히터/ 

열전대/LVDT/SPND) 개발/활용

∙ 고온 조사시험용 계장기술

∙ 재조사/재계장 기술 개발 및 

활용

100

미래원자

력시스템 

재료/핵

연료 

조사기술

∙ 국제 GIF 조직참여, 차세대원자로 

(SFR, VHTR) 개발 연구를 위한 

조사 기술개발 및 시험수행

∙ 미래원자력시스템(VHTR, SFR) 

핵연료/재료 하나로 조사시험 

∙ Na 및 액체열매체를 이용한 캡슐 

조사 요소기술 개발중

∙ 국내 순수기술로 중소형원자로 

SMART 표준설계 인가에 필요한 

핵심구조재 조사특성 자료생산 

∙ 국제공동 핵융합연구인 ITER 

project 참여

50

∙ 미래원자력시스템용 재료/핵연료 

연구를 강화하고자 JHR(프), 

JMTR(일) 등 신규 건설/재가동  

∙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기술개발 및 활용

∙ 액체금속로 조사시험 기술 개발 

및 활용(일본, 미국 등)

∙ 국제 GIF을 조직, 차세대원자로 

개발용 조사기술 개발/시험수행

∙ 전세계적으로 45개 이상의 개량 

중소형 원자로 개발연구 진행 중

∙ 20여개국 참여 국제공동 

핵융합로 ITER 건설/관련 기술 

개발중

100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개발 

기반기술

∙ 조사시편 제반물성 측정 기반 

시설 및 기술이 거의 없음

∙ 세계적 수준의 기존 초전도체 

연구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서울대, KAIST, 포스텍, 건국대, 

세종대 등 기존 방식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다강체 기술 보유

∙ 삼성, LG, 포스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산업 존재 

∙ 중성자를 이용한 첨단소재 

연구는 기초 연구 수준임 

30

∙ 미국, 일본, 이태리 등 최근 

중성자 조사를 통한 초전도체 

연구 활발

∙ 미국, 영국, 일본 등 다양한 

다강체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다강체에 대한 

중성자 조사효과 연구를 다년간 

수행하고 있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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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내 조사기술 전망 및 산업체와 연계 

1. 국내 조사기술 전망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라 상용원자로의 계속운전 안전성에 대한 우

려가 급증하고 있어 원자로 안전성 연구에 필수적인 중성자 조사기술의 고도화(고

정밀, 장주기, 정밀계장 기술 등) 필요성이 급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

준의 원자력 기술강국 진입 전략에 따라, 국내 유일한 전문연구로인 하나로에서의 

원자로/연구로/미래원자로 환경을 통합하는 종합 환경에서의 조사기술 확보는 필수

적인 분야이다.

   하나로에 적합한 조사장치 및 조사기술은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개발/개선

되어 국내 모든 재료 및 핵연료 조사시험에 활용되고 있으며, 크립/피로 등 특수목

적을 위한 조사시험 기반기술도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조사시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용원전의 계속

운전과 개량, 수출용연구로 개발, 제3+세대 원자로(APR, SMART 등) 개발, 제4세

대 원자로(SFR, VHTR 등) 및 핵융합로(Fusion reactor) 개발연구 등에 필수적인 

다양한 환경에서의 조사 및 정밀 계측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 원자

력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연구용원자로, 상용원자로 및 중소형원자로의 수출에

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하나로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하

여 조사시험을 위한 조사장치 및 기술과 여러 가지의 부대시설들을 독자 개발하여 

활용하여 왔다. 한편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계장기기들은 100% 외국에

서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조사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핵심 기기들의 기술자립

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동안 시험장치들을 개발한 경험과 국외에서 제작된 내방사

선 계장품의 오랜 사용 경험, 그리고 국외의 내방사선 계장품 개발과 관련된 기초 

자료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계장기기의 기술자립은 성공적으로 수행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로 가동과 함께 재료/핵연료의 조사시험 기술개발이 착수되었고, 1999년부터 

이용자들의 조사시험 지원과 함께 외부 이용자들을 위한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

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특허, 

프로그램, 산업체 기술이전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 확보 성과를 얻었다. 또한 두산중

공업(주)의 경수로 RPV 국산화 개발 및 개선사업, 미래원전용 고온재료 연구인 

I-NERI 프로젝트, 한전원자력연료(주)(KNF)의 핵연료집합체 부품 노내성능 평가를 

위한 조사시험 수행을 통한 수출선도형 차세대 고성능 고유핵연료 개발, KNF - 미

국 westinghouse 사의 제어봉 기술개발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등 하나로 

조사시험 분야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 기술 선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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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2016년 기장의 동위원소전용로 완공에 따라 하나로의 경우 조사시험 분야 활용

도를 강화해야 하므로, 현재 상용로 조건으로 제한된 하나로의 중성자 조사 및 평

가기술을 미래형원자로 및 수출용연구로 등 모든 원자력 분야의 조사시험이 가능한 

기술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수출산업

화를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하나로를 아시아 거점 조사시험 센터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중성자 조사를 통한 첨단 전자기 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미

래 창조산업 육성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하나로의 새로운 역할을 창출해나가는 것

이 필요하다. 국가 대형연구시설로서의 하나로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첨단소재 

산업에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소재 물성 향상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 도구를 제공

하여 국가 비 원자력 산업 발전에 하나로 기여도를 증대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장 연구로 이후 하나로 역할 재조정에 대비하며 조사시험 분

야의 이용 전문화 및 확대를 추구하고 하나로를 활용하여 첨단소재 성능향상과 관

련된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미래 창조 첨단소재 산업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조사기술의 산업체 연계

   연구로에서의 조사시험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경우 기술도입을 위한 외국 

기관으로는 노르웨이의 IFE-Halden, 일본 JAEA, 미국 INL 또는 네덜란드 NRG 등

이 있다. 그러나 이들 원자로는 각각 고유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시험 기술

을 포함한 적용되는 기술도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외국의 다른 연구로

에서 개발된 기술 중 하나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있는 기술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원자력 선진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제한으로 

첨단 조사기술 도입에는 점차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으며, 기술도입을 위한 기술료 

수준 또한 매우 높아 국내 기술개발에 비해 경제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하나로를 이용하는 조사시험 장치 및 조사시험 기술을 개발하면서 조

사시험용 캡슐 설계/제작, 검사기술, 계장기술 및 변수 제어기술 등은 관련 산업체

의 기술개발에 지원하여 원자력 관련 산업체인 SE&T(주), S&T 대우(주), B&F 

Tech., R&B Eng. 등의 기술 능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 “재료 조사시험

용 캡슐 설계, 제작 및 계장 기술” 및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 제작 및 계장 

기술” 을 산업체인 SE&T(주)로 기술 이전하여 관련 전문제품의 생산뿐만아니라 일

본 JAEA으로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한국수력원자력(KHNP) 중앙

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용 발전소용 장수명 SPND의 하나로 조사성능 시험을 수행하

여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개발되는 계장기기(Thermocouples, 

Micro-heater, LVDT, SPND) 기술 또한 관련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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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로를 이용한 원천기술 확보의 일환으로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첨단 신소재 

개발 분야는 대학의 기초연구 및 이용활성화과제 등을 통하여 관련 연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중성자 조사를 통한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

발을 위한 기반시설 및 기술이 확보되는 경우 국내외 첨단소재 산업체들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성자 조사를 통한 초전도체, 반도체, 전자기 

재료 등 새로운 첨단소재 개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분야로 하나로 중성자 조사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국내에 첨단소

재 산업을 태동시킬 수 있다. 

   무한한 산업에의 응용이 기대되는 초전도체의 경우 이미 사전연구를 통하여 관

련산업체인 (주)삼동에 초전도체 선재 특성 향상과 관련하여 2014년 초에 기술이전

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기술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초전도체의 중성자 조사를 포

함한 물성향상 연구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미 세계적 상업적 생산기

술 수준에 도달한 중성자 조사를 통한 NTD 반도체 생산과 같은 핵변환 이용기술

의 경우 기존 반도체 공정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고 균일한 도핑 성능을 가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고 연구로를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첨단기술로 평가

된다. 따라서 하나로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와 조사재료의 전자기적 특성변화를 체

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첨단시설 및 기술의 조속한 확보를 통해 차별화된 원천기

술 관련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국내외 유수의 첨단소재 산업체들과 기술 협력하는 

경우 세계적인 미래창조 첨단 소재 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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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저온 및 고온 조건 조사기술 개발 

1. 저온 조건 조사기술 개발

가. 저온 조사시험 캡슐 설계/제작

   국내 유일한 전문 연구로인 하나로(HANARO, High Flux Advanced Neutron 

Application Reactor)는 세계적 기술 수준의 다목적 연구로로서 중성자 조사시험

(Neutron Irradiation Test) 분야는 중성자빔 분야 및 동위원소 분야 등과 더불어 

주요 3대 이용 분야이다.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설치된 하나로의 중성자 조사시험 

시설들은 1995년부터 산·학·연 이용자들로부터 요청된 다양한 중성자 조사시험에 

활용됨으로써 국가 중장기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및 기초 연구의 기반시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그동안 하나로 조사시험 분야에서는 산·학·연 이용자들이 요

구하는 조사시험 수행을 위해 주로 상용로 가동 환경 조건에서의 조사시험 기술을 

개발/활용하여 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최근 요르단에 수출한 요르단 연구로(JRTR) 및 기장연

구로(KJRR)를 포함한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노심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그림 3.1.1과 

같이 연구로 핵심재료에 대한 노내 조사성능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JRTR 인허가 획득과 국가적으로 수출을 추진중인 수출형 연구로를 개발

하는 과정에서 연구로 반사체 재료로 활용되는 graphite, 베릴리움 (Be), 지르코니움

합급 (Zircaloy-4) 등에 대한 인허가 자료로 활용되는 조사성능 자료를 확보하기 위

한 조사시험이 요구되었다. 이에 연구로 수출사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로 

재료의 조사성능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로를 이용한 연구로 재료의 저온 조

건 조사에 필요한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Beryllium  Graphite

그림 3.1.1 수출형 연구로 노심의 핵심재료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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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TR의 경우 반사체재료인 graphite, Be, Zircaloy-4의 가동온도는 60-75 이며, 

원자로 수명말기까지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graphite는 2.42x1021 n/cm2 (10년), Be은 

1.11x1022 n/cm2 (40년), Zircaloy-4는 9.68x1021 n/cm2 (40년)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

구로의 수명말기까지 조사특성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저온(100  이하)에서의 조사

시험 기술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로의 경우 그동안 국내 독자기술로 하나로 

중성자 조사시험 시설 및 기술을 개발하여 산·학·연 이용자들로부터 요청된 다양한 

중성자 조사시험에 활용함으로써 국가 중장기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및 기초 연구의 

기반시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하나로가 보유한 조사기술은 주로 상용로 

가동 조건에서 개발된 조사시험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시편 조사온도의 경우 250∼
700  범위에서만 조사시험이 가능하였다 (표 3.1.1 참조). 표 3.1.2는 조사온도를 포

함한 하나로 조사기술 변수들에 대한 연구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표 3.1.1 원자로 종류에 따라 필요한 중성자 조사시험 기술  

대상 조사기술
연구로 환경

조사기술

상용로 기반

하나로 조사기술 

미래원자로 환경

조사기술
세계 최고수준

조사온도
조절범위 RT~100 250~400 750~1,000 RT~1,000

정밀도 - ±10 - ±3

조사량

정밀도 

고속중성자 - ±20% - ±10%

열중성자 - - - ±20%

장주기 조사기술

(1주기 약 25일 기준)
10주기 이상 4주기 (100일)

20주기 (500일) 

이상

제한없음

재조사 기술 

계장기술(LVDT, SPND) 100% 수입사용 특수계장/활용 자체생산/활용

첨단소재 조사기술 -
방사능 반출한도 

내 연구
-

방사능 시편 

전용 장비 활용

 

표 3.1.2 하나로 조사기술 현황 및 향후 개발 목표 

대상기술 하나로 보유기술 세계 최고수준 기술개발 목표 비고

조사온도 ( )
250∼700 60∼1000 60∼1000 온도범위

±10 ±3 ±5 정밀도

조사량 평가 

(정밀도)

- ±20% ±20% 열중성자

±20% ±10% ±10% 고속중성자

중성자속 (n/cm2) 6x1012∼1.4x1014 제한없음 1.5x109∼1.4x1014 E>1 MeV

장주기 조사

(n/cm2)

4주기(100일) 제한없음 20주기(500일)

<1x1021 제한없음 <5x1021 E>1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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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온 조사시험 캡슐 개념설계

   저온조사시험용 캡슐은 캡슐 내부가 밀폐형이었던 기존 캡슐과 달리 그림 3.1.2

에서와 같이 캡슐 내부로 냉각수가 관통하게 캡슐을 설계함으로써 냉각수가 조사시

편을 직접 냉각하게 하여 시편의 온도가 100  이하로 유지되도록 설계하였다. 한

편 새로운 캡슐 설계를 하나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에 성능 및 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사시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림 3.1.2 저온 조사 시험용 캡슐 하단부 및 캡슐 내부 시편 배치 개념도

  

  (2) 저온 조사시험 캡슐 노외시험 및 분석

   저온시험용 조사캡슐의 설계 개념에 따라 기본 설계가 수행되었고, 이를 바탕으

로 하여 핵적 및 열적 특성이 평가되었다. 그림 3.1.3은 저온 조사 캡슐이 30MW 

출력 조건에서 하나로 CT 조사공에 설치되었을 때의 중성자속 및 발열량을 포함한 

핵적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링과 이를 통해 얻어진 핵적 특성을 이용하여 캡슐 

내부 배치된 시편의 조사온도를 계산한 결과로서[3.1.1] 모든 시편이 목표치인 10

0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본설계 검토에 따라 상세 설계된 저온조사용 캡슐은 기존 캡슐과는 매

우 상이한 냉각수 유동특성 및 캡슐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하나로 

조사시험용 캡슐을 제작하기 전에 노외 시험용 목캅캡슐을 먼저 제작하여 노외 시

험장치에서 냉각수 유동특성을 포함한 구조건전성 및 열적 성능을 평가하기로 하였

다. 이를 위해 캡슐 기본 설계를 기반으로 조사캡슐의 핵적특성과 이에 따른 조사

시편의 온도 특성을 계산하여 캡슐 상세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림 3.1.4

와 같이 노외시험용 목캅캡슐(11M-19K)을 설계/제작하였다. 목캅캡슐에는 모의 시

편을 포함하여 시편부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가 실제 조사캡슐과 동일한 

형태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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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배치 Zircaloy-4 경우 : 최대온도약 63℃

Aluminum
Gap 0.25mm

시편용기 slots

그림 3.1.3 저온 캡슐 핵적 특성 평가를 위한 모델 및 열적 특성 평가 결과

  

그림 3.1.4 노외시험용으로 제작된 저온 조사시험용 연구로 재료 목캅 캡슐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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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로 재료 저온시험용 조사캡슐은 기존 캡슐과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구

조가 다른 캡슐은 반드시 조사시험 전에 노외시험을 통하여 하나로와의 양립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그림 3.1.5와 같이 제작된 목캅 캡슐인 

11M-19K과 노외시험장치인 단일채널시험루프를 이용하여 노외성능 및 안전성 평

가시험을 수행하였다. 노외시험으로는 하나로 조사시험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요

구되는 수력적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압력강하 시험, 진동 및 내구성 

시험, 그리고 캡슐 자체의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하나로 CT/IR 조사공에 대한 제

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유량 : < 19.6 kg/s

 - 압력강하 : > 200 kPa

- 허용진동폭 : < 300 μm

   목캅캡슐을 이용하여 캡슐의 여러 설계 사항 및 캡슐 하단부 규격에 대한 최적

화 요건을 결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압력강화 시험을 하여 그림 3.1.6과 같이 

하나로 요구조건인 19.6 kg/s 조건을 만족하도록 최종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를 완

성하였다.

그림 3.1.5 노외시험용 저온조사 캡슐과 노외시험장치에 설치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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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저온 조사캡슐 하단부의 설계 변수에 따른 압력강하 특성 비교 

   한편 저온 캡슐의 경우 원자로 냉각수가 캡슐 내부로 관통하여 흐르는 관계로 

일반적인 표준형 캡슐에 비해 진동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므로, 노외시험용 캡

슐인 11M-19K을 이용하여 진동특성을 평가하였다. 진동특성은 단일채널시험루프와  

1/2노심시험루프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는데, 레이져 진동측정장치를 활용하였다

[3.1.2]. 그림 3.1.7과 같이 측정 위치는 캡슐 상부 스프링 윗쪽 30cm 위치의 보호관

이며, 종합엔지니어링동 기준으로 남-북, 동-서 방향의 진동거동을 측정하였다. 이 

때 측정 조건으로는 정상 시험조건인 유량 100%(차압 약 209kPa) 및 가속조건인 

유량 110%(차압 약 270kPa) 조건을 사용하였다. 

Oscilloscope
(Data recording)

Controller

Sensor head

보호관

측정지점

단일채널시험루프

침니내부지지대

로보트 팔

Laser Doppler Vibrometer

진동물체

HeNe Laser

<1 mW at 632.8nm

도플러 효과에 의한 진동수 변화

λ

V
fD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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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단일채널 시험장치에서 11M-19K 캡슐의 진동측정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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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3은 1/2노심시험루프에서 진동 측정된 이전 자료들과 본 시험의 진동 측

정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3.1.2]. 기존의 결과에 비해 저온캡슐(11M-19K)의 측정 진

동변위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04M-17U의 경우 1.4 m 위

치에서 측정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 11M-19K에 비해 상당히 작은 진동변위를 나타

낸다. 또한 04M-17U가 2.25 m 위치에서 측정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측정 방향별로 

진동변위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3S-07K에서는 측정 방향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측정방향별 진동변위의 편차는 캡슐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3 1/2노심시험루프에서 캡슐별 진동측정 결과

Capsule 측정위치 측정방향*
측정변위(μm)

최대값 최소값 RMS

11M-19K 1.42 m Y 508 -512 179.74

04M-17U

1.4 m X 105 -117 23

2.25 m
Y 742 -862 79

X 143 -189 26

03S-07K 2.25 m
Y 620 -374 42

Y 424 -692 48

* 종합엔지니어링동 기준, X : 북쪽 방향의 유리창을 통해 측정, Y : 동쪽방향의 유리창을 통해 측정 

   표 3.1.4는 11M-19K를 대상으로 단일채널시험루프와 1/2노심시험루프의 진동 

측정된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 결과 단일채널시험루프의 결과보다 1/2노심시험

루프의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단일채널시험루프

의 경우 상당히 보수적인 조건으로 열수력 시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

만, 진동측정 결과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연구로 캡슐은 표

준형 캡슐에 비해 진동변위가 크게 증가하나, 진동 RMS 기준으로 제한치인 300μm 

이하로 조사시험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4 11M-19K의 진동측정 결과 비교 자료

　 단일채널시험루프 1/2노심시험루프

측정조건

내구성 시험 조건

(유량 : 약 19.6kg/s, 

차압 : 약 270 kPa)

정상운전조건

(노심유량 : 약 369 kg/s,

우회유량 : 약 41 kg/s)

측정방향 남-북 방향 동-서 방향 -

Max. 508 404 508

Min. -388 -380 -512

RMS 111.18 120.42 1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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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온 조사시험 캡슐 안전성 검토

   한편 일반적으로 새로운 캡슐 설계에 대한 내구성 시험 기간은 실제 조사기간의 

1/10 기간에 준하여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에 준하는 내구성 시험을 통해 최적화된 

캡슐 설계에 대하여 캡슐 및 계장품들에서 마모/부식 등의 현상이 없음을 확인하였

다. 이와 같이 연구로 재료 저온시험용 캡슐과 하나로와의 양립성 분석 및 시험결

과, 표 3.1.5와 같이 모든 하나로 제한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진동

특성 안전성 평가에서 그동안 매우 큰 진동특성을 유발하는 조건인 110% 유량조건

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하나로 조건인 100% 유량 조건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조건

에서 안전성을 검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연구

로안전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연구로 캡슐의 경우 표준형 캡슐에 비해 진동특성이 크

게 악화되므로 장기 실험에 대해서는 캡슐 하단부의 피로파괴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3.1.3].   

표 3.1.5 저온시험용 캡슐의 하나로 노심과의 양립성 평가 및 시험결과 

나. 하나로 조사시험용 저온 조사캡슐 설계/제작

  (1) 저온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제작

   하나로에서의 연구로 핵심 재료의 저온 조사시험을 위한 조사시험용 캡슐을 노

외시험용 캡슐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제작하였다. 캡슐은 포함된 Zry-4, Be, 

Graphite의 노심재료들의 고속중성자 (E>1 MeV) 조사량이 최대 2 × 1021 n/cm2이 

되도록 조사시험 요건이 설정되었으므로, 하나로에서 최대 8주기 동안의 조사시험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로 재료의 4주기, 8주기 조사시험을 

위한 11M-20K와 11M-21K 캡슐이 그림 3.1.8과 같이 제작되었다[3.1.4]. 두 캡슐 내

에는 Be, Graphite, Zr 합금으로 제작된 조사성장, 인장, 경도, 팽윤 및 열확산도 측

정용 소형시편 등 각각 266개, 총 532개의 시편이 장입되었다. 또한 조사기간 중 온

도를 측정할 수 있는 K-형 열전대가 15 sets 설치되었으며, 조사후 중성자 조사량

을 평가하기 위한 중성자 조사량 계측기(Fluence Monitor; F/M)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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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하나로 저온 조사 시험용 연구로 재료 캡슐

  (2) 캡슐 내 연구로 재료 시편 

   기존 하나로 조사시험에서 경험한 재료들은 주로 원자로에 적용되는 원자로압력

용기, SMART 증기발생기 전열관 등으로 실제 조사가 진행되는 온도는 약 300 에 

이르기 때문에 중성자 및 감마에 의한 발열을 고려하여 조사시험 캡슐이 설계/제작

되었다. 이 캡슐에서는 시편의 온도 제어를 위해 캡슐 내부 헬륨가스 진공도를 조

절하고, 열매체에 히터를 장착하여 세부 시편온도를 제어한다. 연구로 재료의 경우 

조사온도 요건이 100  이하의 저온이기 때문에 중성자 및 감마 발열에 의한 시편

의 온도 증가를 냉각수로 억제해야 한다. 그림 3.1.9는 연구로 재료 조사 캡슐의 개

략도, 표 3.1.6에는 캡슐 내 시편 배치 및 수량을 나타내었다. 인장시편의 경우 

Graphite를 제외한 Zry-4와 Be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외에 조사성장 및 다양한 시

험을 하기위한 소형시편이 포함된다. 그림 3.1.10에는 표 3.1.6에 표시된 각 단에 장

착된 시편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표 3.1.6 연구로재료 조사시험 캡슐 각 단별 시편배치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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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연구로 재료 조사시험 캡슐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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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 (Bottom)

    

 2단                        3단

   

    4단                      5단(Top)

그림 3.1.10 캡슐 내 각 단별 조사시편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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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1∼3.1.15는 캡슐 1단에 장착된 시편을 시편용기 및 부품과 함께 나타

낸 사진이다. 각 단에 장착되는 Zry-4와 Be의 경우, 조사시험 시 냉각수에 노출되

었을 경우에도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시편의 온도상승을 억제하

기 위해서 시편 용기에 구멍을 뚫어 냉각수에 의한 시편냉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Graphite의 경우 시편의 건전성이 보증되지 않기 때문에 냉각수를 이용한 

시편의 냉각은 고려하지 않아, 시편을 냉각수와 격리하여 장착하였다. 조사시험 시 

진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시편 용기 내부에 스프링을 삽입하였다. 

캡슐 설계/제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구로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11M-20K, 

11M-21K) 설계/제작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3.1.4].

그림 3.1.11 인장시편, 부품, 용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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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Graphite 조사성장 시편, 부품, 용기 사진

그림 3.1.13 조사성장 시편, 부품, 용기 사진



- 51 -

그림 3.1.14 소형 시편, 부품 및 용기 사진

그림 3.1.15 Fluence monitor, 온도측정용 시편, 부품 및 용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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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시험 시편 온도 측정을 위한 계장

   조사시험 중 시편의 온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편에 hole 등을 가공해야 

하지만, 이는 시편의 건전성과 IMEF에서 있을 각종 실험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

리기 때문에 조사시편의 온도는 간접적으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각 단의 210o 방향

에 위치한 중성자 조사량 측정용 fluence monitor를 위한 용기에 각 단의 인장시편

과 동일한 재료인 dummy 봉을 넣고 2개의 열전대를 설치하여 조사시험이 진행되

는 동안의 조사온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각 단의 인장시편 spacer에도 인장시편과 

동일한 재질이고 가공이 가능하므로 이곳에도 1개의 열전대를 설치하여 조사온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각 단에서 3 부분의 조사온도를 조사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측

정할 수 있었다. 그림 3.1.16은 11M-20K의 1단에서 열전대를 설치한 사진이다.

그림 3.1.16 11M-20K 1단에서 열전대 설치 사진

   위의 방법으로 11M-20K와 11M-21K에는 각각 15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었으며, 

조사시험 중 이 온도 신호에 의해 조사온도 요건을 만족하는 여부가 확인되었다. 

각 열전대는 조사시험 중 번호가 T/C 1번에서 15번까지 부여된다. 표 3.1.7에는 각 

열전대의 설치 정보(위치 및 재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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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연구로 재료 조사시험 열전대 설치 사항

　 열전대 no. 설치 위치 및 설치 재료

1단(Bottom)

T/C 1 온도 측정 dummy봉 하단 (Be)

T/C 2 온도 측정 dummy봉 상단 (Be)

T/C 3 인장시편 spacer(Be)

2단

T/C 4 온도 측정 dummy봉 하단 (Zry-4)

T/C 5 온도 측정 dummy봉 상단 (Zry-4)

T/C 6 인장시편 spacer(Zry-4)

3단

T/C 7 온도 측정 dummy봉 하단 (Be)

T/C 8 온도 측정 dummy봉 상단 (Be)

T/C 9 인장시편 spacer(Be)

4단

T/C 10 온도 측정 dummy봉 하단 (Be)

T/C 11 온도 측정 dummy봉 상단 (Be)

T/C 12 인장시편 spacer(Be)

5단(Top)

T/C 13 온도 측정 dummy봉 하단 (Zry-4)

T/C 14 온도 측정 dummy봉 상단 (Zry-4)

T/C 15 인장시편 spacer(Zry-4)

다. 저온 조사캡슐의 하나로 조사시험

   연구로 재료 조사시험을 위해 제작된 11M-20K와 11M-21K는 각각 4주기와 8주

기 동안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이 수행되었다. 11M-20K는 CT 조사공에서 4주기 연

속으로 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11M-21K는 초기 4주기 조사시험을 IR2 조사공에

서 수행한 후, 11M-20K가 인출된 CT 조사공으로 자리를 옮겨 8주기까지 조사시험

을 수행하였다. 그림 3.1.17은 하나로 CT 및 IR2 조사공에 장전된 11M-20K 및 

11M-21K의 사진을 보여준다. 11M-20K는 보호관 가지가 하나로 북쪽을 기준으로 

하여 8시 방향으로, 11M-21K는 11시 방향으로 장전되어 조사시험 되었다. 

11M-21K 캡슐은 초기 4주기 조사 후 CT 조사공으로 옮겨져 8시 방향으로 장전되

어 나머지 4주기 조사시험이 수행됨으로써 총 8주기의 조사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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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11M-20K와 11M-21K의 하나로 장전 사진

   조사시험 캡슐 장전 후 조사시편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의 신호선은 하

나로 상부 작업공간에 있는 Junction Box(J/B)를 통해 제어장치로 연결된다. 연구로 

재료 조사시험에서 시편의 온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어장치는 온도 측

정용으로만 사용되었다. 11M-20K와 11M-21K는 각각 15개의 열전대가 장착되어 

있어 캡슐 각 단의 온도 측정용 Be 및 Zry-4 시편 온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J/B를 

통해 하나로 작업구역에 위치한 제어장치 VHC-M1과 VHC-M3으로 도달한 신호는 

데이터로 저장되며, 이는 제 3연구동에 있는 원격장치인 VHC-R1과 VHC-R2에도 

전송되고 저장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연구로 재료의 온도측정 테이터를 수시로 감

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하나로 운전 중 매일 주기적으로 시편 온도 변화를 감시하

고 기록하였다.

   하나로 최초의 저온 조사시험용 11M-20K 및 11M-21K 캡슐은 하나로 CT 및 

IR2 시험공에 설치되어 4주기(112일) 및 8주기(224일) 동안 성공적으로 조사시험되

었다. 조사기간 동안 캡슐내 시편은 그림 3.1.18과 같이 36∼56 의 저온으로 유지

되었으며, 시편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최대 2.0x1021 n/cm2 (E>1.0MeV)의 값을 가

질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시험후 조사재시험시설에서 조사특성 평가시험을 통해 

생산될 자료들은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연구로 사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재

료 조사성능 database로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연구로 사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저온 조사용 캡슐 기술은 향후 연구로 핵심재료 조사시험은 물론 저온조사 조건이 요

구되는 중성자를 이용한 첨단소재의 성능향상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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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하나로 최초 저온 조사 시험용 캡슐 시편의 조사온도 변화 

   11M-20K가 조사시험 된 하나로 운전주기에서 측정된 조사 시편의 온도와 하나로 출

력, 제어봉 위치를 조사된 각 운전주기의 조사 기간 동안 그림 3.1.18과 같이 매주기 나

타내었으며, 그림 3.1.18은 11M-20K 캡슐의 83주기(2주기) 조사시험 데이터이다. 각 운전

주기 마다 원자로의 정지가 다소 발생하였지만, 조사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하나로 

운전 정지 중에는 펌프의 기동 여부 및 하나로 노심 작업으로 인하여 온도 변화가 관찰

되었는데, 하나로 운전 정지 중 측정된 조사 시편의 온도는 50  이하였다. 하나로 운전 

중에는 하나로 주기초, 주기말 운전에 따른 축방향 위치별 flux 변화로 인하여 조사 시편

별 온도 변화가 다소 관찰되었지만, 측정된 조사 시편의 온도는 60  이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조사시험 요건인 100 이하의 조사시편 온도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다. 조

사시험 중 시편의 온도는 표 3.1.8의 범위에서 유지되었으며, 비교적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였다. 즉, 시편의 재질이나 형태 등에 무관하게 시편목표온도인 100  이하의 

낮은 조사온도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실제 조사과정에서 최대온도인 

63 를 보인 2단에 설치된 T6 열전대의 경우 4주기 조사시험 기간 동안 48-53 , 

47-50 , 49-52 , 52-54  온도 범위를 보임으로서, 일반적인 재료 캡슐에서 나타

나는 핵연료 및 제어봉 연소 등에 따른 조사온도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나로 냉각수의 온도는 원자로 가동기간 동안 자체 시스템에 의해 항상 3

5 로 일정하게 조절되므로 저온 캡슐의 조사온도는 장기간 조사시험에서도 비교적 

균일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1M-21K 캡슐은 하나로 IR2 및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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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험공에서 각각 4주기씩 총 8주기동안 조사시험이 수행되었으며, 11M-20K 캡

슐과 유사한 조사거동을 나타내었다[3.1.5]. 결과적으로 저온시험용 조사캡슐 

11M-20K 및 11M-21K 캡슐은 조사시험 중 조사시편의 최대 온도는 70 이하로 측

정되어 설계온도인 100 이하의 조사온도 요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다. 

표 3.1.8 저온 캡슐의 조사온도 측정치

 * : 82주기 CT (φ>6.5mm, S/S tube, gap 실측, with slot)  

위치 시편(재질) 열전대 측정온도* 설계온도

5단

(위)

Rod(Zry4) T14 40-43

인장(Zry4) T15 48-55

Rod(Zry4) T13 46-53

4단

Rod(Be) T11 39-42

인장(Be) T12 39-42

Rod(Be) T10 42-45

3단

Rod(Be) T8 40-42

인장(Be) T9 40-42

Rod(Be) T7 46-48

2단

Rod(Zry4) T5 39-41

인장(Zry4) T6 48-53 <  63

Rod(Zry4) T4 40-42

1단

 (아래)

Rod(Be) T2 36-39

인장(Be) T3 36-38

Rod(Be) T1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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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 조건 조사기술 개발

가. 고온조사재료 검토 및 계획 수립     

   미래원자력 시스템으로 개발 중인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초고온가

스로(VHTR)의 운전 온도는 현재의 상용 원자로인 경수로 보다 월등히 높다

[3.1.6]. 특히, 초고온가스로(VHTR)는 원자로 출구 온도가 950 로 예상되므로 

Al을 열매체로 사용한 표준형 재료캡슐은 고온재료의 조사시험에 적합하지 않

다. 이에 따라, 고온재료 조사시험을 위해 캡슐을 고온시험에 적합한 구조로 변

경하는 것이 필요하다[3.1.7-3.1.8]. 최근까지 고온 조사시험용 캡슐을 개발하기 

위해 700  이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캡슐에 대해 내부를 이중구조 설계로 하

고 시편홀더와 계장기기의 재질 변경을 검토하였다. 이중구조로 하는 이유는 시

편홀더를 Ti, W 등의 재질로 할 경우 고온에는 견디지만 가공성이 떨어지므로 

외표면에 열전대나 히터선을 장착하기 위한 홈을 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

부는 고온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하고, 외부는 가공성이 좋은 재질로 하기 위함

이다. 이번 단계에서는 VHTR 재료시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1,000 까지 조사

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캡슐을 개발하고 있다. 이 캡슐도 시편홀더를 이중구조

로 하여 내부에는 고온에서 견디는 재질, 외부에는 가공성과 열전도도가 좋은 

재질을 선택한다. 

  (1) 중저온 캡슐의 열매체 

   현재까지 개발된 재료캡슐은 700 까지의 조사시험에 사용될 수 있는 중저온용 

캡슐이다. 이 캡슐의 열매체로 고온부에는 Ti 또는 graphite 재질, 저온부에는 Al 

재질을 사용하며 내부열매체는 시편홀더의 역할을 한다. 외부열매체는 시편에서 

발생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림 3.1.19와 같이 온도

제어를 위해 열전대와 히터를 장착하고 이들이 지나가는 홈을 만들어야 하므로 

가공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중저온용 캡슐로 개발된 캡슐에 

대한 온도해석 결과와 조사시험 측정결과는 표 3.1.9와 같다. 

  

그림 3.1.19 이중구조 캡슐 열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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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M-09K 캡슐은 시편 목표온도 500±10 , 최대온도 700  조건에서 조사시험

되었다[3.1.9]. 조사시험 시 측정된 외부열매체의 온도는 계산값보다 약간 낮은 경향

을 나타냈다. 11M-22K 캡슐은 목표온도 800±10 로 조사되었다[3.1.10]. 조사시험 

중 최대 938  조건에서 운전되었다. 조사시험 시 측정된 외부열매체의 온도는 계

산값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외부열매체의 온도가 측정에서 낮

게 나타난 것은 설계 시 온도비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와 실제 갭

에 차이가 있고, 열전대 설치 위치(열매체의 내외부)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

인다. 차기 실험에서는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부터 외부열매체의 온도를 예측하고 

실제 값과 비교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캡슐 단
γ 열량

(W /g)

내/외부

열매체

재질

갭(mm)
온도( )

Calculation 조사시험

내/외부

열매체

외부열매

체/외통
시편

외부

열매체
시편

외부

열매체

09M-09K

3 6 Gr/Al 0.15 0.19 549 324 551 231

4 6 Ti/Al 0.15 0.17 691 332 690 291

5 4 Ti/Al 0.15 0.18 500 296 515 270

11M-22K
1 5 Gr/Al 0.5 0.45 963 500 938 496

2 4 Ti/Al 0.2 0.5 826 510 795 397

표 3.1.9 외부열매체 온도 비교

  (2) 고온용 캡슐 Al 대체 열매체 재료 검토      

   외부열매체인 Al 재료의 대체 재료로 열전도율이 좋은 Cu, Fe, Ni 및 Zr 등을 

고려하였다. 상온에서 각 재료의 열전도율은 표 3.1.10과 같다. 외부열매체로 요구되

는 재료는 열전도율이 높고 가공성이 좋아야 한다. 이런 특성을 가진 재료 중 Cu는 

조사 후 장반감기 핵종인 Co 발생 등의 방사선 오염 정도가 커서 적합하지 않다. 

텅스텐은 높은 용융점(3,387 )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낮은 열팽창률, 고온에서

의 치수 안정성 등으로 고온구조재로 적합하지만 비중과 경도가 높아 상온에서 가

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Ni과 Fe 재료를 후보재료로 검토하였다. Ni은 열

중성자 흡수단면적(Al 0.23, Fe 2.5, Ni 4.4 barn)이 상대적으로 커서 열매체로 사용

할 경우 하나로의 반응도를 상당히 높이는 단점이 있다. 

   내부 열매체 재질로는 700  캡슐에서 사용 경험이 있는 Ti, W, Mo, V, Zr 등

을 고려하였다. Mo는 노외성능시험용 캡슐인 08M-10K 캡슐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

으며 가공이 매우 어렵다. W은 고온특성이 우수한 재료로 MIT(미) 원자로에서 고

온조사용 캡슐에 사용한 재질로 1,400  이상에서 조사되었다. 그러나 W은 가공이 

매우 어렵고 하나로에서 캡슐의 열매체 재질로 사용될 경우 반응도가 +12∼14mk로 

높아 하나로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1.11]. Ti은 네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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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서 고온조사의 열매체 재질로 사용된 경험이 있는 재질로 국내에서도 700 까

지 조사되는 캡슐에 사용되었다. Ti은 비중이 작고 상온에서 내식성이 우수하지만 

고온에서 내식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계적 성질까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Ti은 

열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에 대한 핵적 및 열적 특성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에 있는 초고온가스로(VHTR)의 in-core 재료로 그라

파이트가 사용될 계획이다. 그라파이트 재료는 고온에서의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고온 내구성 및 열전도성이 뛰어나므로 1,000  이상의 고온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

의 구조물로 사용된다. 그라파이트는 약 350  이하에서 방사선을 받으면 내부 에

너지가 축적되는 성질이 있다. 노심에 그라파이트를 사용할 경우 일정기간마다 내

부에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해 주어야 한다. 이 잠열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

시에 방출되면 연료가 녹거나 화재 등 심각한 사고를 유발한다. 또한 그라파이트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dimensions이나 기계적 특성이 변화되므로 장기적 사용 시 이

러한 특성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3.1.12]. 우리나라는 그라파이트를 감속재로 사용한 

경험이 없고 생산하지도 않기 때문에 설계 특성 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노심설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조사시험을 통한 특성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라파이트

를 열매체로 사용하는 것은 조사 특성을 파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바나듐(V)은 무르고 연성이 있으며 부식 저항성이 강하지만 660  이상의 온도

에서 쉽게 산화된다. 구조적으로 강하며, 중성자단면적이 작아 원자로 관련 시설에 

이용된다. 바나듐은 지르코늄보다 훨씬 비싸다. Zr은 열중성자에 대한 흡수단면적이 

금속재료 중 최소이고 내식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원자로 구조 재료, 핵연료봉 

피복재로 중요하게 사용된다. Zr은 고온에서 강도가 좋고 냉각재에 부식되지 않으

며, 방사성동위원소를 형성하지 않고 중성자에 의한 기계적 손상이 없다. 

   따라서, 1,000 까지 활용될 고온용 캡슐의 열매체로 외부는 Al 외에 Fe, Zr을 

고려하고 있으며, 내부는 이전 700  캡슐에서 사용한 Ti의 경우 고온 부식에 대한 

단점은 있지만 네덜란드와 이전 캡슐에서의 사용 경험을 토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고온에서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graphite나 Zr 재질을 추가 후보재질로 선정하여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 60 -

재질
k

W /m

ρ

kg/m3

Melting

T( )

경도

mohs

열팽창계수

(x 10-6)
비고

내부

Ti 21.9 4506 1668 6 8.6
가볍고 단단, 무독성 

고온내부식성 나쁨

Graphite ∼100
∼200

0
2-4 4-5

윤활, 절삭, 가공, 내식성

열전도 고온정밀도 우수

Zr 22.6 6520 1865 5.0 22.6
단단, 내부식성 우수

중성자단면적 최소

외부

Al 204 2707 660 2.75 23.1 가볍고 튼튼, 녹슬지 않음

Fe 73-80 7897 1538 4.5 11.8 흔함, 저가

Zr 22.6 6520 1855 5.0 22.6
중성자흡수단면적 최소

내식성

Ni 73 7897 1455 4.0 13.4
중성자흡수단면적 큼

단단, 연성, 산화반응 무

Cr 93 7897 1907 8.5 4.9 단단, 쉽게 산화, 독성, 유해

표 3.1.10 시편홀더 재료의 특성

나. 고온 조사장치 설계

   하나로에서 캡슐을 이용하는 조사시험은 주로 현재의 상업용원자로인 PWR의 

운전온도인 300  정도에서 수행되었었다. 캡슐 내부의 주요 부품인 열매체를 

Al으로 사용하였다. 최근 미래원자력 시스템인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SFR)

와 초고온가스로(VHTR)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이 원자로의 운전 온도에 상

응하는 고온용 캡슐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소듐냉각 고속로(SFR)는 노심 출

구온도가 550 이며 온도 제한치는 650 로 예상된다. 초고온가스로(VHTR)는 

초기 개념에 따르면 원자로 출구 온도가 950 로 예상된다. 

   고온용 계장캡슐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연합 이용자들이 요구한 시

편들이 장전되는 캡슐(13M-01K)의 일부 단(1∼3)에 고온용 시편을 장입하여 

이 부분의 온도를 올려 캡슐 부품 및 instruments들의 건전성을 조사하였다. 캡

슐 내부 구조는 상부는 이중열매체 구조, 하부는 단일열매체 구조로 하였으며, 히

터, 열전대 및 F/M 등 instruments들도 고온용과 표준의 중온용으로 사용하였다. 

당초 계획되었던 고온 조사용 모컵의 제작은 이 캡슐의 제작 및 조사시험에 의해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조사시험 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부분적인 모컵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조사 시편 

   캡슐의 1∼3단 시편은 같은 크기를 가진 STS 304L 재질로 제작하였다. 그림 

3.1.20과 같이 10x10x114mm 크기의 사각시편을 각 단별로 4개씩 총 12개 장입하였

으며, K7에는 C-C 시편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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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고온부 시편 STS 304L/carbon-carbon(K7)

   4∼5단에는 대학연합(동국대, 한양대 등)에서 조사시험을 요청한 Zirlo와 HANA 

시편이 장입되었다(그림 3.1.21 참조). 시편의 종류와 수량은 표 3.1.11과 같다.

학교 재질 형상 수량 조사온도( )

동국대
Zirlo

링 63 370∼380

판재 27 350(∼380)

HANA 링 60 370∼380

한양대 Zirlo 판재 32 350(∼380)

전체 

수량 

링 123

판재 59

표 3.1.11 4-5단 시편 종류, 수량 및 조사온도

그림 3.1.21 저온부 시편(링/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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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세설계 

  (가) 열매체 선정

    1-3단 열매체는 외부에 Al 및 Fe 내부에 Ti을 선정하였다. 4∼5단에는 Al 단일

열매체를 사용하였다. Ti 재질은 유럽 각국의 고온 조사시험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으며, 하나로에서도 Ti 열매체는 이미 07M-21K 

및 09M-09K 캡슐에서 후보 열매체로 선정되어 기술적 타당성과 노외성능 평가가 

수행된 바 있다. 각 단의 열매체 구조는 그림 3.1.22와 같다.  

그림 3.1.22 열매체 및 시편공(좌 1∼3, 5단/ 우 4단) 

  (나) 핵적 특성 계산[3.1.13]

   MCNP5로 임계도, 중성자속 분포, 중성자에 의한 발열량, 즉발 감마에 의한 

발열량 등을 계산하였다. 임계도 계산 결과는 표 3.1.12와 같다. 캡슐이 CT에 장전된 

경우는 CT 모델에서 캡슐이 완전 인출되고 그 자리가 물로 채워지는 경우를 기준으

로 하여 반응도를 계산하였다. 내부 열매체가 W(텅스텐)인 경우 캡슐이 빠지면서 주입

되는 반응도가 +12∼14mk로 하나로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 조건인 +12.5mk 보다 크

다. 따라서 임계도 관점에서 내부 열매체로 W(텅스텐)은 조사시험이 불가능하다. 

외부 시료가 Ni인 경우는 조사시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반응도가 최대 

10.08mk까지 나오므로 재고해야 한다.

    중성자속 계산 결과 외부열매체의 핵적 특성, 즉 Ni의 상대적으로 큰 열중성자 

흡수단면적(Al 0.23, Fe 2.5, Ni 4.4 barn)의 감속 능력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고속

중성자 조사량에는 열매체의 종류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 3.1.23은 제어

봉의 삽입 깊이에 따른 축방향 중성자속 분포를 나타낸다. 그 변화 경향은 제어

봉을 인출함에 따라 축방향 상부로의 중성자속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 63 -

상황 캡슐 종류 제어봉 위치 임계도 반응도 (mk) 비고

캡슐 장전

Al_Ti (Double media, 

Al-Ti)

Al_W (Double media, 

Al-W)

Fe-Ti

Fe-W

Ni-Ti

Ni-W

350 mm

0.97974

0.97283

0.97749

0.97274

0.97597

0.97191

 6.20

13.34

 8.51

13.44

10.08

14.30

불가

불가

관심

불가

Al_Ti (Double media, 

Al-Ti)

Al_W (Double media, 

Al-W)

Fe-Ti

Fe-W

Ni-Ti

Ni-W

450 mm

1.00609

0.99869

1.00333

0.99850

1.00174

0.99800

 5.17

12.62

 7.93

12.81

 9.53

13.32

불가

불가

관심

불가

Al_Ti (Double media, 

Al-Ti)

Al_W (Double media, 

Al-W)

Fe-Ti

Fe-W

Ni-Ti

Ni-W

550 mm

1.02718

1.02010

1.02463

1.01975

1.02280

1.01926

 5.26

12.23

 7.76

12.58

 9.56

13.07

불가

불가

관심

불가

캡슐 완전 

인출
CT 모델

350 mm

450 mm

550 mm

0.9858

1.0113

1.0326

09M-01K

D_Ti (Double media, 

Al-Ti)

완전인출

450 mm
1.0064

1.0115
5.0

표 3.1.12 임계도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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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제어봉의 위치에 따른 시편의 고속 중성자속 분포 (Al-Ti, CT)

 

   중성자 에너지 10-5 eV부터 20 MeV까지를 equal-lethargy 구간으로 나누어 중성

자 스펙트럼을 표현하였다. 그림 3.1.24는 각각 열매체 캡슐을 장전한 경우에 대하

여 모든 시편을 평균한 중성자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내부 열매체를 Ti를 이용하

였을 때와 동일한 스펙트럼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수 십 keV 영역에 있는 Ti 공명의 

효과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한번 언급을 하였듯이 외부열매체의 핵

적 특성 즉 Ni의 상대적으로 큰 열중성자 흡수단면적의 감속 능력으로 인하여 열중성자 영

역에서는 외부 열매체에 따른 시편 스펙트럼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고속중성자 영

역에서는 외부 열매체에 따른 시편 스펙트럼의 차이가 크지 않음이 잘 나타나고 있

다.  한편 제어봉의 위치는 스펙트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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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열매체의 종류에 따른 시편의 중성자 스펙트럼

   표 3.1.13은 시편의 발열량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중성자 및 즉발 감마, 지발 감

마에 의한 발열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중성자에 의한 발열은 2∼3% 정도에 불과

하다. 총 부품에 대한 발열량은 표 3.1.14에 나타나 있다. 시편과 캡슐 외통의 발열

량은 크지는 않지만 외부 열매체의 종류에 약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캡슐 내부 구조물 중에서 아래, 위의 반사체나 중간의 insulator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열매체(holder) 발열량은 열매체 종류에 따라 좀 더 큰 차이를 보인

다. 내부 구조물의 총 발열량은 Ni-Ti 캡슐에서 41.6 kW로 가장 크고 Al-Ti 캡슐이 20.3 

kW로 가장 작다. Al, Fe, Ni 각각의 단위 무게당 발열량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캡슐에 들어있는 총 질량의 차이로 총 발열량은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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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구간 

(cm)

발열량 (W /g)

제어봉 450mm

D_Ti[과거자료] Al_Ti Fe_Ti Ni_Ti

-32.85 -30

-30 -27.15

-27.15 -24.3

-24.3 -21.45

-20.45 -17.6

-17.6 -14.75

-14.75 -11.9

-11.9 -9.05

-8.05 -5.2

-5.2 -2.35

-2.35  0.5

 0.5  3.35

 4.35  7.2

 7.2 10.05

10.05 12.9

12.9 15.75

16.75 19.6

19.6 22.45

22.45 25.3

25.3 28.15

3.5 

4.1 

4.6 

5.1 

 

5.7 

6.0 

6.3 

6.4 

 

6.5 

6.5 

6.4 

6.1 

 

5.8 

5.5 

5.1 

4.6 

 

4.0 

3.6 

3.2 

2.7 

3.6

4.2

4.7

5.1

5.7

6.1

6.3

6.4

6.5

6.4

6.4

6.2

5.8

5.5

5.1

4.6

4.1

3.6

3.2

2.7

3.0

3.5

3.9

4.4

4.9

5.1

5.4

5.5

5.5

5.5

5.4

5.3

5.0

4.6

4.3

3.9

3.5

3.1

2.7

2.3

3.0

3.3

3.7

4.2

4.7

4.8

5.0

5.2

5.3

5.2

5.1

4.9

4.7

4.3

4.0

3.7

3.3

2.8

2.5

2.2

총발열량 (kW) 9.32 9.36 7.93 7.50

표 3.1.13 시편의 발열량 분포(제어봉 4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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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발열량 (kW )

제어봉 450mm 제어봉 350mm 제어봉 550mm

D_Ti Al_Ti Fe_Ti Ni_Ti Al_Ti Fe_Ti Ni_Ti Al_Ti Fe_Ti Ni_Ti

시편

내부 구조물

외통

 9.3

20.1

 9.2

9.36

20.3

9.25

7.93

36.1

8.52

7.50

41.6

8.51

9.18

20.1

9.13

7.83

35.8

8.42

7.38

41.2

8.42

9.40

20.4

9.27

7.94

36.3

8.52

7.51

41.8

9.55

합계 38.6 38.91 52.55 57.61 38.41 52.05 57 39.07 52.76 57.86

표 3.1.14 캡슐 총발열량   

다. 조사장치 설계 및 안전성 평가

  (1) 계산코드 비교

    하나로에서 캡슐 설계에는 GENGTC 코드[3.1.14]가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GENGTC로 설계한 캡슐들의 data base가 축적되어 있어 설계에 유용하게 사용되

고 있지만, GENGTC 코드는 1차원 계산이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후 2차원 계

산을 통해 보다 정밀한 계산을 하기 위해 ANSYS 코드[3.1.15]를 사용하여 온도계

산을 수행한 후 GENGTC 코드 및 실제 조사온도와 비교를 통해 계산에서의 정밀

도를 향상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  

   GENTC와 ANSYS의 기본적인 차이는 GENGTC는 1차원 코드이고 ANSYS는 

2∼3차원 계산을 할 수 있는 코드다. 온도계산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점은 

GENGTC는 온도변화에 의한 열팽창을 고려하지만 ANSYS는 열팽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GENGTC는 1차원 계산에서는 매우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지만 2

차원 형상에서는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1차원으로 변경해야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상에 대해서도 온도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ANSYS와  같은 다

차원 계산을 수행하는 코드가 필요하다. 그러나 ANSYS는 기본적으로 열팽창을 고

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보통의 온도계산에 있어서 이 차이는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캡슐 온도는 열매체와 외통과의 갭에 의해서 결정되

며, 이 갭은 0.1mm 정도로 열매체의 열팽창이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

서 온도계산에서 열팽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ANSYS는 자체적으로는 열팽

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코드계산에 의지할 경우 갭이 커서 온도가 실제

보다 매우 높게 계산된다. 따라서 온도에 의한 팽창을 수동으로 계산하여 코드에 

입력하므로써 정확한 예측이 되도록 하였다. 단순한 1차원 형상에 대해 ANSYS 계

산에서 열팽창을 고려한 결과와 GENGTC 계산값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모델 형상

   온도비교를 위해 그림 3.1.25와 같이 단순형상을 선택하였다. 모델 재질의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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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표 3.1.15와 같다. 

그림 3.1.25 코드 비교를 위한 모델

- 시편 : STS304, 직경 10mm

- 열매체 : Al, 직경 ∼27.91mm

- 외통 : STS316, 내경 28/외경 30mm

Heating rate(W /g)
Heat generation density

(W /m3)(x106)

3단 

시편

STS304

열매체

Al

외통

STS316

시편

STS304

열매체

Al

외통

STS316

3.2 2.7 3.0 25.28 7.29 23.70

표 3.1.15 모델 재질 발열량

  (나) ANSYS 및 GTEGTC 계산

   - 열전달계수(h)는 30,300W/m2 [3.1.16] 

목표온도 400 일 때 ANSYS로 열팽창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갭을 구하였다. 

ANSYS에서 열팽창을 고려하여 계산한 actual 갭에서의 온도는 표 3.1.16과 같다. 

이 갭에서 GENGTC로 계산을 한 결과는 표 3.1.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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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갭 온도( ) 비고

actual cold 시편 열매체 외통 ΔL = L0αΔT 

L0 = 28mm

ΔT=192

α=23.3μm/m

0.09 0.23 401
232

(평균 227)
41

표 3.1.16 ANSYS에 의한 갭(시편이 400 가 되는)

외통갭 온도( ) 비고

갭 시편 열매체 외통

0.23 393 239 41

표 3.1.17 갭 0.23mm에서 GENGTC에 의한 온도 계산

   결과적으로 온도에 의한 열팽창을 고려하여 ANSYS로 계산한 온도값은 

GENGTC에 의해 계산한 값과 2% 내의 오차 범위에서 일치하였다. 

  (2) 외부 열매체 온도평가 

    온도계산을 위한 발열량은 위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어봉 450mm에서의 발열량 

값을 사용하였다. Al 대신 외부열매체의 후보 재질로 Fe와 Ni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각각에 대하여 발열량을 구하였다. 내외부 열매체가 Ti/Al인 경우의 발열

량 표 3.1.18과 같다. 앞의 열해석 모델에 대하여 ANSYS 프로그램으로 온도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열매체 내/외부 간극 및 외부열매체/외통 간의 간극을 조절하면

서 목표 시편온도에 가까워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온도분포 해석을 수행하였다.

단 y-좌표

(cm)

γ-Heating rate(W /g)
Heat generation density (W /m3)(x 106)

시편 Holder
외통

SS316L
시편

SS304

holder 외통

SS316
SS304 In(Ti) Out(A l)

In(Ti) Out(A l)

1 22.45 3.2 3.1 2.7 3.0 25.28 13.98 7.29 23.70 

2 10.05 5.1 4.9 4.4 4.8 40.29 22.10 11.88 37.92 

3  0.5 6.4 6.2 5.5 6.0 50.56 27.96 14.85 47.40 

4 -14.75 6.1 5.9 5.2 5.8 48.19 26.61 14.04 45.82 

5 -27.15 4.2 4.0 3.6 4.0 33.18 18.04 9.72 31.60 

표 3.1.18 내외부 열매체가 Ti/Al인 경우 발열량(제어봉 4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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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19에 내/외부 열매체가 Ti/Al인 경우에 대해(시편 목표온도 1,000 ) 3단

에서 내/외부 열매체 간극과 외부열매체/외통 간의 간극을 정하여 온도계산을 하였

다. 0.4KHe, 1atm일 때 온도가 높게 산정되어 이 진공도에서 목표온도에 맞추기는 어

렵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4단과 5단에 배치되는 대학연합 시편 설계에서도 목표온

도에 맞추기 위해 진공도 기준을 0.6KHe, 1atm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온부 설계에서도 

설계기준 진공도를 0.6KHe, 1atm로 하였다.  

   ANSYS 계산에 의하면 내/외부 열매체 간극 0.2mm, 외부열매체/외통 간극을 

0.25mm일 때 시편 온도가 최대 1,033 에 도달되며 이때 외부 열매체의 최대 온도

는 633 다(그림 3.1.26 참조). 이 온도는 melting point 에 근접한 온도로 불안정 상

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온도는 진공도 0.6KHe, 1atm에서 계산한 값으로 조사시험 

중 진공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진공도를 조금만 더 낮추더라도 Al 열

매체가 melting point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Al을 열매체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 y-좌표

(cm)

내/외부

열매체 

간극

(mm)

외부열매

체/외통 

간극

(mm)

0.4K He, 1atm 0.6K He, 1atm

He 1atm

최대온도( )

시편
외부

열매체
시편

외부

열매체
시편

외부

열매체

3
 0.5

(-2.35 to 0.5)

0.2 0.32 1547 973 1142 744 816 532

0.2 0.30 1506 933 1110 712 800 510

0.2 0.25 1400 826 1033 633 760 455

표 3.1.19 내외부 열매체가 Ti/Al인 경우 간극과 온도

   

그림 3.1.26 Ti(내부)-Al(외부) 이중열매체 캡슐 고온 온도 분포(0.6KHe, 1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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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 열매체가 Ti/Fe인 경우 내부 열매체의 간극은 0.2mm로 고정하고 외부

열매체/외통 간의 간극을 변경하면서 온도를 계산하였다. 먼저 발열량이 가장 높은 

3단에서 갭을 설정하고 온도를 계산하였다. 3단에서는 외부열매체/외통 간의 간극이 

0.16mm일 때(0.6KHe, 1atm)시편이 목표온도에 도달되었다. 이때 외부열매체 재질이 

Fe 이므로 melting과는 관계가 없다.

  (3) 캡슐 고온부 설계 

   시편과 열매체의 간격은 0.1mm로 하였다. 시편의 목표온도를 1,000oC로 할 경우 

외부열매체의 온도가 melting point 근처까지 올라갈 것에 대비하여 내/외부 열매체

의 간격과 외부열매체/외통의 간격을 조절하여 온도 변화를 계산하였다. 캡슐 외통 

표면에서의 열전달 계수는 30.3×103 W/m2 oC, 외통 주변 냉각수의 온도 33oC를 경

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 

   13M-01K 캡슐의 제작 시에는 1∼2단에 Ti/Al, 3단에 Ti/Fe 열매체를 사용하였

다. 이때의 발열량은 표 3.1.20과 같다. 열매체의 열팽창률을 고려하여 ANSYS에 의

해 수행한 온도계산은 표 3.1.21과 같다. 내/외부 열매체가 Ti/Al인 경우에 1단에서 

Al 열매체의 온도가 최대 745 에 도달하게 된다. Al 열매체의 온도는 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갭을 크게 할 경우에는 Al의 온도가 매우 높은 온도로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고온 캡슐에서 Al을 열매체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

y-좌

표

(cm)

γ-Heating rate

(W /g)

Heat generation density 

(W /m3)(×106)

시편 

STS 

304

내측 

열매

체 Ti

외측 

열매체 

A l/Fe

외통 

STS 

316

시편 

STS 

304

내측 

열매

체 Ti

외측 

열매체 

A l/Fe

외통 

STS 

316

1 

(Ti/Al)

22.45 

∼ 

25.3

3.2 3.1 2.7 3.0 25.28 13.98 7.29 23.70

2 

(Ti/Al)

10.05 

∼ 

12.9

5.1 4.9 4.4 4.8 40.29 22.10 11.88 37.92

3 

(Ti/Fe)

-2.35 

∼ 

0.5

5.4 5.1 5.4 5.6 42.66 23.00 42.50 44.24

표 3.1.20 발열량 (제어봉 4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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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cold 

gap

(mm)

계산 

갭

(mm)

He 

압력

위치별 온도 ( )
α

(μm/m )

ΔL 

(mm)시편
내측 

열매체

외측 

열매체
외통

1 

(Ti/Al)
1.04 0.45

0.4K 1015 967 745 52 29.769 0.59

1atm 580 540 398 52

2 

(Ti/Al)
0.60 0.18

0.4K 1017 940 565 63 28.012 0.42

1atm 608 545 311 63

3 

(Ti/Fe)
0.49 0.08

0.4K 1051 968 562 87 27.985 0.41

1atm 652 588 336 87

표 3.1.21 온도 계산 결과 및 보정 길이

 늘어난 길이 ΔL = L0αΔT (L0 = 28 mm)

  (4) 안전성 검토 

    단일채널시험루프에 임시 설치된 캡슐 내의 He 가스 압력과 히터 출력을 

변화시켜 노외 승온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본 시험에서는 그동안의 히터 

손상에 대한 대책으로[3.1.17], 히터가 2.9kW 히터 출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히터 

출력을 모두 95% 이하로 개별 조절하였으며, 1.8kW 목표의 반 출력의 경우 약 

70% 히터 출력 범위에서 도달하였다. 시험 결과 He 압력은 760과 36 torr 

조건으로, 히터 출력은 5단 모두에 대해 반 출력(1.8kW) 및 최대 출력(2.9kW 

이하) 조건으로 시험하였는데, 시편온도는 300  이하의 온도로 조절되었다. 

그림 3.1.27에 노외 승온시험 결과가 나타나 있다.  

그림 3.1.27 13M-01K 노외 승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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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시험 성능평가

  (1) 조사시험 전 성능 확인

    캡슐을 조사시험하기 전 내부에 장착된 히터 및 진공도에 대한 성능확인 시험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1.28 및 표 3.1.22와 같다. 이 실험에서 진공도와 

히터 파워를 변화시켰을 때에서 온도 변화의 변곡 상태를 명확히 관찰할 수 있었

다. 결과적으로 장착된 히터와 캡슐 내부로 헬륨을 공급하고 배기시켜 진공을 유지

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1.28 13M-01K 가동 전 히터 및 진공도 성능확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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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진공도 히터출력 TC3 TC5 TC8 TC10 TC12

8:40 760 0 35 36 36 33 33

8:50 760 0 35 36 36 33 33

9:00 760 0 35 36 36 33 33

9:05 760
30%

900W
62 55 47 48 48

9:14 760 50% 86 92 70 70 72

9:18 400 50% 88 95 72 72 73

9:23 200 50% 92 100 75 75 76

9:31 100 50% 99 109 81 81 82

9:39 50 50% 112 122 91 91 92

9:42 100 50% 106 115 86 86 87

9:46 200 50% 96 103 78 78 80

9:49 400 50% 90 97 73 73 75

9:55 760 50% 87 94 71 71 73

10:01 760 0 37 37 36 36 33

표 3.1.22 13M-01K 가동 전 히터 및 진공도 성능 확인시험 data

  (2) 하나로 조사시험

   13M-01K 캡슐의 조사시험은 하나로 운전 92주기와 93주기 2주기 동안 조사시

험되었다. 하나로 92기 운전은 2014년 1월 27일-2월 24일까지 846.42MWD, 93주기 

3월3일-2014년 3월31일 848.07MWD 운전되었다. 각 단의 목표 온도는 표 3.1.23과 

같이 설정되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운전되었다.

단

설계 온도

(Top/Bottom)

( )

이용자 

요구 온도( )

4단시편 온도에 

따라 변화된 

목표 온도( )

조사시험 온도

( )

1 730/690 (*고온시험) 750 600-818

2 810/795 (*고온시험) 770 696-933

3 590/595 (*고온시험) 700 730-854

4 460/470 350-400 350-400
(인장시편)350±20

(링시편)360±20

5 455/460 350-400 350-400 350-380

표 3.1.23 운전 중 11M-22K 캡슐 설정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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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험 시 캡슐 내 진공도, 히터 출력, 원자로 출력 및 온도, 압력 등의 상태가 

그림 3.1.29에 나타나 있다. 

그림 3.1.29 13M-01K 캡슐 92주기 조사시험 중 시편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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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M-01K 캡슐의 온도는 이용자 시편이 장입된 4-5단 위주로 조정되었으며 다른 

단에서는 고온시험용으로 4-5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셔 임의로 올릴 수 

있는 온도까지 올렸다. 대학연합 시편이 있는 4단의 경우 이용자 요구 온도는 

350-400 였다. 열전대와 링시편의 온도는 차이가 나는데 계산에 의하면 약 120

의 온도차가 있었다. 이 온도차를 감안할 경우 진공과 히터의 조작없이 도달한 평

균온도가 약 368 였다. 히터와 진공 조절에 의해 온도를 올려 454-465 로 제어하

여 유지시켰다. 이때 캡슐의 진공도는 30-50torr, 히터는 40-80%(800-1800W) 범위

에서 조절되었다. 5단의 경우 봉 중앙에서의 온도는 441-446 로 유지되었다. 이때 

링시편의 온도는 약 420-430 로 평가되었다. 

   조사시험 기간 동안 각 단 시편의 평균온도는 1단 600-799 /2단 751-902 /3단 

745-884 였다. 본 캡슐의 설계온도는 1단 730-690 /2단 815-795 /3단 590-595

로 각 단에서 시편의 실제온도는 설계온도보다 높았다. 2단의 온도는 고온 캡슐의 

최종 목표 온도인 1,000 에 육박하는 온도로 추후 개발할 고온 캡슐에서의 건전성

과 안전성을 예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  고온용 F/M, 브레이징 기술개선

  (1) 고온용 F/M(Fluence Monitor) 기술개선

   기존에 사용하던 F/M은 직경 0.125㎜의 wire 형태로 fast neutron은 Fe, Ni, Ti 

wire를 사용하였으며, thermal neutron은 Ag, Nb wire를 사용하였다. Fe, Ni, Ti 시

편을 Al tube에 넣고 양 끝단을 막아 시편이 빠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것을 Al 

캡슐에 넣어 2차 케이싱을 하였다. 그러나 Al은 녹는점이 660 이므로 1,000  이상

의 고온 환경에서는 적용이 불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F/M 도입이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F/M 설계 시 외장 캡슐은 방사화가 최소로 되면서 높은 영역의 녹는점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NRG(네)에서 수행하는 고온용 F/M은 Fe, Ni, Ti 시편을 quartz mini-tube에 넣

고 시편의 melting에 대비하여 밀봉한다. 이 quartz mini-tube는 충격에 의해 깨지

지 않도록 하기 위해 STS tube 케이스에 넣는다. NRG에서는 Ti 시편은 융점이 

1,600 로 높아 quartz tube에 넣지 않으며, 외부 케이스로 φ2x20mmL STS tube를 

사용한다. NRG에서 사용하는 고온용 F/M 방식은 그림 3.1.30(좌측)과 같다. NRG 

방식은 시편을 quartz와 STS 케이스에 넣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온도의 급격한 변

동으로 시편이 melting 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부피가 상당히 커지므로 하나로에

서 개발 중인 고온용 F/M에 적용할 경우 캡슐에 장착이 어렵다. 하나로에서는 70

0  조사캡슐에 Fe, Ni, Ti과 같은 시편을 단순히 quartz에 넣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장입하였다[3.1.18]. 이때 quartz와 STS 케이스 재질 중 방사화가 적게 되는 quartz 

재질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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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700  캡슐 조사경험을 통해 F/M 케이스를 단순히 quartz로 하면 충격

에 약해서 조사후 캡슐에서 꺼내거나 운반할 때 파손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하나

로의 1,000 의 고온용 캡슐에는 단순 quartz 케이싱으로 하지 않고 NRG의 개념과 

같은 이중 케이싱으로 한다. 실제로 고온 시험을 한 13M-01K 캡슐 상부에 시편 

wire를 quartz 케이스에 넣고 Zr 박지에 싸서 이중 케이싱을 한 F/M을 넣어 조사

시험하였다. 고온용 F/M의 모습은 그림 3.1.31과 같다. F/M wire를 quartz tube에 

넣을 때는 He 분위기로 하거나 진공으로 하여 시편의 산화나 물성이 변화를 방지

하고 quartz 케이스 내부가 방사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30 고온용 F/M(좌 NRG/우 하나로 700  조사캡슐) 

고온용

중온용

중온용-Al foil에 쌈

고온용-Zr foil에 쌈

그림 3.1.31 중/고온용 F/M 케이싱

   

   

  (2) 고온용 계장기기 선정 

   고온 조사시험을 위하여 표준형 캡슐에 사용된 STS 304L sheath 재질의 열전대

와 히터를 inconel과 STS 310 sheath 재질 열전대와 히터로 변경하였다. 표준형 캡

슐에 사용된 열전대와 히터는 STS 304L sheath 재질로 되어 있으며 700 까지의 

온도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sheath를 inconel과 STS 310 재질로 바꾸면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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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내구성을 가진다. 고온용 캡슐에 사용될 instruments는 sheath가 고온에 적합

한 재질인 inconel과 STS 310 중에서 STS 310 재질을 선정하였다. Inconel 재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브레이징 작업 중 고온 가열에 의해 sheath가 파손되는 경우

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브레이징 작업 중 sheath의 파손은 고온용으로 제작된 

09M-09K 캡슐에서 발생되었는데, 그후 수차례의 브레이징 시험을 거쳐 STS 310 

재료로 된 sheath를 사용하면 1,400  정도의 브레이징 불꽃 온도에서도 파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바. 브레이징 기술개선

    기존 브레이징 방식인 LPG+산소 방식은 불꽃 온도가 1,427  이상으로 모재의 

용융온도 이상에서 작업하게 되어 브레이징에 적합한 온도가 아니다. 브레이징은 모

재를 녹이지 않고 접합해야 하므로 STS 304의 용융점(∼1,400 ) 이하에서 브레이

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꽃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탄가스와 토치를 사

용하면 1,300  이하가 된다. 이 온도로 STS 304와 inconel 재질 두가지 모두 1분 

15초 동안 가열하더라도 모재에 손상이 없었다. 이때 사용한 토치(62x75.5x155mm, 

burn time 20분, flame 1,300 )는 산소용접기와는 다른 소형이었지만 브레이징을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고온용 계장기기를 사용한 캡슐에서는 브

레이징을 할 때 불꽃 온도를 1,30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재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상부에 있는 top end plug와 여기를 통과하는 5

개의 히터 선, 14개의 열전대(thermocouples)의 MI cable 사이의 접합은 LPG를 이

용한 torch 방식을 이용하여 접합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3.1.24 참조). 이러한 수동 

torch 방식은 불꽃 위치에 따라 온도차이가 발생되는데 작업자의 숙련도(화염위치, 

가열시간 조절 등)에 따라 열전대와 heater의 sheath가 파손될 수 있고, 산화에 의

해 접합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림 3.1.32와 같이 

brazing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도가열 브레이징 기술(그림 3.1.33 참조)

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3.1.32 캡슐 top end plug와 수동 브레이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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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33 유도가열 브레이징

   유도가열 브레이징(Induction brazing)은 가열코일에 고주파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가열코일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유도전류를 생성시키는 방법이다. 유도가열 깊이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가열되는 깊이는 작아지는데 가열깊이는 주파수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 방법은 코일과 물체의 설계와 열효율이 좋으며 단시간에 국부가열

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진공 또는 불활성 분위기에서도 가능하다. 물체 크기에 

따라 다른 코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모재의 변형이나 변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산화가 적고 모재의 열영향 부위가 적다.

   캡슐의 조립과정에서 유도가열 브레이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료캡슐 상

부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캡슐의 top end plug는 관통홀 1개에 

열전대 3개와 히터 1개가 통과한다. 이 관통홀에서 열전대와 히터 다발의 브레이징

을 위해 튜브 사이사이 틈새에 용가재 합금을 끼워 넣고 flux를 발라 준 후 용접사

가 토치불을 수동으로 조절하여 용가재 합금을 녹여 브레이징한다. 이때 용접사의 

숙련된 솜씨와 경험으로 불꽃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도가열 브레이징이 적용되는 캡슐의 top end plug는 그림 3.1.34와 같이 설계

되었다. 이 부품의 재질은 STS 304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전대와 히

터의 신호선들이 top end plug 주위에 있는 구멍에 1개씩 끼워진다. 관통구와 신호

선 사이의 간격은 실험을 여러차례 수행하여 최적의 간격을 정해야 한다. Top end 

plug 중앙에 있는 구멍에는 STS 재질인 gas tube가 관통하게 되고 top end plug와 

TIG 용접으로 결합된다. 신호선과 top end plug를 접합하는 동안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활성기체 분위기에서 수행해야 한다. 브레이징하는 동안 용가재가 신호

선들 사이와 top end plug 사이에 적절히 분산되도록 이들의 공급방법을 정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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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신규 Top end plug 개념도

사. 고온용 계장기기 국산화 기술 검토

   캡슐 조사시험에 사용되는 instruments인 열전대와 히터는 캡슐 개발 초기부터 

프랑스의 Thermocoax 제품을 사용해 왔다. Thermocoax 제품은 연구로 노심과 같

이 중성자속이 높은 환경에서 성능이 입증된 것으로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와 미국 등에 있는 많은 원자로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가격이 비

싸 국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열전대의 경우 국내 원자력발전소에는 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나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

로는 중성자속이 발전소보다 높아 사용 가능성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발전

소에서 사용하는 열전대의 경우 같은 위치에 2∼3개의 열전대를 설치하고 1개의 고

장 시 또는 잦은 주기로 교체해 준다. 그러나 캡슐에 설치되는 열전대는 교체가 불

가능하므로 instruments의 수명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열전대의 온도 성

능 비교를 위해 11M-22K 캡슐과 13M-01K 캡슐에 두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1) 열전대 특성

   시험에 사용된 열전대는 Thermocoax(프랑스)와 Sentech(한국) 제품으로 각각의 

특성은 표 3.1.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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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nufacturer
Thermocoax

France

Sentech

Korea

Type

K type

Nickel Chromium(+)

Nickel alloy(-)

same

Acceptable deviation
2.5  up to 333

±0.75% above 333
±2  up to 1,000

Sensitivity 41μ / -

Sheath STS 304L STS 316

Outer diameter 1.5mm 1mm

표 3.1.24 열전대의 특성 비교

  (2) 조사시험 중 성능 비교

   캡슐의 조사시험은 11M-22K는 2011년10월17일∼2013년 1월5일, 13M-01K는 

2014년1월27일∼3월31일까지 각각 2주기 56일 동안 수행되었다. 조사시험 결과는 

그림 3.1.35 및 3.1.36에 나타나 있다. 하나로 정상 운전상태(30MW)에서 두 열전대

는 약 3  이하의 온도 차이를 나타낸다. 

   11M-22K 캡슐에서 두 개의 열전대가 장착된 캡슐의 1단 #3공 시편의 온도는 

원자로 제어봉 위치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정상상태(30MW)에서의 

온도는 하나로 운전 초기 610 에서부터 말기에는 690 까지 증가하였다. 하나로가 

full power로 운전되는 동안 두 열전대는 대체로 일정한 온도차이를 보였다. 그림 

3.1.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Sentech 제품에서 측정된 온도가 Thermocoax 제품에서 

측정된 온도보다 평균 3.15  높았다. 하나로가 full power로 운전되기 전 온도가 

상승되는 동안 2개의 열전대에서 측정된 온도는 거의 일치하였다. 시편의 온도가 

300 가 넘으면서부터 두 열전대의 온도는 3  이상의 온도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

였다. 이 결과로부터 두 열전대 중 적어도 한 개는 300 까지만 calibration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13M-01K 캡슐에서는 2단 #3공의 시편과 외부열매체의 온도가 측정되었다. 외부

열매체는 재질이 Al으로 재질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측정되었다. 시편온도는 800∼
933  범위에 있고 Al 열매체의 온도는 430∼490  범위에 있었으므로 이 온도 범

위에서 Al 열매체는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13M-01K 캡슐에서는 중온과 고온 두 

경우에 대해 비교를 하였다. 이 캡슐에서 시편 온도를 933  이상 올리지 못한 것

은 같은 캡슐에서 조사시험한 동국대 시편을 이용자 요구에 따라 350∼390 로 맞

추기 위해서였다. TC6과 15는 중온에서 측정한 것으로 11M-22K에서 측정한 것과 

같이 두 열전대에서의 차이는 3  정도였다. TC5와 16의 측정은 고온에서의 온도

값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두 개의 값 차이는 최대 12 였다. 이 현상도 11M-2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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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측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경향으로 고온으로 갈수록 차이가 커졌다. 이유는 

Sentech(한국) 열전대의 고온에서의 calibration이 정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3.1.35 조사시험 시 두 열전대의 온도 비교(좌 11M-22K/우 13M-01K)

11:57 13:11
0

100

200

300

400

T
e
m

p
e
ra

tu
re

( ℃
)

Time(12. 8)

 (TC3)(Thermocoax)

 (TC15)(Sentech)

0

10

20

30

 H
a
n
a
ro

 o
u
tp

u
t(

M
W

)

Hanaro output

그림 3.1.36 11M-22K 캡슐 온도 상승과정에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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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속 및 열중성자 조사량 평가 및 장주기 조사기술 개발

1. 고속 및 열 중성자 조사량 정밀평가 기술 개발

가. 고속중성자 조사량 평가 정밀도 개선

   1998년 이후 하나로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 피복관, 핵연료 집합체 재료, 원자

로 구조재료, 핵연료 등의 조사시험이 수행되어 왔다. 재료 조사시험에서 가장 중요

한 인자는 재료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1 MeV 이상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으로 하

나로 조사시험 대상 재료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이를 위해 조사시험 전 고속 중성자속을 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도출하며, 조사시험 후 측정방법에 의해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검증해야 

한다.

   표 3.2.1은 하나로에서 재료 조사시험이 수행되는 주요 조사공의 고속중성자

(E>0.821 MeV)속을 나타낸 것이다. 표 3.2.1의 고속중성자속은 하나로 노심관리 전

산 체계인 HANAFMS에 의해 계산된 것으로 평형노심을 가정하여 EOC일 때 최대 

값이다. CT 조사공이 하나로 노심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고속중성

자속을 나타내며, OR5는 CT 조사공의 고속중성자속의 1/10 수준이다. IP5의 고속

중성자 속은 CT, IR2, OR5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원자력 재료의 조사시험 보다 

전자기재료의 조사 효과 규명을 위한 연구에 응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

전소에서 원자로 압력용기의 고속중성자속은 낮아 OR5 조사공에서의 조사시험으로 

수명기간 동안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압력용기 조

사시험은 주로 OR5 조사공을 이용하고, 피복관 및 핵연료 집합체 구조재료 등 노

심 재료의 조사시험은 고속중성자속이 가장 높은 CT 조사공을 이용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조사시험은 주로 CT와 OR5 조사공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두 조사공을 

대상으로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평가하였다.

표 3.2.1 하나로 주요 조사시험 공의 고속중성자속(E>0.821 MeV, EOC)

Irradiation hole Fast neutron flux (n/cm2-sec)

CT 1.95 x 1014

IR2 1.76 x 1014

OR5 1.92 x 1013

IP5 5.82 x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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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조사시험 캡슐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는 초기 경산대학교 우홍교수팀에 

의해 수행되었다[3.2.1]. 고속중성자(E>1 MeV)의 조사량을 확인하기 위해 Fe, Ni, 

Ti F/M을 사용하였으며, 중성자속의 분포 측정을 위해 Ag, Al, Co, Cu, Fe, In, Lu, 

Mn, Mo, Ni, Ta, Ti F/M을 사용하였다. 이 결과로 CT 및 IR 조사공에서 조사된 

97M-01K와 98M-02K의 중성자 조사량이 평가되었으며, NAA hole의 중성자 스펙

트럼 unfolding을 SAND-II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이후 조사시험 캡슐

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는 한양대학교 김용균교수팀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되었는

데, Fe, Ni, Ti F/M과 중성자 스펙트럼 unfolding 프로그램인 SAND-II 전산코드를 

이용하였다[3.2.2]. 이와 같이 하나로의 조사시험을 대상으로 몇 번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주로 외부에서 주도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자료의 축적 및 

기술 현안의 해결에 있어 다소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고속중성자 조사량 측정 

평가 시 하나로의 운전변수 및 조사시험 캡슐의 현황을 고려한 고속중성자속의 해

석 자료와 상호 비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앞서 수행된 조사량 

평가 결과 계산값과 측정값과의 과도한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

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3.2.1은 국외 주요 재료시험로인 네덜란드의 HFR[3.2.3]과 일본 

JMTR[3.2.4]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 결과를 타나내었다. 두 재료시험로의 중성자 조

사량 계산값과 측정값의 비교 목표는 ±10% 이내였으며, 대부분의 결과에서 목표치

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림 3.2.1(a)에 나타난 것과 같이 HFR의 

경우 하부지역에서 계산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는 HFR의 원자로 특성상 하부에서 제어봉이 구동하기 때문에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큰 물질 주변의 급격한 중성자속 구배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JMTR의 결과에서도 목표치인 ±10%이내의 차이에 대부분이 만족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10%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에서 고속중성자 조사량(E > 1MeV)의 계

산값과 측정값 차이의 목표를 ±10%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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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 (a) HFR[3.2.3]과 (b) JMTR[3.2.4]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 결과

   그림 3.2.2는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이 수행되는 조사시험 캡슐을 나타낸 개략도이

다. 일반적인 표준형 재료 조사시험 캡슐의 경우 총 5개의 단으로 구성되며, 각 단

은 시편, 알루미늄 열매체 및 알루미나 단열재로 구성된다. 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하

기 위한 fluence monitor는 알루미늄 열매체의 상부를 가공한 구멍에 삽입되며, 각 

단에 한 개의 fluence monitor set가 장전되어 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하게 된다. 고

속중성자 조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순도의 Fe, Ni, Ti wire를 사용하지만, Ni의 

경우 Ni58(n,p)Co58 반응생성물인 Co58이 열중성자와 반응하여 burn-out되는 문제로 

Ni은 측정평가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조사시험 캡슐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Fe 

wire의 Fe54(n,p)Mn54 반응을 주로 이용하고, Ti46(n,p)Sc46 반응을 보조로 이용함으

로써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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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조사시험 캡슐의 개략도

(a) 조사시험 캡슐, (b) 한 단 내부 구조, (c) 중성자 조사량 측정용 fluence monitor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평가하기 위해 09M-02K, 10M-01K, 10M-15K, 11M-03K 

총 4개의 조사시험 캡슐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09M-02K, 10M-15K, 11M-03K

는 OR5 조사공에서, 10M-01K는 CT 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이 수행되었다.

   정확한 고속중성자 조사량 평가를 위해 중요한 것은 중성자 조사량의 측정 뿐만

이 아니라 해석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림 3.2.3과 같이 하나로 노심의 

MCNP로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림 3.2.3의 모델은 CT 조사공에 조사시험 캡슐이 

장전된 해석 모델을 나타내었다. IR1 조사공에는 dummy가 장전되었다고 가정하였

으며, IR2 조사공에는 RI 생산용 rig가 장전되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조사시험 당

시 원자로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고자 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평형

노심을 근거로 하여 주기 중(middle of cycle)의 하나로 핵연료 연소도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MCNP에 의한 고속중성자속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인자는 중성자 조

사량을 측정하는 fluence monitor의 상대적인 위치와 노심 전체의 중성자속 분포를 

결정하는 제어봉 위치이다.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각 캡슐의 조사시험 시 

하나로의 제어봉 운전 자료를 분석하고, fluence monitor의 장전위치 및 캡슐의 장

전방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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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2.3 조사시험 캡슐의 고속중성자속 해석을 위한 하나로 평형노심모델: 

(a) 수직 및 (b) 수평 MCNP 모델

   그림 3.2.4(a)에 하나로 노심에서 제어봉 운전에 따른 축방향 고속 중성자속 분

포를 나타내었다. 하나로의 제어봉은 축 방향 높이 약 250에서 300 mm에서 시작하

여 운전이 종료될 때 약 600에서 650 mm까지 운전된다. 주기 초에는 제어봉이 비

교적 노심 하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축방향 고속중성자속 분포는 하부로 찌그러

진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주기 말로 갈수록 최대 고속중성자속을 보이는 축방향 

위치는 증가한다. 그림 3.2.4(b)는 제어봉이 300에서 650 mm까지 25 mm 씩 위치가 

바뀔 때 마다 CT 조사공 시편의 고속중성자속을 나타낸 것인데, 하나로 운전에서 

주기 초기에는 밑에서 두 번째 단의 고속중성자속이 가장 높지만, 주기말로 갈수록 

중앙 상부 시편의 고속중성자속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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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4 (a) 제어봉 운전에 따른 축방향 고속 중성자속 분포 및 

(b) CT 조사공에서의 제어봉 운전에 따른 시편의 고속중성자속 분포

   그림 3.2.5는 CT 및 OR5 조사공에서 조사시험 캡슐의 반경방향 별로 fluence 

monitor를 위치시켜 시편과 고속중성자속의 차이를 나타낸 자료이다. fluence 

monitor 설치 위치는 30° 마다 위치를 설정하여 총 12개의 위치를 고려하였다. CT 

조사공에서 조사되는 조사시험 캡슐의 경우 최대 7.31%의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대

부분의 위치에서는 큰 차이 없이 시편의 고속중성자속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OR5 조사공에서의 조사시험 캡슐 위치에서는 위치별 고속중성자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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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CT 조사공이 노심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달

리 OR5 조사공은 노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고속중성자속의 구배가 매우 크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심에 인접해 있는 210° 부근에서는 시편보다 약 1.45

배 큰 고속중성자속을 나타냈지만, 반대방향인 60° 부근에서는 0.7배 정도로 낮게 

계산되었다. 이러한 해석 자료를 바탕으로 CT 조사공과 OR5 조사공에서 조사시험

된 캡슐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평가하였다.

그림 3.2.5 Fluence monitor 설치 위치에 따른 시편과의 고속중성자속 차이

   그림 3.2.6은 위에 나타난 세부 MCNP 계산결과를 근거로 각 캡슐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의 측정결과를 반응율로 비교한 것이다. 각 캡슐에 설치된 fluence monitor는 

IMEF에서 반출되어 중성자 방사화 분석실에서 HPGe에 의해 감마분석을 수행하였

다. 감마분석에 의해 절대 방사능이 도출되면, 아래 식에 의해 측정값이 계산된다.










∞

∞

                        (1)

   여기서, A(t)는 감마 측정에 의해 도출된 절대 방사능, te는 조사후 감마 측정까

지 경과한 시간, ti는 조사시험 기간, λ는 붕괴상수, N은 반응핵종의 원자수, σ은 반

응단면적, φ는 중성자속이다. 위 식 (1)의 좌항은 측정에 의해 도출되고, 우항은 

MCNP 계산에 의해 도출되므로 두 항을 비교함으로써 측정값과 계산값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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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림 3.2.6(a)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CT 조사공에서 조사시험된 10M-01K의 경

우 반응율의 측정값과 계산값의 차이가 ±10% 이내로 평가되어, 선진 재료시험로의 

목표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3.2.6(b)와 같이 OR5 조사공에서 조사시

험된 캡슐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 커 비록 대부분의 결과가 ±20% 이내로 평가되었

지만, ±10%를 벗어나는 결과가 다수 관찰되었다.

   OR5 조사공에서 조사시험된 캡슐을 대상으로 한 고속중성자속의 계산값과 측정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으로는 조사공의 위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OR5 조사공은 노심 외곽에 위치해있고, 노심 경계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고속중

성자속의 구배가 크다. 또한 OR5 조사공에 인접하여 위치한 CAR3공은 제어봉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HFR의 평가와 같이 제어봉 근처의 고속중성자속의 구배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영향은 위치별 고속중성자속 계산결과인 그림 

3.2.5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정확한 고속중성자속의 측정 및 계산 오

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7은 CT 조사공과 OR5 조사공에서 조사되는 표준형 조사시험 캡슐의 

rod tip을 나타낸 사진이다. 두 캡슐 간 rod tip의 가장 큰 차이는 tip 부분의 날개 

유무이다. 그림 3.2.7(a)와 같이 CT 조사공의 조사시험 캡슐의 경우 rod tip 부분의 

날개가 CT 조사공 하부 구조물과 고정되어 조사시험 캡슐을 노심 하부로부터 고정

되게 하고, 조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CT 조사공 하부 구조물이 취급 부주

의로 인하여 파손되더라도 유동관의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수 반사체 영역에 

위치한 OR5 조사공의 하부 구조물은 중수 탱크와 용접되어 있어 파손되면 교체가 

불가하므로 취급에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OR5 조사공에서 조

사되는 조사시험 캡슐의 rod tip에는 날개가 없고, OR5 유동관 상부의 stopper 및 

침니부분의 클램프로 캡슐을 고정한다. 따라서 CT 조사공에서는 하부 구조물에 의

해 조사시험 캡슐의 장전 방향이 정해지지만, OR 조사공에서는 방향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OR 조사공에서 조사시험된 09M-02K, 10M-15K, 11M-03K

의 경우 하나로 건물을 중심으로 10시 방향으로 보호관 가지가 위치하게 조사시험 

캡슐이 장전 되었지만 정확한 방향을 판단하기 힘들다. OR5 조사공에서는 그림 

3.2.5와 같이 작은 방향 변화에도 고속중성자속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확

실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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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2.6 고속중성자 조사량 측정 및 계산 반응율 비교 :

(a) CT 조사공에서 조사된 10M-01K, (b) OR5 조사공에서 조사된 09M-02K, 

10M-15K, 11M-0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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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2.7 (a) CT 조사공과 (b) OR5 조사공에서 조사되는 조사시험 캡슐의 rod tip

   위와 같이 CT 및 OR5 조사공에서 고속중성자속에 대한 측정값과 계산값을 비

교하였으며, CT 조사공에서는 선진 재료시험로 수준인 ±10% 이내로 평가되었다. 

OR5 조사공에서는 대부분 ±20% 이내로 평가되나, 측정방법의 개선을 통해 정밀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R5 조사공에서의 고속중성자 조사량 측정 방

법은 OR5 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이 수행될 때 캡슐의 장전방향을 정확히 확인하고, 

조사시험 캡슐의 각 단에서 한 방향만으로 fluence monitor가 장전되므로 반경 방

향에 따른 고속중성자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2개 이상의 fluence monitor 설치함으

로써 개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사된 재료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조사시험 이력 평가용 전산체계 개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재료 조사시험에서 중성자 조사량 평가는 하

나로 평형노심을 기반으로 MCNP에 의한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평

형노심을 대상으로 수행한 해석결과는 실제 운전노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평

형노심에서는 하나로 핵연료의 연소도를 고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실제 하나로 운전 

시 연소가 진행되는 핵연료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표 3.2.2에서는 하나로 87주기부터 95주기까지 주기 초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의 평균연소도를 비교한 것이다. 노심 내 조사물의 장전여부에 따라 

신핵연료를 장전하는 개수가 달라지며 각 핵연료 집합체의 연소도는 일정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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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주기 초 하나로 운전 주기별 핵연료 집합체 평균연소도(GWD/MTU)

87주기 88주기 89주기 90주기 91주기 92주기 93주기 94주기 95주기

R01 61.66 63.46 62.34 60.7 50.31 54 54.82 57.53 59.37

R02 36.91 52.07 64.78 62.76 62.5 68.67 80.97 92.06 73.48

R03 68.94 68.14 68.16 66.75 57.7 68.53 62.66 64.47 68.11

R04 36.53 37.38 37.57 27.4 22.58 30.35 31.54 31.41 32.33

R05 8.25 24.65 0 14.28 23.95 0 0 16.19 31.67

R06 20.26 22.59 14.22 12.58 11.85 15.84 16.88 16.56 15.67

R07 8.31 0 0 0 0 0 0 0 0

R08 62.61 73.74 78.61 75.17 68.99 82.03 82.85 77.21 78.25

R09 22.84 38.29 51.27 43.35 46.42 29.93 46.05 60.81 46.57

R10 44.72 45.75 45.99 45.39 32.03 38.51 42.61 45.15 44.81

R11 50.76 50.81 50.22 49.09 33.05 41.97 44.46 45.68 46.3

R12 37.58 53.34 38.44 51.74 53.8 42.57 16.45 33.37 49.49

R13 83.58 80.23 78.44 77.06 66.22 77.75 79.43 73.61 75.7

R14 7.71 0 0 0 0 0 0 0 0

R15 22.64 24.46 15.09 13.88 12.26 16.97 16.38 16.66 17.48

R16 0 16.83 30.87 0 12.46 0 16.36 31.81 0

R17 32.68 34.01 35 25.41 21.68 28.02 30.92 31.52 30.36

R18 73.5 76.13 74.33 71.95 59.8 72.5 66.02 66.7 69.87

R19 53.26 67.04 66.32 76.63 73.48 78.12 57.56 70.92 83.64

R20 55.84 56.8 56.9 55.65 48.74 50.09 52.02 55.58 57.32

SOR1 6.03 13.17 12.68 10.3 12.15 28.31 24.71 12.36 13.3

SOR2 6.03 12.91 12.23 10.45 7.44 25.05 24.27 12.75 13.77

SOR3 83.96 84.51 85.6 77.99 55.65 77.55 80.4 79.02 79.24

SOR4 90.49 94.1 84.78 79.61 55.13 77.26 80.98 78.97 79.06

CAR1 41.95 23.18 28.23 26.36 23.37 39.59 43.77 40.44 29.73

CAR2 43.93 23.03 28.24 25.77 23.53 39.83 41.16 40.17 29.69

CAR3 0 0 0 0 0 12.88 0 0 0

CAR4 0 0 0 0 0 12.81 0 0 0

OR1 71.85 74.06 67.06 48.85 48.35 67.35 65.64 65.23 69.7

OR2 61.78 55.52 37.2 39.67 35.86 53.07 52.35 56.29 54.04

OR7 60.17 57.04 36.96 39.48 38.22 52.55 52.71 54.24 53.86

OR8 82.06 72.73 68.87 48.36 52.16 67.42 65.47 65.26 67.42

   하나로에서는 하나로 노심 및 핵연료의 관리를 위해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

(HANARO Fuel Management System, HANAFMS)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

하고 있다[3.2.5]. 그러나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는 하나로 핵연료 및 임계도를 

주요 관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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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2.8은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의 계산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로 노심관

리 전산체계는 크게 핵자료를 생산하는 WIMSD-5B 코드와 중성자 수송계산을 수

행하는 VENTURE 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가적으로 노심 모델을 구성하는 

MAPHEX, 하나로 핵연료의 연소계산을 수행하는 HEXSHUF 코드가 있다. 그림 

3.2.9는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의 노심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모델은 H-Z로 이

루어져 있어 하나로 핵연료 연료봉 당 한 개의 격자별로 해석이 가능하나 조사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사할 수 없다. 또한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는 단 5개의 에너

지 그룹별 중성자속 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하는 에너지 범위의 중성자속을 제공

할 수 없다.

그림 3.2.8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의 계산과정

그림 3.2.9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의 노심 모델[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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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사물의 조사시험 이

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MCNP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MCNP는 통계적으로 중

성자 수송을 모사함으로써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물의 조사시험 변수를 계산해낼 수 

있어 주요 선진 재료 시험로에서도 조사물의 조사이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MCNP를 활용하여 연소노심을 모델링하기 위해 그림 3.2.10과 같은 체계를 

고안하였다. 초기 하나로 핵연료에 대한 연소계산은 MCNP6에 의해 수행하였고, 총 

50개 영역에서의 대표 material 조성값을 도출하였다. 하나로 핵연료는 하나로 노심

관리 전산체계와 유사한 13104개의 section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영역의 

material number를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로 노심관리 계산체계에서 입력

된 핵연료 연소도가 필요하였다. 이로써 완성된 모델을 바탕으로 MCNP 임계계산

을 수행하였고, 하나로 핵연료의 출력 계산 결과 및 임계도를 하나로 노심관리 전

산체계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계산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림 3.2.10 MCNP를 활용한 연소노심 모델링 체계

   그림 3.2.11은 MCNP에 입력되는 material 번호와 연소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연소 초기의 재료 조성, 특히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큰 물질의 양이 급격하

게 변하므로 연소 초기에는 세밀하게 연소도를 분할하였다. 이는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 계산체계에서는 MCNP6의 연소에 의해 더 많은 핵

종을 고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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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MCNP input을 위한 material number와 연소도의 상관관계

   그림 3.2.12는 MCNP6에 의해 하나로 핵연료의 연소계산을 수행하는 BURN 카

드 input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로 핵연료의 연소계산을 위해 핵연료는 한 개의 핵

연료 집합체 당 축방향으로 7개 부분으로 분할하여 총 224개 section으로 나누어 입

력자료를 완성하였다. 계산은 총 19개의 time interval을 사용하였고 7000개의 

particle을 사용하여 500 유효사이클로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을 수행하였을 때 

CPU 12개 사용 시 계산시간은 약 3.5일이 소요되었다.

그림 3.2.12 하나로 핵연료 연소를 위한 MCNP6 BURN 카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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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3은 MCNP6 연소계산 결과에 의한 각 핵종의 (n,gamma), (n,fission), 

(n,fission), (n,nu*fission), (n,fission*Q), (n,2n), (n,3n), (n,alpha), (n,p) 반응별 

collision rate 계산 결과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계산된 collision rate를 바탕으로 그

림 3.2.14와 같이 material 101의 연소계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material 101의 

2번째 time step에서의 각 핵종별 조성을 그림 3.2.1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계산

된 연소도별 조성의 대표값은 그림 3.2.16과 같이 MCNP의 대표 material input자료

로 사용하였다.

그림 3.2.13 MCNP6 연소에 의해 계산된 material 별 

핵종의 collision rate 계산 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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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Material 101에서의 출력 및 연소계산 결과 예

그림 3.2.15 Material 101, time step 2에서의 핵종별 조성 계산 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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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MCNP 연소노심 모델에 입력된 하나로 핵연료 material 입력자료 예

   그림 3.2.17은 위의 연소노심 모델링 방법에 의해 수립된 하나로 연소노심 모델

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3에 나타나 있는 평형노심 모델과 달리 연소노심 

모델에서는 핵연료봉 축방향 5 cm 위치별로 해당하는 material을 하나로 노심관리 

계산체계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축방향 및 수평방향별 다양한 핵연료 재료

가 타나나고 있다. 다만 재료는 영역별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인접한 핵연료 section

에서는 동일한 재료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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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2.17 조사시험 캡슐의 고속중성자속 해석을 위한 하나로 연소노심모델: 

(a) 수직 및 (b) 수평 MCNP 모델

   그림 3.2.18은 하나로 89주기부터 95주기까지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의 계산

결과와 하나로 연소노심을 구성하여 MCNP 코드로 계산한 결과의 임계도를 비교한 

것이다. 비록 연소노심을 구성한 임계도 계산결과가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보다 

크게 계산되었지만, 비교적 그 상대 비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하나

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의 계산에서는 OR4 조사공에 장전된 시험핵연료의 연소를 가

정하였지만, MCNP 연소노심 계산에서는 핵연료 조성을 고정하였기 때문에 임계도

는 시간이 갈수록 다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의 계산 모델과 MCNP 연소노심 계산 모델은 하나로 

핵연료 geometry를 모사함에 있어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에서는 H-Z 모델로 구성되기 위해 핵연료 봉간 거리가 실제와 다소 차이

가 있다[3.2.6]. 또한, 18봉 핵연료 집합체의 경우 실제 핵연료 집합체의 봉 배열 모

양과 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연료와 geometry에 의존하는 임계도 

계산의 경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림 3.2.19는 18봉 핵연료 집합체의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 모델과 MCNP 연소노심 모델을 비교한 것이다. 하나로 노심관

리 전산체계의 경우 핵연료의 cross-section library로 ENDF/B-IV와 V를 사용하는 

반면 MCNP 연소노심에서는 최신의 핵자료인 ENDF/B-VII과 VIII을 사용하기 때

문에 이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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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와 MCNP 연소노심 임계도 계산결과 비교

                     (a)                               (b)

그림 3.2.19 18봉 핵연료 집합체 모델

(a)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 (b) 18봉 핵연료 집합체 도면

   그림 3.2.20은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와 MCNP 연소노심에 의해 계산된 핵연

료 집합체 출력의 상대 오차를 평방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로 나타

낸 것이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와 MCNP 연소노심 

계산체계 간 다소 차이가 예상되었지만, 89주기에서 95주기의 총 48번의 계산결과 

핵연료 집합체 출력의 RMSE가 모두 3% 이내로 비교적 잘 맞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21은 RMSE가 최대로 나타났던 89주기 제어봉 400 mm 계산에서의 

핵연료 집합체 출력을 상세히 비교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MCNP 연소노심에 의해 

계산된 핵연료 집합체의 출력이 비교적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와 잘 맞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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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체계와 MCNP 연소노심의 

핵연료 집합체 출력 상대 오차 비교

그림 3.2.21 최대 RMSE에서의 각 핵연료 집합체별 오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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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본 연구로 개발된 MCNP 연소노심 계산체계는 향후 다양한 조사물의 

조사시험 이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하면 기존의 

평형노심을 가정한 조사량 평가 결과보다 개선된 결과가 기대된다.

2. 장주기 조사 요소기술 개발

가. 기술개발 필요성 및 하나로 조사기술 검토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하나로 중성자 조사시험(Neutron Irradiation Test) 시

설들은 산·학·연 이용자들로부터 요청된 다양한 중성자 조사시험에 활용됨으로써 

국가 중장기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및 기초 연구의 기반시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여 왔다[3.2.7]. 하나로 조사시험 분야에서는 그동안 주로 상용로 가동 조건에서의 

조사시험 기술을 개발/활용하여 왔으나, 최근 국가 주요 원자력 기술수출 사업인 

수출전략형 연구로기술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로 핵심재료들인 

Beryllium, Graphite, Zircaloy 등에 대한 수명말기까지의 조사특성 database 생산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들 핵심재료들에 대한 조사특성 자료는 연구로 안전성 평가 

및 설계 최적화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이다. 하나로는 상용로 가동 환경을 기반으

로 하여 조사기술을 개발하여 표 3.1.2와 같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연

구로 재료 시편의 경우 이용자 요구조건인 연구로 핵심재료의 수명말기까지의 조

사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로에서 8주기 이상의 장주기 조사기술이 필요하게 되

었다[3.1.7]. 

   그동안 하나로에서 가장 오래 조사시험이 진행된 캡슐은 핵연료 집합체 부품에 

대한 조사 캡슐인 07M-13K 캡슐로[3.2.8] 하나로 CT 조사시험공에서 4주기 동안 

조사시험되었다. 따라서 연구로 재료 캡슐의 8주기 조사시험을 위해서는 조사 캡슐

의 장주기 조사시험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하

나로 조사시험전 노외 목캅 캡슐을 설계/제작하여 노외시험시설을 이용, 내구성 시

험을 중심으로 한 캡슐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장주기 조사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주요 원자력 선도국들은 현재 원전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전 이용 확

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의 원자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제4세대

(Gen IV)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원자력

기술 선진국들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을 앞당기고 이를 통해 향후 형성될 

미래형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 공동연구 추진과 병행하여 독자적인 장

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3.2.9]. 

   이에 정부는 2005년에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포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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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에 가입하

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개발 중이다[3.2.10].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제4세대 원

자력시스템 중,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기술적 해결능력 확보와 전력공급을 위한 소

듐냉각고속로 (SFR)와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의 대량 생산·공급을 위한 원자력

이용 수소생산시스템(VHTR) 등 2개의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를 소듐냉각고속로의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핵비확산성이 확보된 파이로

(Pyro) 건식처리 기술을 2002년부터 미국과 국제 원자력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공동 

개발 중이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는 그림 3.2.22와 같이 연구개발 계획에 준하여 

미래형원자로용(VHTR, SFR) 첨단 재료 핵연료 조사시험이 계획되었으며, 하나로

에서의 조사시험에 필요한 중성자 조사기술 개발이 병행되고 있다.  

 

   미래원자력시스템으로 개발 중인 SFR과 VHTR은 기존 상용원자로인 PWR과는 

다른 환경에서 운전되므로 사용되는 재료 및 핵연료에 대한 새로운 조사시험 기술

이 필요하다. SFR의 경우 가동온도는 550  정도로 높지 않지만 고속중성자 조사

량이 높고 Na 분위기에서 놓여 있으므로 열중성자 차단 기술 및 Na 분위기에서의 

조사기술 등이 필요하다. 재료가 받는 조사량이 높아 장주기 조사기술과 기존의 

wire 시편을 이용하는 방법과는 다른 조사량 측정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VHTR

은 1,000  정도의 He 분위기에서 운전되므로 초고온과 He 분위기에서의 재료 조

사시험 특성이 필요하다. 초고온에서 사용될 조사시험 장치에 맞는 재료의 선정과 

함께 구조적 건전성 및 내구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SFR은 일반적으로 1.5x1014(n/cm2·s) 고속중성자 환경에서 운전되므로 PWR보다 

훨씬 높은 고속중성자 조사 조건에서 재료와 핵연료를 조사시험하는 기술이 필요하

다. SFR 재료와 핵연료를 조사시험하기 위해서는 5x1015∼1016(n/cm2·s) 정도 고속

중성자속을 가진 연구용원자로가 요구되지만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 정도의 

capability를 가진 원자로는 많지 않다. 러시아의 SM-3, 미국의 HFIR, 일본의 

 그림 3.2.22 하나로에서의 4세대원자로 VHTR 및 SFR용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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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JU가 SFR 재료 및 핵연료 실험을 할 수 있는 연구용원자로로 분류되고 있으

며 미국의 ATR, 일본의 JHR은 중성자속 측면에서 약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SFR 재료 및 핵연료 연구를 위해 선진 몇 개국에서는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거나 

노심을 개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프랑스의 JHR은 2016년 완성을 목표로 건설 중

이며, 벨기에는 고속중성자 스펙트럼을 가지는 MYRRHA를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

며, 네덜란드도 Palla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래원자로개발에 적합한 원자

로의 개발과 함께 고속중성자 및 고온 환경에 적합한 조사시험 장치 및 

instruments가 개발되고 있다[3.2.11]. 이에 따라 하나로에서도 그림 3.2.23과 같이 

고온 및 고중성자 조사량 조사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고중

성자 조사량을 확보하기 위한 장주기 조사기술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림 3.2.23 하나로, 상용로, 미래원자력시스템의 

가동 환경[3.2.12] 비교 및 연구 방향 

나. 장주기 조사시험용 요소기술 개발

    하나로에서의 장주기 조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로 캡슐 전체 시

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주기 조사 시험시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캡슐 본체와 관련시스템을 구분하여 필요한 요소기술을 검토하였다. 

  (1) 캡슐 본체의 안전성 평가

      하나로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은 총 13m 길이의 solid body를 가지고 10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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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속 냉각수 유동 속에 놓이게 되므로 냉각수 유동에 의한 진동이 발생하게 된

다. 특히 하나로에서 처음으로 8주기까지의 장주기 조사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

구로재료 캡슐의 경우 캡슐 외형의 경우 기존 표준형 재료 캡슐의 설계를 기본으

로 적용하였으나, 낮은 시편온도를 위하여 캡슐 내부로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냉각수 유동에 의한 진동의 크기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장주기 시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설계

의 조사 캡슐을 하나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노외 시험을 통하여 캡슐 안전

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조사시험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로 8 

주기 조사시험에 대한 노외 검증시험에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므로 수출

형연구로 사업의 국가적 시급성으로 인하여 노외 가속시험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

다. 

   노외 가속시험은 연구로재료 목캅 캡슐인 11M-19K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하나로 내의 유동관 조건을 모사한 Engineering 동의 단일채널시험루프 시설을 이

용하여 수행하였다. 가속 시험 조건은 그동안 하나로 조사시험물에 대해 적용되어

온 유량 110% 조건으로 시험하였다. 연구로 재료조사용 캡슐의 경우 규정치인 209 

kPa 압력강하 조건에서 냉각수 유량인 1.210 m3/min(20.17 kg/sec)의 110%인 1.330 

m3/min(22.17 kg/sec)의 유량 조건으로 노외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때의 차압은 

279 kPa으로 측정되었으며, 노외시험 장치에서의 캡슐에 대한 동서방향 수평진동 

실험 결과 110% 유량 조건에서의 amplitude(128 μm)가 하나로 유량조건(100%)에

서의 amplitude(73 μm)의 1.75배로 훨씬 큰 진폭을 유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림 3.2.24 및 그림 3.2.25의 하나로 설계유량 100% 및 110% 유량 조건에서 수평 2 

방향(동서 및 남북 방향) 진동측정시험 결과로서, 대략 6 Hz, 12 Hz, 24 Hz 특성의 

일관된 진동특성 peak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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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하나로 설계유량 100% 조건인 

단일채널 장치에서의 11M-19K 진동특성 

 

그림 3.2.25 하나로 설계유량 110% 조건인 

단일채널장치에서의 11M-19K 진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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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연구로 핵심재료의 조사시험용 캡슐의 장주기 조사시험에 대한 구조 건전

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속시험 중에 캡슐 본체 하단부에서 2차례에 걸쳐 파손이 발

생하여 파손된 캡슐 하단부의 손상 형태를 비교/분석하였다(그림 3.2.26). 노외시험

용 캡슐인 11M-19K 캡슐을 이용한 가속시험 중 1차 하단부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캡슐 하단부 설계 변경을 통해 새로 제작된 하단부를 사용하여 2차 가속시험 중에 

또다시 하단부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들 파손 하단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표 3.2.3

과 같다. 1, 2차 노외 시험을 통하여 장주기 조사시험시 캡슐 하단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추가 분석 및 설계 개선이 요구되었다.

1차 하단부 2차 하단부

재질 STS 304 STS316L

용접방법 TIG 중첩 EB (용접깊이 6.5mm  추정)

절단부 추정길이 84∼85 (초기 89.85mm) 83∼84 (초기 89.85mm)

절단 추정 기간 약 40일 후 193∼203일 후

표 3.2.3 11M-19K 노외캡슐 1,2차 하단부 기술사양 비교

그림 3.2.26 장주기 조사캡슐 노외시험 모습 및 캡슐 하단부 위치

  (가) 1차 캡슐 하단부 파손 분석

   연구로 노외시험용 캡슐인 11M-19K를 이용한 노외 가속시험 중 약 40일 후 하



- 109 -

단부 검사 과정에서 그림 3.2.27과 같이 rod tip 부분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에 따라 손상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이 진행되었다[3.2.13]. 그림 3.2.28은 손상된 하

단부 rod tip 부분의 파단면과 캡슐 하단부를 위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rod tip 파단

면은 크게 3 방향으로 구분되었고, 균열은 일반적으로 표면에서 내부로 진행된 것

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rod tip 용접부는 표면상 정상적임을 볼 수 있었다. 한편 

rod tip 중심을 길이 방향으로 2등분 절단하여 절단면을 SEM으로 측정한 그림 

3.2.29에서 볼 수 있듯이 용접은 여러번에 걸쳐서 다중 용접되었고, 파단 균열은 용

접부 내부에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관찰

되었다[3.2.13].

   1) 모재(matrix)와 용접부 주위의 경도 분포 측정결과, 모재와 용접부 간에 별다

른 경도 차이가 없음.  

   2) 모재와 용접부의 결정립 비교시, 용접 경계부에 모재에 비해 약 1/2 크기의 

미세 결정립이 형성되었음.

   3) 파단면에 수직방향으로도 미세기공 및 미세 균열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용접

과정 중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 

   4) 파단면 표면의 균열부에 대한 성분 분석결과 재질을 취약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Cr 탄화물의 국부적 편중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음.

   위와 같은 파단면 분석과 더불어 관련부 도면과 제작 현황을 재확인하는 과

정에서 연구로재료 캡슐의 하단부(rod tip 용접부) 설계가 기존 캡슐과 다르게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용접도 규정에 맞지 않게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rod tip 용접부에 tap 가공을 주지 않아 TIG 용접 작업이 기준에(TIG 용접/폭 

3.5mm, 용입 깊이 4mm 이상) 맞춰 한번에 수행된 것이 아니라 여러번에 걸쳐  

용접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캡슐 하단부 1차 파손은 하단부 

설계/제작 오류 및 용접방법 불량에 기인한 용접결함이 주요인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하단부의 피로파괴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캡슐 하단부 

설계를 개선하여 내구성시험을 재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캡슐 bottom 

guide 및 rod tip의 재료를 용접성이 우수한 stainless steel 316L 재질로 변경하고, 

rod tip 용접은 TIG 방식보다는 열영향 부위(HAZ)와 용접폭이 적고, 용입깊이를 

깊게 할 수 있는 전자빔(EB) 용접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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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1차 손상된 11M-19K 캡슐 하단부 모습

그림 3.2.28 1차 손상된 11M-19K 캡슐 rod tip의 파단면 

및 하단부 용접부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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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1차 손상된 11M-19K 캡슐 rod tip 파단면을 

수직으로 절단한 면 모습

  (나) 2차 하단부 파손 분석

   캡슐 하단부 1차 손상 분석에 따라 긴급히 제작된 신형 하단부가 장착된 노외

시험용 캡슐 11M-19K을 이용한 단일채널 시험루프에서의 2차 내구성 시험이 수행

되었다. 재제작된 캡슐 하단부의 rod tip 및 용접용 하단부 설계 도면은 각각 그림 

3.2.30∼3.2.31과 같다. 설계 개선된 하단부는 먼저 bottom guide 및 rod tip의 재료

를 기존의 STS 304 재질에서 용접성이 우수한 STS 316L 재질로 변경하였고, rod 

tip 용접은 기존 TIG 용접방식보다 열영향 부위(HAZ) 및 용접폭이 적고, 용입깊이

를 깊게 할 수 있는 전자빔(EB) 용접으로 변경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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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 수정 제작된 rod tip 도면

(EB welding)

그림 3.2.31 수정 제작된 캡슐 하부 설계 도면 (용접사양 포함)

   설계 개선된 캡슐 하단부를 사용한 2차 노외 가속시험 중 약 193일 시험 후에 

그림 3.2.32와 같이 하단부의 2차 파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기간을 원자

로 운전 주기(28일)로 환산하면 약 6.89 주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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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2차 손상된 11M-19K 캡슐 하단부 및 파단면 모습

   2차 손상된 11M-19K 노외 캡슐 rod Tip의 파단면을 SEM 및 EDS(성분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먼저 rod tip 성분분석을 수행하여 규격과 동일한 STS316임을 확

인하였다. 이는 분석과정에서 그림 3.2.3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증류수 속에서 시

험된 stainless steel 재질의 rod tip 파면 및 측면에 녹이 발생한 점과 일반적으로 

제작사에서 규격과 다른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재질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2.33 11M-19K 캡슐 파단면 및 측면 사진 

   그림 3.2.34에서와 같이 EDS 분석결과 재질은 규격과 동일한 STS316으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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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일반적으로 stainless steel이 부식에 강한 이유는 stainless steel에 함유된 

크롬이 크롬산화물을 형성하여 금속 표면에 매우 치밀한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한편 stainless steel은 부식에 매우 우수한 금속이긴 하지만, 가혹한 환경

에 놓이면 녹이 슬게 된다. 스텐레스에 부식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중성의 물에서는 거의 부식이 되지 않지만 용액속의 염화물이온(Cl-)이 존재하면 부

동태 피막이 국부적으로 파괴되어 이 부분에 구멍이 뚫리거나, 인장응력이 가해지

는 환경 하에서는 부동태 피막이 터져 부식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스텐레스와 다른 이종금속을 함께 붙여놓는 경우, 즉 전위차가 다른 두 금속을 함

께 붙여두면 희생부식을 통해 급속히 부식이 진행된다(갈바닉 부식). 또한 구조물에 

무리한 인장응력을 가하면 인장응력의 수직방향으로 부식이 발생될 수 있다. 이를 

SCC(Stress Corrosion Cracking : 응력부식균열)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틈새부식, 

입계부식, Pitting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우 특수한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연구로 캡슐 하단부의 경우 증류수 속에서 반복되는 응력으로 인한 균

열 발생 및 표면 산화막 파손 후 부식 현상으로 녹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사용된 단일채널시험루프의 펌프 및 배관 계통의 경우 stainless 

steel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녹이 발생할 여지가 적으며, 시험에 사용된 증류수의 

순도 및 이물질 혼입 등의 우려가 있으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34 파손된 rod tip의 EDS 성분분석 결과 

   그림 3.2.35 및 3.2.36은 파단면을 분석한 사진으로 가장자리에서 균열 및 파단 

시작하여 중심부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바깥쪽(시편 가장자리)의 경우 

전형적인 취성파괴 파면 형태를 보이고, 중심부의 경우 취성과 연성이 혼재된 파괴 

파면 형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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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파손된 rod tip의 전체 파단면 모습 

그림 3.2.36 Rod tip 파단면 SEM 분석 

(가장자리=취성파괴, 중심부=연/취성 파괴)  

   그림 3.2.37에서와 같이 파단면 근처에서 용접부 조직 발견 않음으로써 파단 부

위가 용접열향부(HAZ)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광학현미경 분석

에서 제기되었던 측면 표면에서의 미세균열 추정부위는 그림 3.2.37 하부 좌측에서

와 같이 일부 측면부 절단 사진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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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파손 rod tip 측면 절단부 조직 관찰 (우상 사진은 용접부 조직) 

   한편 그림 3.2.35의 아래 중간부에서 전형적인 피로파괴 특징으로 알려진 물결무

늬 패턴이 일부 관찰되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으며, 균열 진전 추정방향과 일치하지

도 않았다. 그림 3.2.38은 봉상 인장시편의 피로파괴의 문헌상 모습으로 손상된 

11M-19K 캡슐은 표시된 파면들과 유사하였다[3.2.14]. 일반적으로 STS316 재질의 

경우 피로파괴 시 물결무늬 패턴이 불명확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3.2.39[3.2.14]). 

그림 3.2.38 전형적인 피로파괴 파단면과[3.2.14] 11M-19K 캡슐 파단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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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STS304의 물결무늬 패턴(a) 및 STS316L의 피로파괴 파면[3.2.14]

 

그림 3.2.37에서 파단면에 열영향부(HAZ)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열영향부가 매우 

취약하다면, 용접 후 인장시험 시 해당 부위에서 절단되었어야 하나 4개의 시험시

편 모두 용접부에서 약 15mm 아래 모재 부분에서 절단된 점 등을 미루어 용접부

는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외의 2차 파손시의 특징으로 표면의 

여러 부분에 걸쳐 전반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내부로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1차 

파손에 비해 소성 파단된 부분이 중심부에 훨씬 넓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표면에 

불균일한 용접 깊이 및 EB 용접 특성상 국부적인 용융 및 응고에 의해 형성된 pit 

부분이 응력집중을 유발하여 균열시작점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한편 캡슐 하단부 파손이 진동에 의한 피로파괴일 경우 관련 구조물에서의 마

모나 파괴 등의 손상이 우려되었으므로 캡슐 하단부와 관련된 다음 부위에 대한 

육안검사를 하였다. 그림 3.2.40에서와 손상된 11M-19K 노외시험용 캡슐의 하단 

관련부에서는 별다른 마모나 손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일부 rod tip 날개 상

하 모서리가 약간 무너진 모양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장탈착 시 발생한  접촉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Engineering 동 단일채널 시험루프의 spider 부위

를 해체하여 그림 3.2.41과 같이 육안 관찰하였다. 하나로와 동일한 재질인 

Zircaloy-4 재질로 제작된 해당 부위는 마모나 별다른 변형없이 전반적으로 건전함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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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손상된 노외시험용 11M-19K 캡슐의 하단 관련부 모습

 

그림 3.2.41 Engineering 동 단일채널 시험루프의 하단 고정부 (상, 하부 촬영)

   먼저 STS304 및 STS316 재질 차이에 의한 피로손상 특징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15].  또한 두 경우 파단 형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단일 

bending에 의한 한쪽 방향으로의 균열 진전이 아니라 다중 혹은 torsion에 의한 파

면 형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유사한 길이에서 rod tip 파단된 점으로 

미루어 조사캡슐의 경우 손상부위에 최대 응력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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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캡슐 관련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하나로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장주기 조사시험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캡슐 본체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캡슐 관련 시스템의 건전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조사시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자료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캡슐 관련시스템의 설계를 변경하였다. 먼저 캡슐 안내관의 경우 장기간 시험에서 

열화현상이 보고된 PVC Spring Hose 재질을 그림 3.2.42와 같이 stainless steel 

braid/bellows 형식으로 교체함으로써 장기 사용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켰으며, Junction Box 및 Clamp 부분에 대한 작업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계개선을 수행한 후 하나로에서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그림 3.2.42 장주기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 안내관 및 Junction Box 설계 개선

     

   먼저 캡슐 안내관의 경우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내부에 설치된 각종 신호선(히터 

전원선 10라인, K형 열전대 14개, 진공튜브 STS OD 5mm 1개)을 제어장치와 연결

하는데 사용된다. 기존의 안내관은 폴리염화비닐(PVC) 스프링호스(외경 1&1/4 

inch, 길이 11 m, 투명)를 사용하며, 수심 약 12 m정도 잠기는 것을 고려하여 내압 

2 ㎏/㎠(He)로 가압하여 사용한다. 기존 안내관을 내압 2 ㎏/㎠(He)로 가압하면 약 

30 cm  안내관 길이가 늘어나 신호선이 상대적으로 짧아져 안내관 내부로 신호선

이 말려 들어가 연결된 신호선에 장력이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조사 시

험 기간이 증가할수록 점차 안내관이 늘어나 신호선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

러한 현상에 따라 기존 4주기까지의 조사시험에서는 신호선 길이에 여유를 주어 사

용하고 있으나, 장주기 시험시에는 증가하는 장력으로 인하여 신호선의 안전이 우

려되었다. 

   또한 안내관의 내압을 2 ㎏/㎠로 가압시 기존 스프링호스의 상용압력 3 ㎏/㎠(최

대압력 60  9㎏/㎠)에 대한 안전계수(사용압력의 2～5배)를 고려하면 파손의 우려

Junction Box 

& Guid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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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다. 따라서 기존 안내관의 경우 방사선 환경에서 재료의 물성변화로 인한 

안내관 손상이 우려되어[3.2.16] 재활용하지 못하고 해당 캡슐의 조사시험 완료 후 

폐기처분 하고 있다. 한편 안내관과 보호관의 체결에 나사 조임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안내관 체결시 조임 기구의 과도한 회전력에 의하여 gasket이 파손되어 안내

관 가압가스(He)가 누설되는 문제점이 최근에 발생하기도 하였다[3.2.17]. 따라서 장

주기 조사시험시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내관 

개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안내관 개선을 통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안내

관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새로 하나로에 적용될 안내관을 그림 3.2.43∼3.2.44와 같이 

설계/제작하였다. 안내관 외관 재료인 메탈벨로우즈 STS 1&1/2 inch 형식은 기존 

스프링호스에 비하여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

저 메탈벨로우즈는 STS 재질로서 방사선 환경에서 장시간 사용에 매우 안전하다. 

메탈벨로우즈 외경에는 STS braid(그물망)를 피복하여 외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

며, 길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 안내관의 온도상승과 가압에 따라 신호선이 안내

관 내부로 들어가 신호선 길이가 짧아지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사용압력 35.7 ㎏/㎠, 

사용온도 -200∼800 로 기존 안내관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보인다. 한편 안내관과 

보호관의 채결방법도 C형 크램프 방식(그림 3.2.45)을 채택하여 체결시 조임 기구의 

과도한 회전에 의하여 gasket이 파손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gasket 재질은 온

도와 압력 특성이(20 에서 82.6 bar, 135 에서 20.6 bar) 우수한 fluorocarbon을 

채택하였다.

   안내관의 중량은 스프링호스 0.95 kg/m, 메탈벨로우즈 1.2 kg/m로서 1 m당 

250g 증가하여 안내관 전체길이 11 m를 고려하면 전체중량은 약 2.75 kg이 증가하

나, 이중 일부만 캡슐 쪽으로 전달되므로 중량 증가에 따른 계장캡슐 하단부 spring

의 설계변경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형 안내관 제작비용은 set 당 

약 100만원으로 기존 안내관 제작비 약200만원에 비해 저렴하며 반복 사용함에 따

라 예산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고 폐기물 점감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설계 개선된 메탈벨로우즈 안내관은 온도와 

압력 및 방사선 환경에서 안전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며 장기조사 및 반복사용이 가

능하여 폐기물 저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표 3.2.4는 안내관 개

선 전, 후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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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설계 개선된 안내관(메탈벨로우즈)과 연결기구  

그림 3.2.44 메탈벨로우즈 안내관 제원

  

그림 3.2.45 캡슐 안내관 및 J/B 연결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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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관 개선 전, 후 특성비교

개선 전 개선 후

재료 PVC(폴리염화비닐) 1 1/4” 투명 재질 SS304(SS브레이드) 1 1/4” 불투명

안내관 가압 및 승온에 따른 길이변화
(40 , 2bar, 약30Cm)

안내관 길이변화 최소화(SS브레이드)

장기 조사에 대한 방사선 손상우려 장기 조사에 대한 방사선영향 특성 우수

사용조건 3bar로 낮음 사용조건 35bar로 높음 -200∼800

무게 0.95kg/m 무게 1.2kg/m(전체무게 약 3kg 중가)

곡률반경:탁월함 곡률반경180mm 

품질보증 :불확실 품질보증 확실, 다양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제공

안내관 길이변화에 대응 어려움 단관 제작으로 길이변화에 대응

표 3.2.4 안내관 개선 전, 후 특성비교

   설계 개선되어 제작된 메탈벨로우즈형 안내관은 노외 성능시험 및 원자로 작업

시의 세부절차 확인을 통하여 실제 원자로 적용 가능성을 기술검토하였다. 반복 사

용으로 인한 원자로에서 제작사로의 반출 가능여부, 반출 불가시 계장신호선 연결

방안, 그리고 부력 등을 감안한 캡슐 설계 건전성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신형 안

냉관은 조사시험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로재료 8주기 조사시험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한편 junction box(J/B)는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내부에 설치된 온도제어용 micro 

heater 5개, K형 열전대 14개, 진공제어용 tube(OD 5mm STS) 1개, 안내관 가압용 

tube (1/4" STS) 1개를 제어장치로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내부압력은 수심(약 

12m)을 고려하여 2 ㎏/㎠(He)로 가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장주기 조사시험 

과정에서는 매 주기 시험후 연구로 핵연료의 교체 작업을 위하여 조사캡슐은 노심

에서 인출되고, 모든 계장기기들은 해체/분리된 후 추가 조사 시험시 재조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에서 계장기기들의 손상이 우려되므로 J/B는 보다 관련

작업이 용이하고, 계장기기들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계 개선이 필요하였

다.  

   종전의 J/B는 협소한 하나로 관통구 내부에 설치되도록 제작하여 외곽치수

(WDH 250×250×250)가 제한적이었으나, 표 3.2.5 및 그림 3.2.46과 같이 설계 개선

된 J/B는 하나로 상부에 설치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J/B 치수(WDH 

280×280×260)에 다소 여유있는 규격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개선된 J/B에는 16점의 

열전대를 수용하기 위하여 열전대용 밀폐형 커넥터(PFTCC, 1개당 열전대 12점 수

용)가 2개 소요된다. 고가(1개당 약 500만원)의 밀폐형 커넥터를 사용하기에는 예산

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약 1/6가격(개당 약 80만원)으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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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PFTFS)을 선정하여 원가절감을 이루었다.

Junction Box 개선 전, 후 비교

개선 전 개선 후

안내관 연결 너트 와샤 사용으로 불편 안내관 채결방법 변경: biopharm fittings

안내관 채결구멍(2”) 작음 안내관 채결구(3”) 확대

J/B 개구부 원형(Φ210) 협소 J/B상부 개구부 사각(280*280)확대

프레임 및 바퀴 분리형 프레임 및 바퀴 일체형

페네트레이션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내부공간 깊고 협소함 
(W250*D250*H250)

원자로 상부 공간에 적합하도록 내부공간 높이 
낮추고 면적 넓힘 (W280*D280*H160)

열전대 12점 입력 2열배치 열전대 16점 입력 1열배치(TA, TB 문제점 해결)

압력게이지 미설치 J/B 압력게이지 설치(0-5kg/cm2)

표 3.2.5 Junction Box 개선 전, 후 특성비교 

  

그림 3.2.46 설계 개선된 junction box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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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관 체결구는 기존 2“(Φ50)에서 3”(Φ75)로 확대하여 J/B에 신호선의 인입작

업이 보다 원활하게 하였으며 체결방법도 기존의 나사체결 방식을 그림 3.2.47과 같

이 "C" 형 크램프 체결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개

선하였다. 

 

그림 3.2.47 나사조임 결합방법 및 크램프형 결합방법 

(캡슐 안내관 및 J/B 연결부)

다. 장주기 조사기술 개발용 장치 설계/제작/시험

  (1) 장주기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제작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창의연구사업 단위과제로 수행중인 ‘연구로 재료 조사성

능 평가 기반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수출용연구로 핵심 재료인 Be, Graphite, 

Zircaloy-4 재질의 조사 특성 평가용 조사시험이 요청되었다. 수명말기까지의 조사

특성 자료를 얻기 위해 8주기 이상인 조사시험 요건에 따라 노외 시험을 통해 건

전성이 평가된 장주기 조사기술을 실제 하나로 조사시험에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사 계획에 따라 노외시험용 캡슐인 11M-19K 캡슐의 설계를 기

준으로 하나로 조사시험용 11M-20K 및 11M-21K 캡슐이 설계 • 제작되었다

[3.1.10]. 캡슐에 대한 상세한 설계내역은 앞선 저온 조건 조사기술 개발 분야에서 

기술한 바와 같으며, 저온 조사시험과 장주기 조사시험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2) 장주기 조사시험용 캡슐 하나로 조사시험

   하나로에서 연구로 핵심재료의 장주기 조사특성 시험용 계장캡슐(11M-20K, 

11M-21K)의 조사시험에 대한 안전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조적 피로파괴 가

능성이 제기되어 하나로 조사시험 수행 전에 노외시험용 캡슐(11M-19K)을 이용하

여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내구성시험을 수행하여 건전성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조

사시험이 허가되었다[3.2.18]. 두 캡슐의 동시 조사시험을 위하여 중성자속 조건이 

유사한 하나로 CT, IR2 시험공에 각기 설치되어 82주기부터 각각 4주기, 8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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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표로 조사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3.1.11]. 조사시험 중의 시편 온도

를 실시간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가 하나로 상부 작업공간에 있는 Junction 

box(J/B)를 통해 제어장치로 연결되어 온도 변화가 기록되었다. 

   11M-20K는 하나로 운전 82주기부터 85주기까지(30MW 기준 100.79일) 총 4주기 동

안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표 3.2.6에 11M-20K가 조사된 각 주기마다 운전되었던 하나

로의 운전이력을 나타내었다. 그림 3.2.48은 11M-20K와 11M-21K의 조사시험이 수행되

는 동안 촬영된 사진이다.

표 3.2.6 11M-20K가 조사된 운전주기별 하나로 운전이력

해당 하나로 운전주기 총 출력량 (MWD) 30MW기준 운전일수

82주기 668.3 22.28 

83주기 819.12 27.30 

84주기 785 26.17 

85주기 751.21 25.04 

합계 3023.63 100.79 

그림 3.2.48 11M-20K와 11M-21K의 조사시험 진행 중 관찰 사진

   그림 3.2.49는 11M-20K가 1 주기(82주기) 조사시험 동안 측정된 조사 시편의 온도와 

하나로 출력, 제어봉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일부 운전주기에서 원자로 정지가 다소 발

생하였지만, 전체 조사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하나로 운전 중 하나로 주기 초, 주

기 말 운전에 따른 축방향 위치별 flux 변화로 인하여 조사 시편별 온도 변화가 다소 관

찰되었지만, 측정된 조사 시편의 온도는 모두 60  이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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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이용자 요건인 100  이하의 조사시편 온도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다. 

그림 3.2.49 11M-20K의 하나로 운전 82주기 (1주기 조사시험) 데이터

   11M-20K의 각 위치별 중성자 조사량 평가를 위해 가상 평형노심을 고려한 MCNP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하나로 운전 이력을 분석하여 중성자 조사량 평가를 수행하였다. 

11M-20K 각 시편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 결과는 표 3.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

로 중앙에 위치한 3단에서 가장 높은 중성자 조사량을 나타냈고, 최상단에서는 가장 낮

은 중성자 조사량을 나타내었다. 시편의 고속중성자(E>1 MeV) 최대 조사량은 1 x 1021 

n/cm2 이상을 나타냄으로써, 중성자 조사량 요건을 만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7 11M-20K 중성자 조사량 평가 결과

시편위치 중성자조사량(n/cm2)

단 시편위치 시편 E > 0.18 MeV E > 1.0 MeV

1

(최하부)

1 (하) Graphite 1.13E+21 6.18E+20
1 (상) Graphite 1.38E+21 7.34E+20
2 (하) Graphite 1.08E+21 5.83E+20
2 (상) Graphite 1.34E+21 7.39E+20

3 Berylium 1.17E+21 6.34E+20
4 Berylium 1.11E+21 5.92E+20

5 Graphite 8.84E+20 4.88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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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M-21K는 하나로 운전 82주기부터 90주기까지(30MW 기준 202.5일) 총 8주기 동안 

Berylium 1.13E+21 6.02E+20
Zircaloy-4 1.27E+21 7.12E+20

6 Berylium 1.13E+21 6.04E+20

2

1 (하) Graphite 1.77E+21 9.68E+20
1 (상) Graphite 1.93E+21 1.04E+21
2 (하) Graphite 1.69E+21 9.24E+20
2 (상) Graphite 1.85E+21 9.83E+20

3 Zircaloy-4 1.79E+21 9.76E+20
4 Zircaloy-4 1.69E+21 9.19E+20

5
Graphite 1.60E+21 8.47E+20
Berylium 1.68E+21 9.11E+20
Zircaloy-4 1.65E+21 8.78E+20

6 Zircaloy-4 1.76E+21 9.63E+20

3

1 (하) Graphite 1.90E+21 1.04E+21

1 (상) Graphite 1.93E+21 1.06E+21
2 (하) Graphite 1.93E+21 1.07E+21
2 (상) Graphite 1.91E+21 1.03E+21

3 Berylium 1.94E+21 1.05E+21

4 Berylium 1.84E+21 9.91E+20

5
Graphite 1.85E+21 9.99E+20
Berylium 1.82E+21 9.70E+20
Zircaloy-4 1.77E+21 9.43E+20

6 Berylium 1.91E+21 1.02E+21

4

1 (하) Graphite 1.66E+21 9.34E+20
1 (상) Graphite 1.43E+21 7.87E+20
2 (하) Graphite 1.60E+21 9.00E+20
2 (상) Graphite 1.39E+21 7.58E+20

3 Berylium 1.57E+21 8.31E+20
4 Berylium 1.46E+21 7.92E+20

5
Graphite 1.55E+21 8.47E+20
Berylium 1.38E+21 7.30E+20
Zircaloy-4 1.25E+21 6.56E+20

6 Berylium 1.53E+21 8.26E+20

5

(최상부)

1 (하) Graphite 8.58E+20 4.78E+20
1 (상) Graphite 6.42E+20 3.50E+20
2 (하) Graphite 8.73E+20 4.70E+20
2 (상) Graphite 6.21E+20 3.53E+20

3 Zircaloy-4 8.26E+20 4.46E+20
4 Zircaloy-4 7.67E+20 4.15E+20

5
Graphite 9.26E+20 5.11E+20
Berylium 7.27E+20 3.76E+20
Zircaloy-4 5.79E+20 3.16E+20

6 Zircaloy-4 7.97E+20 4.35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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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 표 3.2.8에 11M-21K가 조사된 각 주기마다 운전되었던 하나로 

운전이력을 나타내었다.

표 3.2.8 11M-21K가 조사된 운전주기별 하나로 운전이력

해당 하나로 운전주기 총 출력(MWD) 30MW기준 운전일수

82주기 668.3 22.28 

83주기 819.12 27.30 

84주기 785 26.17 

85주기 751.21 25.04 

86-1주기 383.81 12.79 

87주기 845.73 28.19 

88주기 761.58 25.39 

89-1주기 293.98 9.80 

90주기 766.41 25.55 

합계 6075.14 202.50 

   그림 3.2.50에는 11M-21K 캡슐의 4주기 조사시험동안 측정된 시편의 온도와 하나로 

출력, 제어봉 위치를 나타내었다. 11M-20K 보다는 다소 높은 조사시편 온도가 측정되었

지만, 전체 조사기간 동안 70 를 넘지 않아 조사시험 요건인 100  이하의 조사시편 온

도조건을 충분히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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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0 11M-21K의 하나로 운전 82∼85주기 (4주기 조사시험) 데이터

  

   11M-21K 각 시편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 결과는 표 3.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M-20K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3단에서 가장 높은 중성자 조

사량을 나타냈고, 최상단에서는 가장 낮은 중성자 조사량을 나타내었다. 11M-21K의 시

편의 최대 고속중성자(E>1 MeV) 조사량은 약 1.99x1021 n/cm2으로 나타나 목표인 

2x1021 n/cm2보다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초기 4주기 조사 때 CT 조사공보다 낮은 

중성자속을 나타내는 IR2 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표 3.2.9 11M-21K 중성자 조사량 평가 결과

시편위치 중성자조사량 (n/cm2)

단 시편위치 시편 E > 0.18 MeV E > 1.0 MeV

1

(최하부)

1(하) Graphite 2.09E+21 1.15E+21
1(상) Graphite 2.55E+21 1.39E+21

2(하) Graphite 2.09E+21 1.15E+21

2(상) Graphite 2.49E+21 1.36E+21
3 Berylium 2.17E+21 1.18E+21
4 Berylium 2.07E+21 1.11E+21

5

Graphite 1.71E+21 9.26E+20
Berylium 2.04E+21 1.10E+21

Zircaloy-4 2.32E+21 1.30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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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rylium 2.16E+21 1.16E+21

2

1(하) Graphite 3.30E+21 1.79E+21
1(상) Graphite 3.45E+21 1.90E+21
2(하) Graphite 3.22E+21 1.77E+21
2(상) Graphite 3.40E+21 1.87E+21

3 Zircaloy-4 3.36E+21 1.83E+21
4 Zircaloy-4 3.20E+21 1.73E+21

5
Graphite 2.97E+21 1.58E+21
Berylium 3.07E+21 1.67E+21
Zircaloy-4 3.22E+21 1.75E+21

6 Zircaloy-4 3.32E+21 1.81E+21

3

1(하) Graphite 3.65E+21 1.99E+21
1(상) Graphite 3.50E+21 1.90E+21
2(하) Graphite 3.50E+21 1.94E+21
2(상) Graphite 3.42E+21 1.88E+21

3 Berylium 3.53E+21 1.89E+21
4 Berylium 3.36E+21 1.79E+21

5
Graphite 3.36E+21 1.82E+21
Berylium 3.29E+21 1.76E+21
Zircaloy-4 3.19E+21 1.71E+21

6 Berylium 3.52E+21 1.89E+21

4

1(하) Graphite 2.91E+21 1.61E+21
1(상) Graphite 2.57E+21 1.40E+21
2(하) Graphite 2.84E+21 1.57E+21
2(상) Graphite 2.54E+21 1.39E+21

3 Berylium 2.79E+21 1.50E+21
4 Berylium 2.67E+21 1.44E+21

5
Graphite 2.90E+21 1.56E+21
Berylium 2.51E+21 1.35E+21
Zircaloy-4 2.36E+21 1.27E+21

6 Berylium 2.74E+21 1.46E+21

5

(최상부)

1(하) Graphite 1.61E+21 8.70E+20
1(상) Graphite 1.14E+21 6.10E+20
2(하) Graphite 1.54E+21 8.43E+20
2(상) Graphite 1.14E+21 6.17E+20

3 Zircaloy-4 1.50E+21 8.16E+20
4 Zircaloy-4 1.41E+21 7.67E+20

5
Graphite 1.71E+21 9.29E+20
Berylium 1.31E+21 7.06E+20
Zircaloy-4 1.08E+21 5.85E+20

6 Zircaloy-4 1.44E+21 7.74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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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주기 조사캡슐 조사 건전성 평가

    하나로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장주기 조사 계장캡슐인 연구로재료 11M-21K 캡슐

의 8주기 조사시험의 경우 노외시험용 캡슐(11M-19K)의 노외 내구성시험 중 캡슐 하단

부 rod tip이 파손된 관계로 원자로안전심의회에서는 캡슐 하단부에 대한 단계적 조사후 

검사를 통해 건전성을 확인한 후 조사시험을 계속하도록 결정하였다[3.2.18]. 따라서 4주

기 조사시험이 완료된 11M-20K 캡슐을 IMEF 핫셀 시설로 이송하여 조사후 건전

성을 평가하였다. 조사시험이 완료된 11M-20K 캡슐은 약 3일간 작업수조에서 방사

능을 냉각한 후 캡슐 절단기로 절단하여 이송용캐스크에 넣어 IMEF hot cell로 이

송되었다.  IMEF 핫셀로 이송된 11M-20K 캡슐 하단부의 건전성 검사를 위하여 

먼저 그림 3.2.51과 같이 물리적 충격을 통한 하단부의 육안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3.2.51 캡슐 하단부 rod tip 끝단을 Manipulator로 잡아당기는 모습

   이에 따라 하단부 내부의 조직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단부를 양분 절단하

고 절단된 부위를 polishing 및 etching 하여 광학 현미경의 최대 배율로 결함이나

(pore(기공), 석출물 등) 균열(crack) 존재 여부 및 용접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림 

3.2.52에서와 같이 하단부 중심을 절단/mounting 하여 가장 취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접 부위를 중심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Rod tip 내부 전체적으로 용접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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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영향부에 균열이나 결함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광학현미경용 조

직의 경우 준비과정에서 결함 등이 매몰될 수 있으므로 관찰면을 화학적 에칭 방법

으로 처리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그림 3.2.53에서와 같이 확대 관찰하였다. 미세조직 

관찰을 통해 용접부와 관련된 모든 부위에서 균열이나 결함을 관찰되지 않아 건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캡슐 하단부 손상이 냉각수 흐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한 피로파괴라는 추정과 균열 형성 및 전파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피로파괴의 

특성상[3.2.19], 4주기까지의 미세조직 건전성을 근거로 8주기 동안의 조사시험을 수

행할 수 있었다. 

그림 3.2.52 4주기 조사된 11M-20K 캡슐 하단부 rod tip의 광학현미경 미세조직

그림 3.2.53 4주기 조사된 11M-20K 캡슐 하단부 rod tip 내부의 

에칭 후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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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8주기 조사시험이 완료된 11M-21K 캡슐 또한 IMEF 핫셀로 이송되어 하

단부 조사후 분석이 수행되었다. 그림 3.2.54는 에칭후 광학현미경으로(최대 400배) 

관찰된 미세조직으로 용접부위와 모재 부위, 그리고 경계부인 열영향부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결함이나 균열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주기 조사시험을 위해 설계개선된 캡슐 하단부 및 관련 제어 시스

템은 8주기까지의 장주기 조사시험에 건전한 것으로 최종 확인됨으로써 8주기까지

의 장주기 조사기술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해당 장주기 캡슐 기술은 

일반적으로 표준형 재료 캡슐의 경우 본 연구의 연구로 재료 캡슐에 비해 손상의 

원인이 되는 냉각수에 흐름에 의한 진동폭이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장주기 조사기술은 표준형 재료 캡슐의 장주기 조사시험에도 적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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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핵심 계장 및 평가기술

개발

    

1. 변위 측정용 국산 LVDT 제작 및 성능평가

가. 변위 측정용 국산 LVDT 설계

    본 연구는 기계적 변위에 따른 권선된 코일의 자속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

어 주는 센서인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선형 변위 차동 

트랜스; 이하 LVDT로 표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핵연료나 재료 시편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온·고압 및 고방사선의 가혹

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센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사용 목적상 350  이상의 고온 

조사시험용으로 사용되는 LVDT는 원자로 환경의 고온 조건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

다. 따라서 그림 3.3.1과 같이 원자로 환경에서 변위와 압력 측정시 최대 900 까지 

고온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온 조사시험용 LVDT가 개발되었다. 종래의 제품

에 비해 고온에서의 온도 제한성을 향상시키고 미래 원자로 조건에서도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소형화하였다.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고온과 

고방사선에서 충분히 견디도록 재료 선정을 하였는데, 특히 LVDT 코일을 ø0.25mm 

K-type 열전대를 사용하여 기존 절연 코일보다 절연 특성을 향상시키고 온도 제한

성을 1000  이상으로 크게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LVDT 코어의 사용 온도를 높

이기 위해 퍼멘더 49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 온도를 최대 900 까지 향상시켰다. 그

리고 2개의 계장선으로 구성된 기존의 LVDT와는 다르게 단일 절연 금속케이블을 

사용하여 구조를 단순화하였으며 계장선의 최대 약점인 외부 누수로부터 LVDT를 

밀폐하기 위해 정밀 접합이 용이하도록 각 부품을 배치하였다. 설계된 고온 조사시

험용 LVDT의 구성은 변위 검출부, 차동 검출 조립부, 단일 금속피복 절연 계장선

의 밀봉 부위를 포함한다. 변위 검출부는 측정 대상물과 접속되고, 상기 측정 대상

물의 변화에 따라 코어 위치가 가변되고 상기 가변된 위치 방향인 축 방향으로 코

어 스프링을 통하여 상기 가변된 코어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변위 검출 조립부는 코어 지지대, 코어 및 코어 스프링을 포함되

며, 코어는 상기 측정 대상물의 변화에 상응하도록 위치가 가변될 수 있는 자성 물

질로 형성되는데 큐리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자성이 없어지므로 고온 사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큐리점이 매우 높은 퍼멘더 49 재료를 사용하여 940  까지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차동 검출 조립부는 상기 변위 검출부 내의 코어의 위치 

변위에 상응하는 전기적 출력을 미세 K-type 열전대 케이블로 생성되도록 형성하

였다. 차동 검출 조립부는 LVDT 하우징, LVDT 외통, LVDT 차폐제, 3개의 

LVDT 보빈 집합체를 포함한다. 또한 LVDT 보빈 집합체는 LVDT 보빈에 K-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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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대 케이블이 권선되고 외부에 퍼멀로이 재질의 자속 차폐체가 위치한다. 이때 

LVDT 코일로 사용된 K-type 열전대 케이블은 1000  이상의 고온에서도 문제없

이 사용되므로 본 고온 조사시험용 LVDT의 코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

한다. LVDT 외통 내부에 위치한 LVDT 퍼멀로이 차폐제는 LVDT 보빈을 감싸도

록 설계되었다. 외통과 연결되는 LVDT 봉단 마개는 LVDT 외통에 끼워지도록 기

계적으로 접속된다. 또한, 상기 차동 검출 조립부는 LVDT 봉단 마개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접속되는 단일의 금속 피복 절연 케이블과 연결된다. 이때 단일의 금속 

피복 절연 케이블은 본 장치의 취급 및 사용 중 계장선 밀봉을 위해 계장선 보호 

튜브와 함께 사용되고 정밀 접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최종적으로 LVDT의 

건전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헬늄 가스를 고온 조사시험용 LVDT 봉단 

마개 핀 홀을 통해 내부로 충진되도록 주입 후, 핀 홀 용접을 하고 헬늄 누출 검사

기로 밀봉 검사를 수행하게 한다. 이와 같이 본 LVDT는 매우 단순하게 고온 시편

의 물리적 변위를 그대로 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차동 검출 조립부는 

K-type 열전대 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고온 사용의 한계를 크게 개선 할 수 있다. 

또한, 고온 조사시험용 LVDT의 전체 구조는 원자로 조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

형화하고 부품의 수를 최소화함은 물론 단일의 금속 피복 계장선을 도입함으로써 

설치 및 취급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LVDT 코일로 열전대 케이블을 사용

함으로써 절연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조립된 LVDT의 각 부품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도록 정밀 레이저로 용접하여 밀폐하고, 계장선과 같이 정밀 용접이 

어려운 부분은 레이저 브레이징으로  밀봉 접합할 수 있도록 부품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된 LVDT는 “고온 조사 시험용 LVDT 및 LVDT 의 제조 방법” 의 

명칭으로 특허 출원(특허 출원 제 2014-0036689호)을 하였다.  

그림 3.3.1 변위 측정용 LVDT 설계

나. 변위 측정용 국산 LVDT 제작

  (1) 코일 권선

   LVDT를 제작하기 위해서 보빈에 코일을 권선하여야 한다. 전 단계에서는 코일

로 세라믹이 코팅된 와이어를 사용하였으나 고온용 LVDT의 설계변경으로 ø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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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K-type 열전대를 그림 3.3.2와 같은 코일 권선기를 이용하여 코일 권선 조건을 

맞추어야한다. K-type 열전대를 사용하기 전에 예비 실험으로 ø0.2 mm의 에나멜선

을 사용하여 조건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그림 3.3.3과 같이 ø0.25 mm K-type 열전

대를 사용하여 turn 166, pitch 0.25, 1 layer turn 25의 코일 권선 조건을 찾아내었

다. 이때 보빈의 가공 상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코일이 감겨지는 부분의 

직각도가 항상 오차로 작용하여 그림 3.3.4와 같이 보빈의 원통부와 날개 부분을 분

리하여 가공 후 레이저 정밀 스폿 용접으로 보빈을 제작하였다.  

  

그림 3.3.2 코일 권선기 

그림 3.3.3 에나멜선 및 열전대 와이어 권선

그림 3.3.4 보빈의 설계 및 제작

  (2) MI 케이블 종단 피복

  권선 후 코일의 종단을 약 3 mm 피복 하였는데 열전대 직경이 매우 작아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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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고안된 장치가 필요하다. 열전대로 사용되는 MI(Mineral Insulated) 케이블은 보

호관으로 금속 튜브를 사용하고 내부에 신호를 전달시키는 도선을 삽입한 후 MgO 

혹은 Al2O3와 같은 무기 절연제로 금속관과 도선 사이를 절연시키기 위해 압축하여 

만든 케이블이다. MI 케이블이란 용어는 바로 절연체로 무기 절연제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사용 용도에 따라 열전대와 전열 케이블 및 전력 케이블로 구분된다. 또

한 케이블 내부의 도선은 한 가닥형, 두 가닥형, 네 가닥형 및 여섯 가닥형이 있으

며, 금속 튜브는 용도에 따라 구리, 스테인리스, 인코넬 등과 같은 재료가 사용된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의 외피는 PVC 이지만 고온 고압 및 고방사선

의 극한 환경인 원자로 조건 및 특수한 조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MI 케이

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MI 케이블은 외피가 금속으로 되어있어 계장 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단을 피복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사용 가능한 MI 케이블 

외피 피복 장치로 종단에서 부터 피복 위치에 금속 외피를 원형 커팅한 후 초음파

를 인가하여 금속 외피와 절연체를 분리하는 초음파 방식의 외피 피복 장치가 있으

며, 다음으로 연필을 깎는 방식과 유사하게 칼날이 장착된 회전체에 MI 케이블을 

밀어 넣어 금속 외피만 제거하는 와이어 피복 장치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금속 외피 피복 장치는 사용 가능한 케이블  제한이 있다. 즉 MI 케이블의 외경이 

∅ 1.0mm 이상 되어야 원활하게 외피를 제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통 계장 

선으로 많이 사용되는 MI 케이블의 외경은 ∅ 1.0 mm 부터 ∅ 0.8 mm, ∅ 0.5 mm 

와 가장 작은 외경으로 ∅ 0.25 mm 가 있다.  비록 숙련된 작업자의 기술에 따라서 

∅ 1.0 mm 까지는 수동으로 MI 케이블의 외피를 피복할 수 있으나, 외경이 이보다 

작을 경우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림 3.3.5는 소 직경용 MI 케이블 종단 

피복 장치를 나타낸 예시도이며, 그림 3.3.6은 MI 케이블 종단 피복 장치의 상세 예

시도이다. 그림 3.3.7은 그림 3.3.5에 도시된 MI 케이블 종단 피복 장치에 대한 실제 

제작된 그림이며, 그림 3.3.8에 MI 케이블 종단 피복 장치에 의해 피복된 종단 부분

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그림 3.3.7과 같이 소 직경용 MI 케이블의 종단 피복 장치

는 보호 커버, 다이아몬드 휠, 모터, XYZ 스테이지, LM 가이드 및 작업대로 구성

된다. 보호 커버는 모터와 연결되어 고속으로 회전하는 다이아몬드 휠로 부터 작업

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또한 투명한 보호 커버가 장착되어 MI 케이블 피

복 중 작업 과정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 사용된 다이아몬드 휠은 금속 외피를 

피복시 MI 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여 고속 회전하므로 정밀도를 감안하여 0.2mm 이

내의 두께가 되어야 한다. MI 케이블 고정부는 XYZ 스테이지 상부에 부착되며 MI 

케이블 피복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MI 케이블 고정부는 

한 개의 하부 판과 두 개의 상부 판으로 구성되며 한쪽 면에는 ∅ 1.0 mm, ∅ 0.5 

mm, ∅ 0.25 mm과 같은 소 직경 MI 케이블이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V자 홈 모양으

로 제작되었다. 한편 XYZ 스테이지는 MI 케이블이 장착된 MI 케이블 고정대와 함

께 XYZ 축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 1.0mm 이하의 소 직경용 정밀 피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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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 단위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XYZ 스테이지와 MI 케이블 고정대는 

LM 가이드에 고정되어 좌우 방향으로 용이하게 이동되며, LM 가이드를 고정할 수 

있는 스토퍼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휠과 연결되는 모터는 다이아몬드 

휠을 고속으로 회전시 진동을 최소화 되도록 프레임과 연결되는 작업대에 고정시킴

으로써 MI 케이블 피복시 진동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추가하여 상기 

MI 케이블 종단 피복 장치로 길이 방향으로 금속 외피를 일부 제거한 후 최종적으

로 나머지 금속 외피와 절연체를 제거하기 위한 특별한 지그가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장치는 소 직경용 MI 케이블 종단의 피복 제거 장치라는 제목으로 특

허로 출원되었다(출원번호 10-2015-0007538). 

그림 3.3.5 MI 케이블 종단 피복 장치 개념도

그림 3.3.6 MI 케이블 피복의 상세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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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소 직경용 MI 케이블 종단 피복장치  

그림 3.3.8 MI 케이블 종단 피복 장치에 의해 피복된 

예시도  

  (3) LVDT 신호선 연결 및 부품 용접

   LVDT 신호 선으로 사용된 ∅ 1.0 mm MI은 ∅ 0.2 mm의 4가닥 Ni conductor와 

주위에 MgO 절연체가 충진되어 있다. 이 MI 케이블의 종단을 약 3 mm 피복하고 

마찬가지로 보빈에 감겨진 ∅ 0.25 mm 코일의 종단을 약 3 mm 피복한 후 서로 연

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미세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흔한 납땜 방식을 사용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브레이징 기술을 응용하여 레이저 정밀 용접 기술을 사용하

였다. 사용된 액상의 브레이징 재료는 Flux(FB3A)와 파우더(BAg-3) 를 일정 혼합

하여 미세선 연결 부위에 인가하고 헤어 드라이어로 건조시킨 후 열원으로 레이저

를 인가하면 브레이징 부분만 녹여 신호선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때의 레이저 출

력은 그림 3.3.9와 같이 브레이징만 되도록 약 15% 이내로 사용하였다. 이후 멀티 

메터의 저항값 측정으로 신호선의 정상적인 연결로 확인되면 연결부위를 세라믹 본

드를 인가하여 고정시킨다. 

   LVDT의 봉단 마개와 외통의 용접은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면 약 70-80% 출력

조건에서 아주 양호하게 용접이 된다. 그러나 신호 연결을 위해 사용된 봉단 마개

를 관통하는 MI 케이블 완벽한 밀봉은 어려우며 계장센서 제작에 있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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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이다. MI 케이블의 외피 두께는 외경에 따라 다른데, 보통 ø1.6 mm 인 경

우는 약 0.2 mm 이며 ø1.0 mm 는 약 0.13 mm 이다. 이와 같이 매우 얇은 외피의 

MI 케이블과 계장 센서를 밀봉하기 위해 연구 초기에는 제살 용접 방법으로 레이

저 정밀 용접을 사용하였으나 용접은 상당히 어려웠다. 또한 계장 센서의 외통과 

MI 케이블 사이의 공차가 작을수록 정밀 용접이 양호하나 조립 시 약간의 허용 공

차가 있도록 가공되며, 이 공차는 제살 용접 시 열전도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용접

을 어렵게 한다. 제살 정밀 용접의 다른 방법으로 용가재(Filler material)를 사용하

여 접합하는 레이저 용접/브레이징 방법이 있다. 용가재를 사용하는 레이저 용접방

식은 원래 얇은 시트를 용접할 때 사용되었는데, 관련 사례로 두께 0.3 mm 시트 

사이에 Ag 페이스트(Paste)를 인가하여 양호한 레이저 용접 결과를 얻었다. 다른 

유사한 연구로 Fluoride 와 Oxide 물질의 플럭스 혹은 금속 파우더를 용가재로 사

용하여 레이저 용접을 수행하였다. 한편 자동차나 항공 우주 산업에서와 같이 스틸/

알루미늄의 이종 재료를 접합하기 위해 와이어를 용가재로 사용하는 레이저 브레이

징 방법도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동안 계장센서 제작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존에 사용하였던 레이저에 의한 제살 정밀용접 방법을 개선하고 신뢰성 

있는 계장선 정밀 접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3.3.1-3.3.2].

   LVDT 계장 센서의 정밀 접합 부위는 그림 3.3.10과 같다. ø12.12 mm STS- 

316L 재질의 LVDT 외통과 Endcap은 ø1.0 mm STS-316L 재질의 MI 케이블과 브

레이징으로 정밀 접합한다. 다음 진공 챔버에서 Endcap 의 핀 홀을 통해 He 가스

가 채워진 후, TIG 스폿 용접에 의해 핀 홀을 밀봉한다. 실제 외통의 밀봉 건전성

을 평가하기 위해 He 누설 검출기가 사용되며, 본 실험에서는 브레이징 부위에 대

한 미세 조직검사가 함께 수행되었다. 그림 3.3.11과 같이 계장선 MI 케이블 시스와 

Endcap 사이에는 약 0.05 mm의 공차가 있으며 용가재인 페이스트 형태의 재료가 

접합부에 인가되어 브레이징된다. 이때 페이스트의 일부분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 

접합부 틈새로 들어가게 되고, 액상 페이스트를 고정하기 위해 헤어 드라이어를 사

용하여 건조시킨다. 펄스 레이저 빔은 Endcap과 MI 케이블 경계면을 중심으로 원

주 방향 회전시키면서 고온의 열이 인가되도록 하면 용가재가 용융된다. 이때 원주

각은 초기 입열량을 고려하여 380° 회전시킨다. 그림 3.3.12는 액상의 용가재가 접합

부에 인가된 형상이다.  펄스 레이저 브레이징 실험 조건으로 입열양의 변화를 주

는 펄스 주파수, 회전 속도, 펄스 폭 및 출력을 변수로 하여 모의 시편들을 준비하

였다. 상하단 Endcap 및 튜브로 구성된 STS-316L 재료의 시편들은 먼저 조립 및 

용접되고, 실험 조건에 따라 레이저 브레이징 한다. 다음 모의 시편의 건전성을 확

인하기 위해 진공 챔버 내에서 He을 채운 후 핀 홀 용접을 수행한다. 브레이징에 

사용되는 액상 페이스트는 플럭스 FB3A와 BAg-3(Ag 50%/Cu 15.5%/Zinc 

15.5%/Cd 16%/Ni 3%) 파우더를 일정 비율로 섞어 사용하였다.  레이저 브레이징 

후 그림 3.3.13과 같은 금속 미세조직 검사로 부터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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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알 수 있었다.

  1) 펄스 주파수 변화에서는 외형상 7 Hz에서 양호한 비드를 보였으며, 5 Hz 조건

에서는 입열량이 작아 비드(Bead)의 모양이 불규칙하며, 상대적으로 9 Hz 조건

에서는 입력양이 커서 용융부의 비드가 두껍게 형성되었다.

 

  2) 0.75 rpm  2.0 rpm의 회전 속도 변화 실험에서 0.75 rpm인 경우는 입열량이 

많아 용용부의 비드 폭이 넓어지며, 1.5 rpm 이상에서는 시편의 회전수가 빨라 

일부 구간에서 용용부의 비드가 불량하였다. 그러나 회전 속도 1 rpm에서 가장 

양호한 외형을 보였다.

  3) 펄스폭 변동 실험에서는 10 ms보다 작을 때에는 용융부의 비드 폭이 작게 형

성되었으며, 14 ms의 펄스폭인 경우는 오히려 입열량의 증가 효과로 일부 구간

에서 용융부의 비드가  좋지 않았다. 

  이상의 실험 조건으로부터 계장선 밀봉을 위한 최적의 레이저 브레이징 조건은 

펄스 폭 10 ms, 출력 30%, 펄스 주파수 7 Hz, 회전속도 1 rpm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9 LVDT 신호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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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LVDT 계장선 밀봉

  

그림 3.3.11 계장선의 레이저 브레이징 

개념도

  

그림 3.3.12 레이저 브레이징 실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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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레이저 브레이징의 펄스 주파수 조건: 

Left(Hz=5), Center(Hz=7), Right(Hz=9) 

  (4) LVDT 핀 홀 용접 

   LVDT 및 계장 연료봉 내에는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헬륨을 채우고 핀 홀 용

접을 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계장 연료봉 내 핀 홀에 핀을 끼움 방식으로 구성한 

핀 용접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설계 방식의 변경으로 핀 용접의 단점을 보

강하고자 계장 연료봉의 핀 홀을 가공하여 그림 3.3.14-15와 같은 핀 홀 용접 챔버

에서 핀 홀 용접을 진행하였다. 직경이 다른 3가지 크기(0.3 mm, 0.5 mm, 1.0 mm)

의 핀 홀을 가공한 시편을 TIG(Tungsten Insert Gas) 스폿(Spot) 용접을 하였다. 

STS-316L 재료의 모의 시편은 진공도 5×10-2 torr, 헬륨(He) 압력 7 bar, 시작 전

류 30A, 텅스텐 전극봉과 용접 시편의 간극 0.5 mm, 스폿 시간을 약 0.5초로 하여 

60 A에서 150 A 사이의 전류를 변수로 두고 핀 홀 용접을 진행하였다. 이 용접 시

편에 대한 헬륨누출 시험, 비드 크기 및 조직 검사를 수행하여 TIG 용접에서의 전

류 변수에 따른 비드 폭(Bead Width)과 용입 깊이(Penetration Depth)의 관계 및 

최적화 조건을 알 수 있었다. 용접 전류가 증가할수록 비드폭과 용입 깊이 또한 함

께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80 A에서 100 A 사이의 전류를 공급해주었을 때 

핀 홀 용접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해 가공이 용이한 핀 홀

의 크기를 고려하여 0.5 mm의 핀 홀을 용접할 경우, 용접 전류를 80 A에서 100 A미

만의 전류를 공급해 주었을 때 핀 홀 용접의 최적화 조건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3.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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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TIG 스폿 용접 장치  

그림 3.3.15 Welding of the sample

 using a TIG welding system 

(left: Before welding, right: After welding)

다. 변위 측정용 국산 LVDT 성능평가

    

   제작된 고온 조사시험용 LVDT는 그림 3.3.16과 같이 Micrometer를 이용해 특성 

검사를 하였다. 실험 결과와 같이 변위 대 출력 전압의 선형성이 확인되었는데, 

sensitivity : 80 mV/mm, signal drift : 0.1 mV/10h 으로 측정되고 특히 신호의 안

정성이 매우 우수하였다. 단지 세라믹 케이블을 사용한 LVDT(sensitivity : 444 

mV/mm) 와 비교하면  sensitivity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보빈의 권선 수에 대

한 차이이며 오히려 코일을 k-type 열전대를 사용한 LVDT는 신호 드리프트가 훨

씬 안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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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변위 측정용 LVDT 성능평가

2. 압력 측정용 국산 LVDT 제작 및 성능평가

가. 압력 측정용 국산 LVDT 설계

   원자로에서 조사시험시 핵연료 봉내의 압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내방사성 

LVDT를 설계하였다. 사용 목적상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LVDT는 고온·고압의 

조건뿐만 아니라 내방사선의 특성을 가져야한다. 따라서 본 LVDT에 사용되는 부

품은 변형 측정 LVDT와 같게 원자로 조건에 부합하도록 선정되었으며,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품의 기능을 최대한 단순하도록 설계되어 원자로 환경에서 압력 

측정에 사용되도록 개발되었다. 그림 3.3.17의 전체 단면도는 크게 2 부분으로 구분

되는데, 압력 검출 조립부, 차동 트랜스 조립부로 구성된다.  압력 측정 물체의 튜

브와 용접되어 연결되는 하단 앤드 캡은 압력의 변화에 따라 신장과 수축을 하는 

벨로우즈와 코어 지지대 및 코어와 용접하여 구성되어 있어, 압력의 변화는 벨로우

즈를 통하여 축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벨로우즈의 열과 방사선의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알루미나 재질의 벨로우즈 보호 튜브을 하단 튜브를 내부에 삽입하

였다. 차동 트랜스 조립부는 LVDT Bar와 LVDT 외통이 조립되어 용접되면 절연

을 위해 STS-316L 재질의 LVDT 보빈이 조립되고, 이어서 LVDT 외통 사이에 하

단 절연 튜브, 상단 절연 내부 튜브가 조립 후 상단 앤드 캡이 LVDT 외통에 끼워

져 조립된다. 절연 케이블이 통과하는 신호 연결 튜브를 조립한 다음 상단 앤드 캡

과 신호 연결 튜브의 연결부와 신호 연결 튜브와 절연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분을 

정밀 용접한다. 전체 조립과 용접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헬늄을 내부에 채우고 핀 

용접을 후 밀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헬늄 누출검사를 수행하여 LVDT의 건전성

을 검사한다. 차동 트랜스 조립부가 완성되고 압력 검출 조립부와 연결되는 튜브에 

압력의 변화를 주어 코어를 LVDT Bar를 통하여 움직이면, 코어변위에 비례하여 

전기적 출력이 절연 케이블로부터 생성된다. 여기서 차동 트랜스 조립부는 변형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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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LVDT와 동일하다.

 

그림 3.3.17 압력 측정용 LVDT 설계 

나. 압력 측정용 국산 LVDT 제작

 

  (1) 벨로우즈 용접

   압력 측정용 LVDT의 차동 검출부는 변위 측정부의 제작 과정과 동일하지

만 그림 3.3.18과 같이 코어의 연결 부위는 STS-300 재질의 벨로우즈가 압력 

검출부에 위치한다. 그러나 두께가 얇은 벨로우즈를 용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

다. 전 단계에서는 벨로우즈 양단을 STS-316L 재료로 연결하여 제살 용접으로 

제작하였으나 재연성이 낮아 계장선 밀봉에서 적용한 레이저 브레이징 방법을 

도입하였다. 브레이징에 사용되는 액상 페이스트는 플럭스 FB3A와 BAg-3를 벨로

우즈 양단 연결부의 경계선에 인가하고 건조시킨 후 레이저 출력 조건으로 출력 

35%, 펄스폭 10ms, 주파수 5Hz를 사용하여 그림 3.3.19와 같이 용접하였다. 벨로우

즈 내부압력은 실험 조건에 따라 벨로우즈 연결부의 핀 홀을 통해 헬륨을 10 bar, 

15 bar, 30 bar 압력으로 채우고 핀 홀 용접을 한다. 그러나 제작된 핀 홀 용접기를 

사용하려면 핀 홀이 측면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벨로우즈 하단 연결부의 하

단 중앙에 위치한 핀 홀은 그림 3.3.20과 같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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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LVDT의 벨로우즈 구성도  

그림 3.3.19 LVDT의 벨로우즈 조립 및 접합 

그림 3.3.20 벨로우즈 연결부의 설계 변경  

다. 압력 측정용 국산 LVDT 성능평가

  압력 측정용 LVDT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차동 트랜스 조립부와 함께 압력 검

출 조립부가 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압력 검출 조립부의 핀 홀의 위치 수정이 필

요하고, 외부 압력의 변화에 의해 코어의 위치 변경을 실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하다. 또한 연료봉 내압의 변화를 벨로우즈 압력과의 차이로 인해 코어의 위치 변

화로 나타내기 위해 모의 연료봉을 제작하고 노내 시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압력 측정용 LVDT에 대한 개별 성능시험은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대신 다음과 같

은 노내 조사시험을 위한 LVDT 계장 캡슐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3. LVDT 및 연료봉 제작을 위한 이종 금속 용접

가. 레이저 브레이징에 의한 계장선 밀봉

  핵연료봉의 중심 온도를 측정하는 Tantalum 재질의 Thermocouple은 연료봉의 봉

단 마개를 관통하여 위치한다. 이때 봉단 마개는 피복관 재질과 동일하며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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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4 혹은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종 재료로 구성된 

Thermocouple Sheath와 봉단 마개를 밀봉하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Zirconium 과 Tantalum은 그림 3.3.21의 이종재료 용접표에서와 같이 용접성은 좋

다. 실제로 그림 3.3.22에서와 같이 Zir-4 와 Ta 의 레이저 용접 결과이며 금속 미세 

조직 검사에서와 같이 매우 양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봉단 마개에 

Thermocouple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간격이 존재하며, 이 부품 사이의 간격

은 용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Zir-4 to Ta 용접시 부품 사이의 간격을 최소로 설

계하면 용접성은 향상시킬 수 있지만, 만일 봉단 마개가 스테인레스일 경우에는 이

종 재료 용접표에서와 같이 용접성이 매우 낮게 된다. 대안으로 그림 3.3.21의 표를 

참고하여 스테인레스와 Ta 사이에 중간 매개 재료인 Molybdenum을 삽입하여 각 

연결 부위를 레이저 용접을 수행하여 보았다. 하지만 이종 재료의 레이저 용접시 급

열 급냉 특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크랙이 발생하며, 특히 부품 사이의 간격은 용접

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따라서 두 부품 사이의 간격이 존재하는 계장선과 같은 이종 

재료의 정밀 용접은 다음과 같은 레이저 브레이징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ø1.0mm 계장선 MI 케이블의 용접은 sheath 두께가 0.13mm 정도로 매우 얇기 때

문에 용접 조건을 찾기가 어렵다. 이전 연구에서 출력을 25%로 하고 제살 용접조건

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지만 100% 재연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종 금속 

밀봉뿐 만 아니라 MI 케이블 밀봉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그림 3.3.23과 같은 레이저 

브레이징 기술이 사용되었다. 그림 3.3.23의 A와 B 부분은 계장선이 통과하는 부분

으로 조립 상황을 고려하여 약간의 허용 공차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Paste type

의 Filler material을 인가하고 레이저 브레이징을 수행하면 신뢰성 있는 밀봉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사용된 Filler material은 약 50% Ag가 포함된  BAg-3 Powder 에 

FB3A Flux를 섞어 사용하였다. 이때 레이저 출력 조건은 펄스 폭 10 ms, 출력 

25-30%, 주파수 5 Hz, 회전 속도 2 rpm 이다. 또한 그림 3.3.23에서와 같이 LVDT 

계장선 밀봉은 봉단 마개 끝에 Seal Tube를 삽입하고 2번의 레이저 브레이징함으로

써 2중 밀봉 역할을 하여 안전성을 크게 향상하였다[3.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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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이종 금속의 용접성  

그림 3.3.22 Zir-4 to Ta 이종 재료의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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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LVDT 레이저 브레이징

나. LVDT 부품의 레이저 브레이징 접합

  

  LVDT의 벨로우즈 밀봉에 대한 레이저 브레이징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앞에서 상세

하게 언급되었다. 코어 부품의 용접은 Permenduer-49와 STS-316L 이종금속의 용접

이지만, 레이저 출력을 40%로 낮추고 브레이징 용접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4. LVDT 노내 성능평가를 위한 계장캡슐 설계, 제작 및 노내 조사시험

가. LVDT 계장 캡슐 설계

   1 단계의 연구계획 내용으로 개발된 LVDT에 대한 원자로 내에서의 성능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3개의 LVDT 장착된 모의 연료봉과 함께 추가로 관련 계

장센서가 장착되는 집합체를 제작하여 하나로 IP5 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함으

로써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LVDT 장착 모의 연료봉 집합체 조사시험 계

획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시험 목적

   - 국산화 개발된 LVDT의 노내 성능평가 및 관련 계장기술 확보

2) 조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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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 IP5 

3) 조사기간 

   - 2015. 02. 부터 1주기 예상

4) 조사시험 모의 연료봉 집합체 구성

  - 조사시험 집합체 전체 조립 도면 

  - 조사시험 집합체 전체 조립 형상 

  - Elongation LVDT 및 중심온도 측정 K-type 센서가 장착된 모의 연료봉 제작 

: 2개 

  - Pressure LVDT 및 중심온도 측정 K-type 센서가 장착된 모의 연료봉 제작 : 

1개

  - 열중성자 측정용 SPND : 1개

  - 열/고속 중성자 측정용 검출기 제작 : 각 1개

5) 주요 부품 및 재료 

  그림 3.3.24와 3.3.25는 조사시험 집합체 리그의 전체 도면 및 형상이며 그림 

3.3.26의 Elongation LVDT 2개와 그림 3.3.27의 Pressure LVDT 1개의 하단면에 그

림 3.3.28과 같은 중심온도 측정 연료봉이 조립되어 장착된 후 스테인레스 와이어에 

연결되어 하나로 IP 조사공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집합체 Housing 내에 

열중성자 및 현재 개발 중인 CVD Diamond 검출기가 장착되며, 이때 IP5에서 조사

시험 할 모의 연료봉 집합체로부터 연결되는 계장선의 길이는 약 16m이다. 이때 사

용되는 부품은 QA를 거쳐서 제작된 부품을 사용한다.

부품명 LVDT 계장선 피복관 모의시편

재료 STS-316L STS-316L STS-316L 알루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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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조사시험 집합체 전체 조립 도면

 

그림 3.3.25 조사시험 집합체 

전체 조립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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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변형 측정 연료봉

그림 3.3.27 압력 측정 연료봉 

그림 3.3.28 중심온도 측정 모의 연료봉  

나. LVDT 계장 캡슐 제작

  LVDT 조사시험 캡슐 혹은 리그(Rig)는 설계 도면에 따라 각 부품들이 제작되었

다. 단지 계장 연료봉을 지지하는 Lower Housing과 Upper Housing의 재료는 직경

이 큰 STS-316L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Inconel 600 재료로 가공하였다. 가공된 재

료 중 알루미나 모의 소결체가 삽입되는 연료봉과 LVDT 및 Thermocouple의 예비 

조립은 그림 3.3.29와 같다.  또한 그림 3.3.30과 같이 전체 계장 리그에 대한 조립

시험을 수행하였다. 당초 계장 연료봉의 조립은 Lower Housing과 Upper Housing

을 통하여 조립되도록 설계하였으나, 실제 조립 과정에서 계장 연료봉의 불안전 고

정이 생겼으며 조립 중 하단 Thermocouple의 계장선 간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계장 연료봉 조립시 측면을 통해서 리그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설계 변경을 하였다.

  예비 조립 시험을 완료 후 각 부품의 용접 과정은 설계도와 같이 진행되었다. 각 

부품의 연결 부위의 기본 용접 조건은 Angle 380도, 회전 속도 2 rpm, 주파수 5 

Hz 이며 용접 직경에 따라 펄스 폭은 10-20 ms, 레이저 출력은 150 W의 80-70% 

로 사용하였다. 그림 3.3.31과 같이 변형 측정 연료봉의 레이저 용접이 완료되면 핀 

홀 용접 챔버에서 헬륨을 연료봉내에 채우고 핀 홀 용접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3개

의 계장연료봉의 용접이 완료되면 He 누설 시험을 수행하여 계장 연료봉의 건전성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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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계장 조사시험 연료봉 조립 전/후  

그림 3.3.30 계장 리그 조립시험 

그림 3.3.31 변형 측정 연료봉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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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계장 연료봉의

 핀 홀 용접 

다. LVDT 계장 캡슐의 노내 조사시험

   연구 일정에 맞추어 하나로 노내 조사시험을 위한 LVDT 계장 캡슐을 설계와 

제작을 진행하였지만 연구원의 하나로가 2013년 7월 이후 하나로에 대한 안전성 재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되지못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이

번 LVDT 노내 조사시험은 실제로 수행되지 못하고 설계 및 제작된 캡슐에 대한 

조립 타당성만을 확인하였다.   

5. 핵연료 조사시험 자료 분석  

가. ANSYS 에 의한 핵연료 조사시험 분석

- Mini-Plate 핵연료 조사시험

   1999. 07. 05에 축소 판형 핵연료(Mini-Plate)에 대한 조사시험이 하나로 OR6 조사공에서 

무계장으로 110.7 FPD/20MW 까지 수행되었다. 이때 Mini-Plate에 대한 열 여유도를 

PLTEMP 코드를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열 수력시험 200 kPa 압력강하 유량값 6.78 kg/s 를 

기준으로 냉각수 입력 온도 35 일 때 캡슐내 유속은 18.9 m/sec 이며, 계산된 핵연료의 최

대 중심온도는 88.3 와 최대 피복재 표면온도는 77.7  이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ANSY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정상상태에서 온도평가를 하기 위해 강제 대류 조건

에서 열전달 계수 h를 구하고 Heat flux를 계산한 후 유속조건 18.9 m/s 값을 사용하여 프

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이때 계산된 열전달 계수 h 값은 38,024.5 w/m2  이고, Heat flux 값

은 2.64 MW/m2 이었으며 최종 ANSYS 프로그램 결과는 그림 3.3.33과 같다.  ANSYS 프로

그램 중 정상 상태 열(steady state thermal) 계산 결과(최대 표면온도 68.3 )와 비교하여 

보면 PLTEMP 코드에서 계산한 최대 피복재 표면온도 77.7  보다 약 10  가 낮게 평가

되었다. 그러나 ANSYS의 Fluent 유체 유동 해석에 의한 결과는 PLTEMP 코드 결과와 유

사하게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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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내 압력은 그림 3.3.34와 같이 Mini-Plate 집합체 내부로 흐르는 냉각수 유량이 6.66 

kg/s 일 때 Mini-Plate 집합체를 1/4로 분리하여 해석하였다. 1/4 로 해석한 결과를 보면 입

력 유량이 1.7 kg/s 일때 입력부의 압력이 높지만 Mini-Plate 내부로 큰 변화없이 균일하게 

흐르게 되며, 이때 차압 P는 164 kPa로 PLTEMP 코드 계산값 137 kPa 보다 약간 크게 

계산되었다. 

   

   

   그림 3.3.33 Mini-Plate 에 대한 정상상태 해석 및 Fluent 유체 유동 해석

   

       

그림 3.3.34 Mini-Plate 내부 압력 및 유속 해석

   - DUPIC 6차 연료봉 조사시험

  DUPIC 핵연료에 대한 계장 조사시험이 2006. 04. 10부터 3주기 동안 수행되었다. 조사조건

은 30 MW 출력의 OR4에서 운전되었으며, 지르칼로이-4 피복관이 연료봉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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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IC 연료봉에 대한 열 해석은 FEMAXI-V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최대 선출력

은 제어봉 위치가 650 mm 일 때 64.8 kW/m 이며 소결체 최대 중심온도는 2,567  로 계

산되었다. 그러나 실제 조사시험시 측정된 최대 중심온도 값은 1,400 로 FEMAXI-V로 계

산한 값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ANSYS 프로그램으로 연료봉의 온도를 해석하였는데 주요 

변수와 결과는 그림 3.3.35와 같다. 유속 변화에 따른 연료봉 온도분포는 유속이 6 m/s 일때 

핵연료 중심온도 최대값은 1,779  이며, 유속이 10 m/s 일때 최대값은 약간 낮게 1,762  

로 계산되었다. 또한 냉각수의 유속이 10 m/s 일때 3개의 연료봉에 대한 해석은 그림 3.3.35

에서와 같이 1,746  였다. 이들의 최대값은 중심온도 측정값 1,400 에 온도센서를 장착하

기 위한 소결체 Hole에 대한 온도(300 )를 보정하면 큰 차이 없이 비교가 된다. 그러나 

FEMAXI-V 코드 사용한 결과와의 큰 오차는 안정도 여유 값을 너무 크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ANSYS CFX를 이용하여 연료봉 집합체에 대한 냉각수 유속에 대한 분포해석 결과는 그

림 3.336과 같다. 그림 3.3.36은 연료봉 집합체에 유입되는 냉각수 유량이 9.6 kg/s 일 때 1/2 

연료봉에 대한 유속의 변화를 해석하였다. 그림 3.3.36에서와 같이 유입된 냉각수는 일부 구

간에서 최대 6.7 m/s 유속을 보이지만 대부분 큰 유속의 변화없이 연료봉 주위를 통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35 DUPIC 연료봉의 온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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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DUPIC 연료봉의 유속 해석 

- 09F-08K 핵연료 조사시험 

  STS-316L 이중 피복관을 사용하여 U-235 핵연료에 대한 09F-08K 조사시험이 2010. 01. 

10부터 1주기 동안 하나로 OR5 조사공에서 수행되었다. 조사시험에 대한 출력이력 계산 결

과로 펑균 선출력 31.79 kW/m, 최대 선출력 34.45 kW/m 으로 계산되었으며, 측정된 최대 

핵연료 중심온도는 770  이었다. 이 조사시험에 대한 ANSYS 프로그램 열 해석한 주요 변

수와 결과는 그림 3.3.37과 같다. ANSYS 프로그램의 열 해석 시 1개의 연료봉에 대해 외부/

내부 cladding, endcap, 연료봉내 알루미나에 대한 감마 발열량 값 1.482 W/m3 를 포함하였

다. 그림 3.3.37과 같이 해석 결과를 보면 최대 중심 온도 측정 767.5 로 측정된 온도 값과 

매우 유사하게 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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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09F-08K 핵연료 온도 해석

6. 미래 원자력 시스템용 핵연료 특성측정 기술 분석

가. CVD 다이아몬드 검출기의 특성 및 이용

  

  (1) CVD 다이아몬드의 특성 

   CVD 다이아몬드를 이용하면 중성자 검출기를 제작할 수 있다. CVD 다이아몬

드의 기본 특성으로 고 에너지가 다이아몬드내로 입사되면 전자(Electron)와 정공

(Hole) 이 발생된다. 이때 외부 전극(Electrode)을 통해 전압을 인가하면 전자는 + 

전위로 정공은  전위로 이동하여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러한 CVD 다이아

몬드의 특성은 Fissile 물질이 없고, 방사선에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Fission 

Chamber, Gas Counter, Silicon Detector 보다는 중성자 검출기로 사용하기에 유리

하다.  

 

  (2) CVD 다이아몬드 검출기의 전극 제작 

   CVD 다이아몬드에 전극을 증착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방식은 고체 물질로 부터 박막을 얻기 위한 기계적 혹은 열역학적 방법

이다. 입자들은 직선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방법으로 도

포되는 필름은 일반적으로 directional 한 상태가 되며, PVD 방식의 전극 증착 방법

은 대표적으로 스퍼터링(Sputtering) 방식과 진공증착(Evaporation) 방식이 있다. 스

퍼터링 방식은 높은 에너지를 갖는 미립자들에 의한 충돌에 의해 타겟 물질의 표면

으로부터 원자들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이용하는 박막 공정중의 하나로, 이 스퍼

터링의 종류로는 크게 2종류가 있다. 성막속도가 여러 종류의 금속에 대해 거의 일

정하며 전류량과 박막두께가 거의 정비례하므로 조절이 쉬우나, 타겟 재료가 금속

으로 한정되며 높은 아르곤 가스 압력이 필요한 DC 스퍼터링과, DC 스퍼터링에서 

타겟이 산화물이나 절연체일 경우 스퍼터링 되지 않는 단점을 해결될 수 있고 비교

적 낮은 아르곤 가스 압력에서 증착이 가능한 RF 스퍼터링이 있다.

    진공증착 방식의 경우에는 열 진공증착(Thermal evaporation), E-beam 증착

(E-beam evaporation)이 있다. 열 진공 증착 방식은 증착할 재료가 진공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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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상태가 되며, 진공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증기화된 입자가 증착 대상까지 곧바

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고체 상태의 기판 표면에 응축된다. E-beam 증착은 높

은 진공 상태에서 텅스텐 필라멘트에서 발생한 전자빔에 의해 대상 양극(Anode) 쪽

으로 Bombardment 형식으로 이온들이 충돌하여 증착된다. 

   전극 증착 공정을 통해서 오믹 접촉(Ohmic contact)을 확인하는 것도 또한 중요

하다. 오믹 접촉이란 양방향 전기 전도성을 갖는 낮은 저항의 옴성 접촉으로 선형

적 전압-전류의 특성을 갖는다. 오믹 접촉은 검출기 제작 시 소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저항에 비해 접촉 저항이 무시할 정도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크롬이나 티타늄 형태의 탄화물은 CVD 다이아몬드에 

Sputtering이나 Evaporation을 통해 증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얇은 층의 금(Gold), 백금, 몰리브덴도 증착물질로 사용된다

[3.3.10]. 

  (3) CVD 다이아몬드 검출기 누설 전류 측정 및 분석

   다이아몬드는 다른 반도체 물질보다 큰 사이즈의 밴드 갭 때문에 저항 값이 훨

씬 크다. 다이아몬드 격자내의 자유 캐리어의 수는 물질 내에서 자유 캐리어를 생

성하기 위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물질보다 더 작다. 다이

아몬드 검출기의 누설전류는 반도체내에서 제한된 전기 전도율 때문에 발생한다. 

누설 전류는 물질의 벌크와 표면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 벌크 전류는 열적 에너지

가 다이아몬드의 밴드 캡을 통과하기 충분한 캐리어에 의해 발생한다. 이 벌크 누

설 전류는 캐리어 수명과 반비례한다. 표면 누설 전류는 주로 제조과정, 측정방법, 

전극 전도 등에 기인한다. 누설전류는 노이즈를 발생하므로 작은 누설전류는 방사

선 검출 응용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 이것은 검출기의 성능, 에너지 해상도와 신

호 대 노이즈 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도체 방사선 검출기에 중요한 사항이

다. 다이아몬드가 보론 불순물의 고농도를 보일 때 저항률은 낮아진다. 현재 다이아

몬드 검출기는 고 바이어스 전압이 요구된다. 다이아몬드 센서 주위의 공기를 차단

하기 위해 paraffin-based dental wax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표면에서 전자 평형 

손실에 따른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2009년에 A. Galbiati의 “Perfomentce of monocrystalline diamond radiation 

detectors fabricated using TiW, Cr/Au and novel ohmic DLC/Pt/Au electrical 

contact” 연구를[3.3.11] 보면 4.7 mm×4.7 mm×0.5 mm 사이즈, 질소와 보론이 5 

ppb 이하 값인 고순도의 다결정 다이아몬드 방사선 검출기를 제작하여, 전극 증착 

물질로 TiW, Cr/Au와 DLC/Pt/Au 을 증착하여 60Co γ선, 90Sr 전자와 241Am α입자

를 조사시켜 그 광전류와 신호 응답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림 3.3.38은 DLC/Pt/Au 

전극 모식도를 나타낸 것으로, DLC는 1∼3 ㎚의 아주 얇은 전극 증착을 하였다. 또

한 TiW와 Cr/Au 전극 증착도 같은 방식으로 금속 물질을 진행하였다. 전극 증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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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3종류의 CVD 다이아몬드 검출기의 누설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알루미늄 박스

를 제작하여 검출기를 넣고 Keithley 6517A 일렉트로메터를 이용하여 1000 V 에

서 1000 V 까지의 전압에 따른 누설 전류를 정하였으며, 측정된 전류는 그림 3.3.39

와 같다. 그림 3.3.39를 보면 Cr/Au가 TiW보다 낮은 누설전류를 가지며, 

DLC/Pt/Au가 가장 낮은 누설 전류를 가졌다. 또한 I-V 곡선에서 가장 선형적인 그

래프는 가장 낮은 누설전류를 가진 DLC/Pt/Au로 ohmic 접촉이 다른 두 물질의 전

극 증착에 비해 잘 이루어 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3.3.11-3.3.13]. 

그림 3.3.38　DLC/Pt-Au 전극 증착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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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전극 증착 재료별 누설전류 측정

나. 고속 중성자 검출기 개발

   그림 3.3.40은 간략한 고속 중성자 검출기 구조이다. HPHT 기판위에 Boron이 

도핑된 CVD 다이아몬드, 그 위에 진성 CVD 다이아몬드 층으로 구성된다. 전극 재

료는 측면에 알루미늄으로 부착되어있다. 이 검출기는 고속 중성자와 다이아몬드 

사이의 반응인 12C(n,α)9Be 반응을 이용하는데, 이 반응은 다이아몬드내 알파 입자

와 9Be 이온을 동시에 발생한다. 반응의 총 에너지는 Eα + EBe = En - 5.7 MeV 

이며 여기서 En 는 입사 중성자의 에너지이다. En 반응에 의해 발생된 에너지의 

직접 관계를 알려면 입사 중성자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야한다. 작은 다이아몬드 

두께에 의해 일부 입자가 외부로 빠져나가지만 그 부분은 일부이다. 그림 3.3.41과 

같이 중성자 발생기 Frascati Neutron Generator(FNG)를 인가하였을 때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입사 에너지가 En =14.8 MeV 일 때 피크값은 9.1 MeV 에서 

측정되어진다.  다이아몬드 두께에 따른 피크의 변화를 모사하였는데 두께가 증가

함에 따라  12C(n,α)9Be 피크의 크기는 Sharp 하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가 일정 이상의 두께가 된다면 고속 중성자 검출기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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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0 CVD Diamond Detector 

for Fast Neutron Measurement

그림 3.3.41 Fast Neutron Detection

다. 열 중성자 검출기 개발

   그림 3.3.42는 HPHT 기판(400 ㎛) 위에 B-doped CVD 다이아몬드(15 ㎛)와 진

성 다이아몬드(15-20 ㎛) 및 알루미늄 전극(100 nm) 및 LiF 층(2 ㎛)으로 구성된 

열중성자 검출기의 구조를 나타낸다. 다이아몬드는 고 에너지와 반응하므로 만일 

열중성자가 입사되면 변화없이 다이아몬드를 그냥 투과한다. 따라서 열 중성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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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42 와 같이 변환 막을 사용하여 저 에너지 중성자를 높게 이온화된 입자로 

전환시켜야한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변환 막은 열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큰 

LiF(Lithium Fluoride), Boron, Gadolinium 재료가 사용된다. 

  Li 에너지 변환 과정을 살펴보면 Li이 95% 이상 함유된 LiF 막에 열중성자가 입

사되면 Li은 Li(n,α) Tritium 반응을 통해 2.73 MeV Tritium과 2.07 MeV 알파 입

자를 발생하고 이들의 에너지는 다이아몬드에 검출된다. LiF 막의 두께는 

Sensitivity 에 따라 보통 1- 4 ㎛ 이다.  그림 3.3.43은 LiF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

럼으로 ETritium과 Eα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우 약하게 고속 중성자에 

의한 반응 12C(n,α)9Be과 12C(n,n' )12C* 나타난 에너지 스펙트럼이 보인다. 따라서 고

속 중성자 검출기와 열 중성자 검출기가 Sandwich 구조를 갖는 검출기는 고속 중

성자와 함께 열중성자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10B + nth  [11B]  (6%) 4He2+ + 7Li3+ + 2.79 MeV

                (94%) 4He2+ + 7Li3+ + Eγ + 2.31 MeV     Eγ = 0.48 MeV

157Gd + nth  158*Gd  158Gd + γ + 7.9 MeV    

6Li + nth  Tritium + α  + ETritium + Eα  

                           ETritium = 2.73 MeV       Eα = 2.06 MeV

  2 단계 연구에서는 변환 최적의 박막 물질을 선정하고 다이아몬드에 증착이 용이

한 물질을 선택하여 열 중성자 검출기를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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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CVD Diamond Detector 

for Thermal Neutron Measurement

그림 3.3.43 LiF Detector with 14 MeV Neut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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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연료 특성평가(온도, 압력, 길이) 기술 분석

   최근 하나로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핵연료에 대한 조사시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된 원심분무제조기술을 이용한 판형 핵연료는 기

장연구로 핵연료의 주요 후보재료로 하나로에서 그 제원을 축소하여 총 3회의 조사

시험이 계획되었고, 첫 번째 조사시험이 OR3 조사공에서 완료되었다. 또한 미래원

자력시스템인 VHTR의 핵연료인 TRISO의 조사시험이 완료되었으며, SFR의 핵연

료인 U-Zr-X 금속연료는 조사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에 적용하기 위한 이중냉각핵연료 및 가소성 핵연료 소결체가 하나로에서 조사시험

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후쿠시마 사고 후속 대책으로 사고저항성 핵연료 소결체와 

희토류 대체를 위한 보론 함유 핵연료 소결체의 조사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핵연료 조사시험이 진행될 때 핵연료의 온도를 측정하거나 계산하기 위한 출력 계

산 시스템과 핵연료 조사시험의 주요 요건인 연소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로의 시험핵연료 조사특성 분석 시스템을 검토하였

다.

가. 피복입자핵연료 조사시험

   그림 3.3.44는 하나로에서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미래원자력시스템인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핵연료의 조사시험이 수행된 캡슐 내부 

조사시험봉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VHTR의 핵연료는 우라늄 연료를 피복으로 

감싼 피복입자핵연료를 대상으로 하는데, 직경이 1 mm 이내이기 때문에 직접조사

시험이 불가능하여 원통형 흑연에 피복입자핵연료를 넣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복

입자핵연료는 평균 263개가 하나의 핵연료체(Feul compact)에 삽입되었고, 조사시

험은 총 14개의 핵연료체를 대상으로 하였다[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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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피복입자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조사시험봉 개략도[3.3.14]

   표 3.3.1은 하나로에서 피복입자핵연료의 조사시험 이력을 나타내었다. 피복입자

핵연료는 OR5 조사공에서 하나로의 운전주기를 기준으로 총 5주기 동안 조사시험

이 진행되었다. 피복입자핵연료의 조사시험 캡슐은 무계장 캡슐로 제작되었기 때문

에 각 핵연료의 특성은 측정할 수 없고 계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피복입자핵연

료의 출력 및 연소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로 노심관리 전산 체계인 HANAFMS

와 MCNP 연소노심 계산체계를 이용하였다. HANAFMS는 격자분석 코드인 

WIMS와 중성자확산 코드인 VENTURE 및 HEXSUFF 등 보조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있다. 하나로 가동이후 현재까지 하나로 핵연료 관리는 HANAFMS에 의해 수

행되고 있고, 비교적 정확하게 각종 노심 변수를 예측하고 있으나, HANAFMS는 

H-Z 모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복입자핵연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힘들다. 

그림 3.3.45는 HANAFMS와 MCNP 계산간의 비교검증을 위하여 전체 하나로 핵연

료를 신핵연료로 가정하여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의 출력을 비교한 것이다. 

HANAFMS와 MCNP로 계산된 하나로 핵연료 출력이 잘 맞게 계산되었지만 OR5

에 장전된 피복입자핵연료의 출력은 14.25%로 다소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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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이는 피복입자핵연료 내 우라늄양이 매우 작기 때문에 HANAFMS의 

H-Z 모델에서 대상 조사물을 정확히 모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피복입자핵연료의 조사이력 평가를 위해 HANAFMS로부터 도출된 하나로 핵

연료 정보를 이용하여 MCNP 연소노심 계산체계로 자료를 생산하였다.

    표 3.3.1 피복입자핵연료 하나로 조사시험 이력

하나로 운전주기 운전기간 EFPD(30MW 기준)

89-1 2013. 8. 5 ~ 8. 19 12.18

89-2 2013. 10. 14 ~ 10. 28 12.88

90 2013. 11. 4 ~ 12. 2 24.72

91 2013. 12. 16 ~ 2014. 1. 13 27.37

92 2014. 1. 27 ~ 2014. 2. 24 27.51

93 2014. 3. 3 ~ 2014. 3. 31 27.54

합계 　 132.2

그림 3.3.45 신핵연료 노심에서 HANAFMS와 MCNP로부터 

계산된 핵연료 출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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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46은 하나로 노심을 기준으로 하여 피복입자핵연료가 장전된 위치를 나

타낸 것이다. 피복입자핵연료의 의도된 장전방향은 노심과 평행한 방향이었으나, 

OR 조사공의 하단부 설계의 인식 오류로 인하여 장전방향이 다소 바뀌었다. 그림 

3.3.1을 기준으로 하면 핵연료체 만으로 이루어진 조사시험봉 1이 노심과 근접하게 

위치해 있고 조사시험봉 2는 노심과 멀리 떨어져 위치해 있다.

그림 3.3.46 피복입자핵연료 장전 위치 및 방향

   그림 3.3.47은 피복입자핵연료가 포함된 핵연료체의 출력 이력을 나타낸 것이다. 

핵연료체 #1에서 #9까지는 조사시험봉 1에 위치해 있으며, #10에서 #14까지는 조사

시험봉 2에 위치해 있다. 조사시험 초기 피복입자핵연료의 출력은 낮게 계산되었는

데, 하나로가 23 및 27 MW로 정상운전 출력인 30 MW보다 낮게 운전되었기 때문

이다. 그림 3.3.48은 피복입자핵연료가 포함된 핵연료체의 평균 연소도 자료이다. 각 

핵연료체의 최종 조사결과는 표 3.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복입자핵연료의 조사

시험 목표는 40,000 MWD/MTU (FIMA 4.2%)로[3.3.14] 목표된 조사량을 충분히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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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 피복입자핵연료가 포함된 핵연료체의 출력 이력 계산 결과

그림 3.3.48 피복입자핵연료가 포함된 핵연료체의 평균연소도 이력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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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피복입자핵연료가 포함된 핵연료체의 최종 평균연소도 및 FIMA 계산 결과

나. Mini plate 핵연료 조사시험

   Mini plate를 대상으로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은 총 3회 계획되었으며[3.3.15], 

주요사항은 표 3.3.3에 나타내었다. 조사시험명은 기장연구로사업에서 부여한 고유

이름이고, 이에 해당하는 조사시험 캡슐의 고유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HAMP-1과 

HAMP-2는 동일한 제원의 mini plate를 대상으로 조사시험이 예정되어 있으나, 

HAMP-3의 경우 mini plate의 길이를 실제 기장연구로에 적용될 핵연료와 일치시

켰다. 목표연소도에 따라 하나로 조사시험 예상주기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

사공을 배정하였다.

Fuel compact
Burnup 

(MWD/MTU)
FIMA

#1 45427.36 4.85%

#2 45431.95 4.85%

#3 45618.55 4.87%

#4 45264.03 4.83%

#5 45239.25 4.83%

#6 44915.65 4.79%

#7 44516.85 4.75%

#8 44393.10 4.74%

#9 44227.35 4.72%

#10 42977.30 4.59%

#11 43302.99 4.62%

#12 43306.39 4.62%

#13 42687.58 4.56%

#14 42109.74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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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Mini plate 조사시험 주요사항

   HAMP-1은 총 8장의 mini plate로 우라늄 밀도에 따라 2장은 6.5 gU/cc, 6장은 

8.0 gU/cc로 구성되었다. HAMP-1은 조사시험 캡슐인 13F-05K의 하우징 slot에 

mini plate 양쪽을 끼우는 방식으로 조립되었다. Mini plate는 13F-05K 상/하단 하

우징에 4장씩 수용할 수 있다. 그림 3.3.49는 slot에 조립되는 각각의 mini plate 사

진이며, 그림 3.3.50은 조립된 캡슐인 13F-05K를 하나로에 장전 중인 사진이다. 각 

mini plate에는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각인이 되어 있으며 이를 표 3.3.4에 나타

내었다.

그림 3.3.49 상부 및 하부 housing 조립되는 mini plate (좌: 상부, 우: 하부)

조사

시험명

조사시험

캡슐명

Mini plate 제원

(mm)

Mini 

plate 

수량

목표연소

도

하나로 

조사시험 

예상주기

조사공(안)

HAMP-1 13F-05K
심재 0.51x25x70

연료판 1.27x35x130
8 45 at% 약 4주기 OR3 (확정)

HAMP-2 13F-06K
심재 0.51x25x70

연료판 1.27x35x130
8 65 at% 약 7주기 OR3 (미정)

HAMP-3 13F-07K
심재 0.51x25x600

연료판 1.27x35x640
4 85 at% 약 9주기 OR5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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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0 하나로 조사공에 장전되기 위해 이동 중인 13F-05K

표 3.3.4 Mini plate 장전 위치 및 각인 정보

Housing 위치 Plate 각인 우라늄 밀도

하부 housing

KJM6504 6.5 gU/cc

KJM8031 8.0 gU/cc

KJM8032 8.0 gU/cc

KJM8033 8.0 gU/cc

상부 housing

KJM6506 6.5 gU/cc

KJM8035 8.0 gU/cc

KJM8036 8.0 gU/cc

KJM8037 8.0 gU/cc

   Mini plate 조사시험 캡슐의 설계 시 각 plate가 조사공 내부 어느 위치에서 연

소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방향성을 보증하는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그림 3.3.51과 같이 plate를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캡슐의 장/탈착 중 캡슐 

방향이 의도했던 것과 다름을 인지하여 확인한 결과 캡슐 설계에 참고했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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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 하부 도면이 부정확하여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장전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캡슐은 그림 3.3.52와 같이 장전되어 조사시험이 진행되었으며 노심과 가까운 

쪽의 plate가 6.5 gU/cc이다. 캡슐은 초기 설계시 의도했던 방향보다 반시계방향으

로 103o 회전되어 장전되었다. 표 3.3.5는 HAMP-1이 하나로에서 조사된 이력을 각 

날짜별로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HAMP-1은 총 108.41 EFPD 동안 조사시험이 진

행되었다. 

그림 3.3.51 13F-05K 설계 시 고려한 캡슐의 장전 방향 

(가장 왼쪽에 위치한 plate가 6.5 gU/cc임)

그림 3.3.52 실제 장전된 mini plate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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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HAMP-1 하나로 조사시험 이력

HANARO 
 operation cycle

Operation date 
(M-D-Y)

Cycle 
EFPD

Cumulative 
EFPD

92 01-27-14 ~ 02-24-14 27.51 27.51

93 03-03-14 ~ 03-31-14 27.54 55.05

94 04-14-14 ~ 05-12-14 27.59 82.64

95 05-21-14 ~ 06-18-14 25.77 108.41

   그림 3.3.53은 HANAFMS에 적용된 mini plate의 축방향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핵연료 심재는 축방향으로 7 cm에 분포하고 있지만, HANAFMS의 경우 기본

적으로 5 cm 단위로 육각형 격자가 분포해 있고, 하나로 핵연료 중심 부분에 1.5 

cm 및 3.5 cm로 격자가 분포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모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

대한 유사한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6.5 cm에 핵연료가 분포해 있는 축방향 모델

을 적용하였다. 즉 실제 핵연료 보다 단위 체적당 우라늄 양은 다소 높게 모델에 

반영되었다.

그림 3.3.53 HANAFMS에 적용된 HAMP-1 축방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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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54는 HANAFMS에 적용된 HAMP-1의 평면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육

각형 격자가 분포해 있을 경우 중심 영역을 제외한 첫 번째 ring(6개 육각형 격자 

영역)과 두 번째 ring(12개 육각형 격자 영역)에 핵연료가 위치해 있으므로 이 부분

을 균질화 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HANAFMS내 WIMS 코드에 의한 균질화 과정 

중 plate는 환형으로 고려하였다.

그림 3.3.54 HANAFMS에 적용된 HAMP-1 평면 모델

   위와 같은 축약 방식에 의해 HAMP-1의 조사 이력을 HANAFM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계산은 하나로 운전 주기별로 제어봉 위치가 50 mm 움직일 때 마다 

수행하였으며, 계산 빈도는 한 주기 당 약 7회 였다. Plate별 계산은 불가하며 단지 

상/하단 위치에서의 평균 이력만 평가가 가능하다. 그림 3.3.55는 상/하단의 연소도 

이력, 그림 3.3.56은 상/하단의 U-235 연소이력, 그림 3.3.57은 상/하단의 출력 이력

의 HANAFMS계산 결과이다. 하단부와 상단부에서 U-235 연소는 최종적으로 각각 

66.51%, 55.46%로 계산되어 목표인 45%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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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5 HANAFMS에 의한 캡슐 핵연료 부분 상/하단의 연소도 계산 결과

그림 3.3.56 HANAFMS에 의한 캡슐 핵연료 부분 상/하단의 U-235 연소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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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7 HANAFMS에 의한 캡슐 핵연료 부분 상/하단의 출력 이력 계산 결과

   그림 3.3.58은 MCNP6의 연소성능을 활용한 연소노심 모델링 방법과 

HANAFMS의 비교를 위해 각 계산별 32개 핵연료 집합체 출력의 평방근 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나타낸 것이다. 평방근 오차는 최대 2.73%로 

나타남에 따라 HAMP-1 평가를 위해 MCNP6의 연소를 반영한 방법은 적절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3.3.58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 출력의 평방근 오차

(HAMP-1 연소 계산과 HANAFMS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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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59는 HAMP-1의 연소에 따른 핵종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 HANAFMS

내 WIMS 코드에 의한 연소계산을 MCNP6와 비교한 것이다. 연소 비교에 있어 가

장 중요한 인자는 U-235양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HAMP-1 조사시험의 목

표가 U-235의 연소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낮은 연소도에서의 두 계

산 간 U-235 양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50%이상의 고연소도에서 차이가 다소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고 고연소도 부분에서 

MCNP6의 계산 빈도를 더 늘려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HAMP-1 계산에서

는 WIMS 코드에 의한 계산 결과를 사용하였다.

그림 3.3.59 HAMP-1 연소에 따른 U-235 양 비교

   MCNP6에 의해 계산된 HAMP-1의 plate 별 연소도, U-235 연소, 출력이력을 

그림 3.3.60, 3.3.61, 3.3.62에 나타내었다. Plate 중 노심에 가장 인접해 있고 하부에 

위치한 KJM6504의 연소도가 114.202 GWD/MTU, U-235 연소 61.7%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KJM8036의 연소도는 100.196 GWD/MTU, U-235 연소 55.1%로 가

장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HAMP-1 조사시험이 목표한 45% U-235 연소는 충분

히 만족한다. HAMP-1의 plate별 최종 평균 연소도 및 U-235 연소 자료는 표 3.3.6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ANAFMS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하부 housing에서는 다소 

낮게, 상부 housing에서는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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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0 Plate 별 연소도 평가 결과

그림 3.3.61 Plate 별 U-235 연소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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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2 Plate 별 출력 이력 평가 결과

표 3.3.6 Plate별 최종 평균 연소도 및 U-235 연소

Burnup (GWD/MTU) U-235 depletion(%)

#1 114.202 61.70334

#2 107.490 58.49963

#3 104.334 57.04955

#4 106.526 58.05835

#5 108.353 59.06215

#6 101.694 55.82285

#7 100.196 55.12186

#8 101.720 55.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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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연료 조사특성 측정을 위한 기술 분석

   표 3.3.7은 현재까지 하나로에서 수행한 상용원전 핵연료와 DUPIC 핵연료 조사

시험 현황과 함께 계장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하나로에서 캡슐을 이용하여 핵연료 

조사시험중 핵연료 온도, 핵연료봉 내압, 핵연료 길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열전

대, LVDT를 계장하였고, 열중성자속 측정을 위해 SPND(Self-Powered Neutron 

Detector)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FTL을 이용한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해 FTL IPS

의 입출구 온도 측정을 위해 열전대를 설치하고, 핵연료의 중심온도, 핵연료봉 내압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LVDT와 열중성자속 측정을 위해 SPND를 설치하였다. 계장 

캡슐을 이용한 상용원전용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해서 먼저 핵연료의 중심온도 측정

과 열중성자속 측정을 위해 열전대와 SPND를 계장하였고, 후속으로 LVDT를 계장

하여 핵연료봉의 내압변화와 핵연료 길이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계

장품들은 외국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다.

표 3.3.7 핵연료 계장캡슐을 이용한 핵연료 현황

차수 계장 연료봉제원 
소결체

제원
조사조건

조사

기간
선출력 연소도

1차

02F-11K

온도, 

SPND 

STS316L

연료봉 3개

UO2

2.42w/o

OR5, 

24MW
53EFPD

최대 

38kW/m

평균 

28kW/m

5,132

MWd/t

2차

03F-05K

온도, 

SPND,

LVDT

STS316L 

연료봉 3개

UO2

2.42w/o

OR5, 

24-30MW
60EFPD

최대 

38kW/m

평균 

28kW/m

3,461

MWd/t

3차

05F-01K

온도, 

SPND,

LVDT

STS316L 

연료봉 3개

UO2

2.42w/o

OR5, 

30MW
45EFPD

최대 

38kW/m

평균 

28kW/m

4,069

MWd/t

4차

09F-08K

온도, 

SPND

STS316L 

연료봉 3개

UO2

0.71w/o

OR5, 

30MW
24EFPD

최대 

38kW/m

평균 

28kW/m

   지난 50년 이상 재료시험로에서의 핵연료 조사시험은 조사특성을 실시간으로 감

시/측정하고, 조사시험 조건환경을 조절하기 위해 노내 계장에 의존해 왔다. 표 

3.3.8에는 현재까지 각국의 재료시험로에서 조사특성 및 조사조건 조절을 위해 활용

하고 있는 전형적인 노내 계장품들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계장품들은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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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50년 전에 개발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계장품들을 개발하고, 개선하려는 

연구개발이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사시험을 하는 동안 정확한 

노내 측정과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품질 계장품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품질의 새로운 계장은 개량 PWR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에서 요구하는 핵연료 또는 재료의 특성연구와 관련하여 modeling 및 simulation 

향상, 조사시험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특성 측정을 위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

와 같이 하나로에서 핵연료 조사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계장기술은 

현재 국외 주요 재료시험로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여 핵연료 조

사시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3.3.8 주요 재료시험로의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 방법

Measurements Representative in-pile instrumentation

Temperature

Thermocouples with metal sheath and mineral insulation :

     Below 1100°C : Ni-Cr / Ni-Al (K type)

                    Ni-Cr-Si / Ni-Si (N type)

     Above 1100°C : W-Re alloys (C type); doped Mo/Nb-alloy 

LVDT- based expansion thermometers

Melt wires, paint spots, and SiC monitors (post-irradiation 

analysis)

Dimensions 

(e.g., length, 

diameter)

LVDTs

Diameter gauges

Strain gauges based sensors (post-irradiation analysis)

Crack growth

LVDTs

Direct-current potential drop (DCDP) method

Electrochemical corrosion potential (ECP); stress corrosion 

crack (SCC) propagation

Fission gas 

release 

Sampling

LVDT based sensors of fuel rod internal pressure sensors

  + fuel temperature measurements (centerline thermocouple)

Neutron flux

Activation foil dosimeters and wires (post-irradiation analysis)

SPNDs

Fission Chambers

Gamma heating 

/ Local power 

(full power)

Gamma therm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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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 기반기술 연구

1. 산화물 고온 초전도체의 전자기 특성-중성자 조사 선행연구 분석

가. 첨단 신소재와 중성자 조사기술

1986년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3.4.1]가 발견된 이후 고온 초전도체의 전자기 특

성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4.2-3.4.5]. 초전도체의 산업 응용

을 위해서는 초전도 재료의 전기적 특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여 년간의 

고온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초전도체의 물성(자기장에서의 전기적 성

질)은 초전도체의 미세조직과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초전도체에 인가되는 자

기장이 커지면 초전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제한된다. 따라서 초전도체의 전류특성을 

높이려면 자기장을 잡아 주는 자기 속박점(Flux pinning center, 공정, 전위, 적층결

함 등과 같은 결함이 이 역할을 함)이 필요하다. 고온 초전도체는 쿠퍼 전자쌍을 이

루는 거리인 결맞음 거리(Coherence length)가 짧기 때문에 결함의 크기가 나노미

터 정도로 작아야 한다. 

나노결함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화학적 방법

은 화학원소의 도핑(Doping) [3.4.6]이다. 초전도 물질의 구성원소와 원자가나 이온

반경이 다른 원소를 첨가하면 결함이 생성되거나 격자가 뒤틀릴 수 있다. 물리적 

방법에는 중이온[3.4.7-3.4.8], 전자빔, 양성자와 중성자 조사(Irradiation) 

[3.4.9-3.4.11]가 있다. 이온이나 전자빔 조사는 빔의 침투 깊이가 짧기 때문에 주로 

표면에서 결함이 생성되는 반면, 중성자 조사는 중성자의 투과력이 크기 때문에 시

편 전체에서 균일하게 결함이 생성된다. 중성자 조사는 조사선원이 열중성자인지 

고속중성자인지와 중성자속(Flux density)에 따라 생성되는 결함의 종류와 밀도가 

달라진다. 중성자 조사는 핵연료 성능시험과 원자로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원

자로 재료에 대한 조사특성연구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반도체와 같은 전

자소재, 다강체와 초전도체 등을 대상으로 중성자 조사를 통한 물성향상(신소재 개

발 산업응용) 및 보석의 색상을 바꾸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사용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Hanaro)”라는 이름의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

다(그림 3.4.1(a)). 이 원자로로부터 양질의 중성자선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체계적인 중성자 조사연구가 가능하다. 금속과 같은 구조용 재료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 내 결함생성으로 물성이 저하된다. 반면에 기본적으로 기계적 특

성이 취약한 세라믹 초전도체나 실리콘 단결정 같은 재료는 미세결함이 생성된다고 

해도 기계적 특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더불어 전자소재에 결함이 생성되

면 전자나 홀(Hole)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자기 특성이 변한다. 초전도체의 

경우 재료내부에 적당량의 미세결함이 존재하면 임계전류량이 크게 향상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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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초전도 특성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초전도 특성향

상을 위한 중성자 조사기술의 활용(그림 3.4.1(b))에 대해 분석하였고, 초전도 시료

를 대상으로 중성자 조사를 실시하여 중성자 조사 기술의 첨단소재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a)

  

(b)

그림 3.4.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a) 하나로 원자로와 (b) 중성자 조사기술 활용도

나. 중성자 조사효과

(1) 초전도체 단결정과 박막

YBaCuO 단결정에 대한 중성자 조사 연구결과[3.4.9]는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

도(Jc)에 대한 중성자 조사가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5 K에서 초전도체의 Jc는 

자장 방향에 관계없이 중성자량에 비례하며 증가했다. Jc의 이방성은 100배 이상으

로 매우 컸고, Jc 증가는 자기장의 방향이 초전도체 결정의 c 축에 평행한 경우(H∥
c)보다 H∥a/b가 두 배정도 컸다. 77 K에서는 5 K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H∥c의 

경우가 Jc 증가효과가 컸다. 반면에 H∥a/b의 경우, Jc가 자장이 커짐에 따라 점차

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였다. 한편 박막에 대한 중성자 조사효과는 미약했다. 

YBaCuO 박막에 대한 중성자 조사는 Jc를 크게 향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최적화

된 결함구조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Sauerzopf 등의 1-8×1021 m-2의 고속중성

자속에서 YBaCuO 단결정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3.4.12]에 의하면, H∥c 방위에 

대해서 5 K, 20 K와 40 K의 측정온도에서 중성자속이 증가하면 Jc가 증가하였다. 

이 실험에서 Jc 증가는 중성자 조사에 따라 다양한 결함들이 생성이 되어 이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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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한 플럭스 피닝력(Flux pinning Force)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림 3.4.2).

그림 3.4.2 중성자속에 대한 YBCO 초전도 단결정의 임계전류도의 변화[3.4.12]

(2) 덩어리형 YBaCuO 단결정 [3.4.9] 

원료분말을 녹여서 Y2O3와 액상이 되게 한 다음, 다시 이 전구체를 미세 분쇄하

여 Y2BaCuO5(Y211)와 액상이 되는 온도로 가열한 후 서냉하는 용융공정으로 제조

된 덩어리형 YBaCuO 초전도체에 대한 중성자 조사효과 연구가 수행되었다. 자기 

속박력이 있다고 알려진 Y211 상이 각각 12.8%, 17.5% 함유된 시편들에 대하여 자

장 (H∥c) 크기에 따른 조사전 Jc의 측정결과, 두 샘플 모두 자장이 증가함에 따라 

Jc는 감소하였으며, Y211 상의 함량이 높은 시편이 모든 측정 온도에서 상대적으로 

Jc가 높았다. 이 시편에 대해  중성자속 2×1021 m-2(E>0.1MeV)에서 조사한 결과, 

77K와 6T 이상에서는 Jc 증가가 미미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Jc가 향상

되었다. 이 시료에 대해 4×1021 m-2를 조사한 경우, Jc의 추가적인 증가는 아주 작았

다. H∥c인 경우 높은 조사량에서 비가역 자기장(Irreversibility line)이 고 자장 쪽

으로 약간 이동했고, H∥a/b에서는 오히려 저 자장 쪽으로 이동했다. 

(3) 중성자 흡수단면적(Neutron absorption cross section) 

중성자 조사에서는 중성자의 에너지를 수 meV에서 수 MeV (0 10 MeV)를 사

용한다. 이 범위의 중성자 조사에 의해 재료 내에 아주 작은 점 결함에서 대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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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군까지 다양한 결함이 형성된다. 수 meV의 에너지를 가진 저속의 중성자는 

초전도체에서 자속을 고정할 만한 충분한 량의 조사손상 결함을 만들지 못한다. 수 

keV의 강한 에너지를 가지는 중성자를 사용해야 원하는 조사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속중성자의 경우 초전도체에 효과적인 자속고정점을 생성지만 비교적 장시간의 

조사가 필요하다. Cascades는 아주 효과적인 자속 고정점이며, 중성자 에너지가 0.1 

MeV 이상일 때 형성된다. 수백 eV 이하의 낮은 에너지 조사의 경우는 2 nm 정도

의 점 결함 클러스터(Cluster)가 형성된다. 조사 결함 밀도는 결정원자와 상호반응

한 중성자의 수에 의존한다. 따라서 결정원자의 중성자 흡수 단면적은 원자-중성자 

상호반응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성질이다. YBaCuO에서 Y의 열중성자 흡수 단면적

은 0.001 barn으로 미미하여 Y 원자에 의한 결함생성은 무시할 정도이다. 

SmBaCuO의 경우는, 열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220 barn으로 Y 보다 크다. 따라서 

SmBaCuO가 YBaCuO 보다 낮은 온도에서 자속고정 결함을 생성한다[3.4.10]. 측정

온도 50K와 조사선량이 4.428×1017 cm-2일 때 Jc 값은 조사 전 25,000 A/cm2에서 

조사 후 120,000 A/cm2 까지 증가하였다. 50 K에서 Jc 값은 3.5 7 배 증가하고, 77 

K에서 2.5 5 배 향상되었다.

(4) 중성자 조사에 따른 방사화(Activation)

중성자 조사의 장점은 재료내부에 결함을 균일하게 생성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원소의 방사화다. 방사화란 중성자 조사에 의해 핵종이 생겨서 시편이 

방사능을 갖게 됨을 말한다. 생성된 핵종은 반감기가 짧은 것과 긴 것이 있으며, 후

자의 경우 중성자 조사 후 시편관리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따라서 조사 대상물질

이 중성자 조사에 의해 어떤 핵종을 생성할 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중성

자조사는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속박 특성을 개선하여 전류밀도를 향상하는 효과를 

주지만, 한편으로 초전도체 자체의 방사화를 초래하게 된다. 방사능 물질은 초전도

체 구성원소나 초전도체에 포함된 불순원소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방사화는 첨

가되는 불순물의 양과 열중성자 조사량으로 조절가능하다. 불순물이 첨가된 

Bi-2212 초전도체에서 생성된 핵종의 방사화와 감쇄(Decay)에 대한 연구결과

[3.4.11]에 따르면, Cu-64와 Cu-66은 수 일 내에 빠르게 여기상태가 감쇄되지만, Bi, 

Sr, Ca과 같이 초전도체 구성하는 물질로부터 생성된 Po-210, Sr-89, Sr-85, Ca-45 

와 Ar-37 등이 방사화의 주 원인이 된다. YBaCuO 초전도체는 Ba이나 Cu로부터 

기인된 Ba-131, Ba-133과 Co-60에 의한 방사화가 크다. Y은 방사화되기 어렵기 때

문에 희토류 원소 중에서 방사능 수준이 가장 낮다.

(5) 리튬(Li)과 보론(B) 첨가효과 [3.4.13]

열중성자 조사는 리튬을 첨가한 YBaCuO 초전도체의 자기구속 효과를 증대시킨

다. 보론은 리튬보다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크기 때문에(NACS, Li=945 b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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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B=3837 barn), 보론을 첨가하면 열중성자 조사에 의해  결함이 더 잘 생성된다.   

(6) Bi-계 초전도체의 low-energy 중성자 조사에 따른 효과 [3.4.14]

Bi-계 초전도체에 Sn이나 Ag이 첨가하면  자기구속점이 생성되어 Jc가 증가한

다. 여러 가지 원소를 도핑하는 화학적 방법보다 물리적으로 결함을 생성하는 조사

방법은 초전도체의 Jc 증가에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도핑이나 조사가 항상 Jc 값

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철(Fe)이나 코발크(Co) 첨가나 헬륨 이온 조사 등은 오히

려 Jc를 감소시킨다. 고속중성자 조사는 많은 양의 방사능 핵종과 cascade를 형성하

며, 이는 재료 내부의 결정 결함(손상)으로 남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낮은 속

도의 중성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조사에 따른 임계온도(Tc)의 증가현상

Bi-2223 초전도체와 n-첨가 Bi-초전도체의 조사에 따른 연구[3.4.14]에서는 조사

된 초전도체의 Tc가 조사되지 않은 초전도체보다 3 5.5 K정도 높았다. 일반적으로 

초전도체의 Tc는 결정구조에 크게 의존한다. 높은 Tc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압력

이 필요하다. Hg가 첨가된 초전도체는 임계온도가 150K보다 높다. 이는 첨가된 원

소가 결정구조의 내부압력증가를 초래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Pb는 Bi보다 이온반

경이 크므로 Pb가 첨가되면 Bi-2223 초전도체의 Tc가 증가한다.

중성자 조사에 의해 결정내부에 결함들이 생성되면 이는 결정격자의 뒤틀림 현

상을 초래한다. 결정의 뒤틀림에 의해 내부응력이 발생하며, 이는 내부압력 증가효

과로 나타난다. 반면에 조사는 내부의 금속이온이나 산소이온과의 상호반응을 일으

킨다.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 조사는 산소원자 함량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며, 이는 

초전도체의 Tc를 개선하게 된다. 하지만 고속중성자 조사의 경우는 오히려 Bi-2223 

초전도체의 Tc를 떨어트린다. 

중성자 조사는 재료 내에 결함을 생성하는 기술로, 핵연료와 원자로 구조용 재

료뿐 아니라 반도체, 전자소자, 초전도체 등의 첨단신소재 개발과 보석의 부가가치

를 높이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중이온이나 양성자, 전자빔 조사는 빔의 침투깊

이가 작아서 그 영향이 시편의 표면에 제한된다. 반면, 중성자 조사는 시편의 전 영

역에서 균일하게 결함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전자소자나 초전도체의 전자기적 특성

을 제어에 효과적이다. 방사화로 인해 방사능 핵종이 생성되는 단점이 있지만 중성

자속과 재료의 불순물을 제어하면 반감기가 긴 핵종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한

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원자로의 중성자 조사시설을 원자로 재료의 수명 예측이나 

핵연료 성능 개선연구와 더불어 첨단 신소재 개발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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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gB2 벌크시편의 조사전 초전도 특성 분석

가. MgB2 초전도체

MgB2 초전도체의 초전도 임계온도(Tc)는 39 K[3.4.15]로 기존에 사용되는 초전

도선(NbTi, Tc=8 K, Nb3Sn, Tc=18 K))보다 높다. 초전도 온도가 높으면 고가인 액

체헬륨(온도 4.2 K를 사용하지 않고 냉동기를 사용해서 초전도 선을 냉각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3.4.16]. MgB2 초전도체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결정구조가 단순하

기 때문에 전류흐름의 이방성이 작고, 입계가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입계가 많을

수록 자기장에 견디는 힘이 크다[3.4.17-3.4.20]. 또한 마그네슙이나 보론은 가격이 

싸고, 선으로 만드는 공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초전도 선재로서의 경제성이 높다

[3.4.18-3.4.20]. 이런 이유로 MgB2 초전도 선은 가까운 미래에 액체헬륨을 냉매로 

사용하는 NbTi 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3.4.16-3.4.17]. 

MgB2 초전도선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된다. 인시츄(In-situ) 방식

[3.4.21-3.4.23]은 원료로 마그네슘과 보론 분말을 사용하다. 금속관에 원료분말을 

놓은 다음 금속관을 인발이나 압출방식으로 가공하여 선으로 만든 다음, 초전도 상

을 만들기 위해 반응 열처리를 한다. 반면, 익시츄(Ex-situ) 공정[3.4.24-3.4.25]은 

원료로 합성된 MgB2 분말을 사용한다. 선으로 만드는 공정은 익시츄 공정과 동일

하다. 인시츄 공정의 열처리는 마그네슘의 융점 부근인 600-700 에서 수행한다. 

반면에 익시츄 공정은 융용온도가 매우 높은 MgB2 분말을 소결해 주어야 하기 때

문에 열처리 온도가 100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열처리 온도에 따라 MgB2나 

(Mg+B) 분말을 담는 금속관의 재질이 결정된다. 

인시츄 공정과 익시츄 공정의 원료와 열처리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미세조

직이 다르다. 인시츄 공정의 미세조직에는 기공이 많이 포함되는 반면

[3.4.26-3.4.29], 익시츄 공정의 미세조직에는 기공이 거의 없다[3.4.23].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는 인시츄 공정으로 제조한 MgB2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반응공

정으로 생성되는 MgB2의 격자뒤틀림, 강하게 결합한 결정입계, 결정립 내에 존재

하는 미세결함-자기장을 잡아 주는 플럭스 피닝 역할을 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

겨진다[3.4.20, 3.4.30-3.4.32]. 

탄화규소[3.4.20]나 탄소[3.4.30] 또는 탄소를 함유하는 유기화합물[3.4.33-3.4.35]

의 소량 첨가가 고자기장에서의 전기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gB2

를 초전도 자석에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Jc와 Tc가 높은 장선을 만들어야 한다. 

MgB2의 초전도 특성은 제조공정에 민감하다[3.4.36-3.4.38]. 인시츄 MgB2의 Jc를 높

이려면 원료의 입도, 조성, 도핑물질과 반응온도 등을 최적화해야 한다. 또한 물성

의 신뢰도롤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조사용 시편으로 제조된 MgB2(Mg과 B을 원료로 인시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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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으로 제조한 undoped MgB2와 C-doped MgB2)에 초전도 물성의 신뢰성을 연

구하였다. MgB2 펠렛에에서 1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에 대한 초전도 임계온도

와 임계전류밀도를 측정하여 시편 물성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나. MgB2 시편의 제조와 물성측정

MgB2 제조의 원료로 Mg과 B 분말을 사용하였다 Mg 분말은 순도가 99.7%이

고, 입도는 4-6 μm인 중국 Tangshan Weihao 제품이었다. B 분말도 같은 사 제품

으로, 순도는 95-97%, 입도는 1 μm이하이었다. 입자미세화를 통해 MgB2의 Jc를 높

이고자 B 분말을 2 mm 직경의 ZrO2 볼을 사용하여 200 rpm의 속도로 밀링하였

다. 밀링의 용매로는 톨루엔(Tolune, C7H8, 99.5%)을 사용하였다. 밀링한 B 분말은 

100  진공건조기에서 건조하였다. 자기장에서의 Jc를 높이고자 B 분말에 탄소(C)

를 첨가하였다. 탄소는 액상 글리세린(Glycerin, C3H8O3) 형태로 참가하였다. 글리

세린의 첨가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3.4.39-3.4.40]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B 분말과 글리세린을 섞은 다음 100 로 온도를 올리면 글리세린은 점성이 

약한 액상이 된다. 이 상태에서 적당한 시간 유지한 다음에 진공오븐에서 200 에

서 20 시간 유지하여 글리세린을 제거하였다. 글리세린 처리를 한 B 분말과 처리하

지 않은 B 분말 모두 Mg:B=1:2로 정량하여 혼합하였다. 혼합분말은 스틸 몰드에 

넣고 가압하여 직경 15 mm, 두께 12 mm인 펠렛으로 제작했다.

펠렛으로 만든 시편들은 타이타늄(Ti) 튜브에 넣어 밀봉했다. 시편을 Ti 튜브에 

넣어 밀봉하는 이유는 열처리 중에 Mg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열처리 분위

기로 알곤(Ar)을 사용하지만 가스 중에 포함되는 미량의 산소가 Mg와 반응하여 

MgO를 만든다. Ti은 가스 중의 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Ti으로 밀봉한 시편

들은 관상로에서 Ar 가스를 흘리면서 5 /h  승온 속도로 850 까지 올린 다음, 이 

온도에서 30분 유지한 후, 로냉하였다. Mg의 용융점이 649 이므로 열처리 중에 

Mg이 녹고 식(1)에 의해 B과 반응하여 MgB2를 생성한다.  B을 글리세린으로 처

리한 경우에는 B에 미량의 C가 포함되면 이 C는 식(2)의 의해 생성되는 MgB2 내

의 B에 치환된다. 

Mg(l) + 2B(s)      MgB2(s)                                  (1)

Mg(l) + 2B1-xCx(s)    Mg(B1-xCx)2(s)                          (2)

여기서 l과 s는 각각 액상과 고상을 의미한다. 열처리 후에 시편에 생성된 상을 

X-선 회절법으로 분석했다. 파단면에 대한 주사 전자 현미경(SEM) 검사로 상의 

형태를 관찰했다. 여기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모든 시편의 주 생성상은 MgB2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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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MgO가 소량 생성되었다. 

시편의 초전도 특성을 측정하고자 각 시편에서 10개의 시료를 채취했다. 그림 

3.4.3과 같은 디스크 형 시편에서 임의의 위치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시료의 크

기는 대략 3×3×3 mm3이었다. MPMS(Quantum Design)를 사용하여 각 시료에 대

해 온도-자화율(m-T) 곡선과 자기장-모멘트(M-H) 곡선을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자기장에 대한 임계전류밀도는 Bean 모델[3.4.4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                      (b)

그림 3.4.3 (a) 인시츄 공정으로 제조한  MgB2 펠렛 사진(850 에서  0.5 시간 열처리), 

(b) 초전도 물성 측정을 위해 시편 (a)에서 채취한 10개의 시료(No. 1 to 10)

     

다. 초전도 물성 측정 결과

그림 3.4.4는 (a) undoped MgB2와 (b) C-doped MgB2의 온도에 때한 자화율 곡

선이다. 그림 3.4.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undoped MgB2의 10개의 시료 모두 동일

한 자화율의 온도 의존성을 보인다. 10개의 m-T 곡선들이 거의 하나의 곡선처럼 

겹쳐진다. 모든 시료의 초전도 개시온도(Tc,onset)은 37.5 K이고, 초전도 전위폭은 1.5 

K이었다. 이 시료의 초전도 개시 온도는 고순도 분말을 사용해서 제작한 MgB2의 

39 K[3.4.1]보다 다소 작은데, 이는 사용한 Mg/B 분말에 포함된 불순물의 영향인 

것으로 여겨진다. C-doped MgB2에서 채취한 10개의 시료들의 m-T곡선도 거의 하

나처럼 포개진다. Tc,onset은 모든 시편 공히 36.5 K이고, 초전도 전위폭은 2.5 K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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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a) undoped MgB2와 

(b) C-doped MgB2 시료 각 10개에 대한 온도-자화율 곡선

C-doped  MgB2의 Tc,onset가 undoped MgB2 보다 높고 전위폭이 넓은데, 이는 

B 분말의 글리세린 처리에 의해 미량의 탄소가 MgB2의 B 위치에 치환되었기 때

문이다. 두 MgB2 시편에 대한 온도-자화율 측정 결과는 인시츄 공정으로 제조한 

MgB2의 초전도 온도분포의 신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Mg와 B을 원료

로 사용하여 반응법으로 제조할 경우 시편 전 영역에서 동일 초전도 온도를 갖는 

MgB2 상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C를 첨가할 경우 초전도 개시온도가 낮아지기

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편의 전 영역에서 동일한 온도를 갖는 MgB2 초전도 상

이 생성된다 할 수 있다. 

온도-자화율 측정을 한 undoped MgB2 시편에 대해서 그림 3.4.5 (a) 5 K와 (b) 

20 K 측정온도에서 자기장을 7 T까지 증가시키면서 자기모멘트의 변화를 측정하였

고, 그 결과로부터 Bean 모델로 계산한 자기장에 대한 임계전류밀도(Jc-H)값 그림 

3.4.5에 제시하였다.  

5 K에서 측정한 시료에 대한 M-H 곡선을 측정할 때 2 T 이하의 자기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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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B2의 플럭스 점프(Flux jump)에 의한 데이터의 산란에 따라 (0-2 T) 자기장 범

위에서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5 K에서의 Jc-H 결과는 2 

T 이상에서 얻은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4.5 (a)에서 볼 수 있듯이, 5 K의 

undoped MgB2 시료의 Jc-H 곡선을 자기장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밀도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곡선 형태를 갖는다. 20 K에서는 자기장이 증가할 때 Jc의 감소가 5 K보

다 상대적으로 크다. 매우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보여준 그림 3.4.4의 m-T 결과와

는 달리 10개 시료의 Jc-H 곡선들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시

편의 10개 부분에서 흐르는 전기량이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그림 3.4.5 Undoped MgB2 시료 10개에 대한 

(a) 5 K와 (b) 20 K에서의 자기장-임계전류밀도(Jc-H)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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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C-doped MgB2 시료 10개에 대한 

(a) 5 K와 (b) 20K에서의 자기장-임계전류밀도(Jc-H) 곡선

 

그림 3.4.6은 C-doped MgB2 시료 10개의 (a) 5 K (2-7 T)와 (b) 20 K (1-5 T)

에서의 Jc-H 곡선이다. 그림 3.4.6은 그림 3.4.5의 undoped MgB2와 마찬가지로, 각 

측정온도에서 자기장이 증가하면 전류밀도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Jc-H 특성곡선을 

보여준다. C-doped MgB2에서도 undoped MgB2와 마찬가지로 자기장에 따른 전류

밀도 값이 시료에 따라 서로 차이가 난다. 10개 시편에서의 Jc 차이는 undoped 

MgB2보다 작다. 

그림 3.4.7은 그림 3.4.5와 3.4.6의 결과 중 (a) undoped MgB2와 (b) C-doped 

MgB2의 5 K, 4 T에서의 임계전류밀도를 비교한 막대그래프다. 자기장 2 T에서는 

시편 (a)와 (b)의 Jc는 105 A/cm2으로 비슷하지만(그림 3.4.5(a)과 그림 3.4.6(a) 참

조) 자기장이 증가해서 4 T가 되면 C-doped MgB2의 Jc가 undoped MgB2보다 크

다. C이 첨가된 경우가 Jc 자기장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는 것을 C첨가에 따른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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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피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 T에서 undoped MgB2의 10개 시료의 

평균 Jc는 1.95×104 A/cm2이고, 이때 Jc 표준편차는 4.2×103 A/cm2로 평균값의 21%

가 된다. C-doped MgB2의 경우는 4 T에서의 평균 Jc가 2.32×104 A/cm2, 표준편차

가 3.6×103 A/cm2(평균값의 15%)로 undoped MgB2보다 Jc가 높고 편차가 작다. 다

시 말해서 MgB2에 C을 첨가하면 MgB2 전류밀도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Bean 모델을 적용하여 계산 임계전류밀도 값은 시편의 치수와 관련된 

항이 들어가 있고 측정시편의 치수를 잴 때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두 시편간

의 Jc 표준편차를 탄소첨가 효과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C 첨가

에 따른 Jc 증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문헌[3.4.33-3.4.34, 3.4.39]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C의 의한 미세 결함의 증가나 결정 미세화에 의한 Jc 향상으로 설명이 가능

하다.

 

그림 3.4.7 5 K, 4 T에서의 (a) undoped MgB2와 

(b) C-doped MgB2의 Jc 히스토그램  

그림 3.4.8은 (a) undoped MgB2와 (b) C-doped MgB2의 10개 시료의 20 K, 2 

T에서의 Jc 결과를 보여주는 막대그래프다. Undoped MgB2의 10개 시료의 평균 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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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7×104 A/cm2이고, 이때 Jc 표준편차는 5.8×103 A/cm2로 평균값의 21%가 된다. 

반면에 C-doped MgB2의 경우는 평균 Jc가 1.88×104 A/cm2, 표준편차가 2.8×103 

A/cm2(평균값의 15%)로 undoped MgB2이 Jc가 높고 편차는 크다. C 첨가가  5 K, 

4 T의 저온, 고 자기장에서는 Jc 향상에 도움이 되나 20 K, 2 T에서는 오히려 Jc를 

떨어트린다.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C 첨가에 의해 변화되는 여

러 인자들이 저온 고 자기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자

기장의 크기가 다른 환경에서의 응용에 대한 C 첨가 효과에 대한 지침을 준다. C 

첨가는 MRI 같은 저 자기장 응용에 사용하기 보다는 2 T 이상의 고 자기장에서의 

응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8 20 K, 2 T에서의 (a) undoped MgB2와 

(b) C-doped MgB2의 Jc 히스토그램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인 undoped MgB2와 C-doped MgB2의 초전도 임계온도

와 5 K, 20 K에서의 자기장에 대한 임계전류밀도 값을 MgB2의 미세조직 관점에서 

검토해 보자. MgB2의 초전도 온도는 초전류를 이송하는 전달자인 전자의 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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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하는 반면, 임계전류밀도는 재료 미세조직의 함수이다. MgB2는 전류이방성이 

작고, 결맞음 길이(Coherence length)가 크고(ab 면으로 2 nm, c축으로 6 nm), 결

정입계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입계가 많을수록 자기장에서의 Jc가 크

다. 따라서 MgB2의 Jc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Jc, MgB2 = f(s, d, g,...)                                      (3)

여기에서 S, d와 g는 각각 격자 스트레인, MgB2 결정 내에서의 결함농도, 결정

립 크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시츄 공정으로 제조한 undoped MgB2와 

C-doped MgB2에 대해서 각 조성에 대해 10개의 시료를 취해서 초전도 온도와 자

기장에서의 전류밀도를 측정했다. 각 10개 시편에 대한 온도-자화율(m-T) 곡선은 

두 조성 모두 초전도 온도면에서 뛰어난 신뢰성을 보였다. C를 첨가한 경우 초전도 

임계온도가 1.0 K 떨어지고, 전이 폭이 커지지만 한 시료에서 채취한 10개의 시편 

모두 동일한 초전도 개시온도(Tc,onset)과 전이 폭을 가졌다. Jc의 경우 C 첨가 효과

가 고자기장, 저온에서 뚜렷한 반면, 저자기장, 고온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C 첨가에 따른 Tc의 감소와 Jc의 증가는 MgB2와 결합하는 C 효과로 설

명이 가능하다. C 첨가로 Tc가 1 K 감소하지만 고 자기장에서의 Jc는 증가한다. B

과 C는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원자 단위의 치환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C 첨가

는 MgB2의 Tc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Tc의 감소정도는 B을 치환하

는 C 함량에 비례한다. Tc가 1 K 감소한다는 것은 B에 치환되는 C 함량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C 첨가는 MgB2의 미세조직에 영향을 준다. (Mg+B)에 C가 

첨가되면 MgB2 상 형성 반응온도를 증가시킨다. C 첨가가 MgB2 상 형성의 확산

을 억제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작은 크기의 MgB2 결정들이 생긴다. B에 치환된 C 

원자들 자체도 자기장에서의 플럭스를 잡아 주는 피닝역할을 한다. 또한 MgB2 결

자의 왜곡(Distortion)을 가져다준다. 이런 미세조직 변화와 미세결함의 생성로 인

해 C 첨가는 자기장에서의 Jc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C 첨가에 따른 피

닝효과가 5 K의 저온과 4 T의 고자기장에 제한되는 데, 이는 C 첨가에 의해 생성

된 미세결함들이 20 K의 상대적인 높은 온도와 2 T의 저자기장에서 그다지 효과

적으로 작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결과는 각 조성 

10 개 시편에 대한 Tc와 Jc 신뢰성의 차이다. Tc의 경우는 매우 뛰어난 신뢰성을 

보여 주였지만 Jc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이미 한 번 지적한 바와 같이 Bean 모

델[3.4.41] Jc를 계산할 때 시편의 치수 항목이 들어가고, 시편을 치수를 잴 때 오차

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MgB2를 인시츄 공정으로 제작할 때 Mg의 용융이 있게 

되고 이 용융체의 시편 내에서의 분포는 시편의 표면과 내부에서 작용하는 모세관 

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Mg의 분포가 다를 수 있고, 이는 시편 내에서 국부적으

로 MgB2 부피 분율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 MgB2 초전도 부피의 차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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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B2 생성 시에 많은 기공이 발생한다(그림 3.4.9 참조). 이 기공은 Mg 분말의 크

기와 모양에 의존하며[3.4.13], 시편 내에 기공의 부피 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Jc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 3.4.9 인시츄 공정으로 제조한 MgB2 시편의 파단면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라. 조사전 MgB2 시편의 초전도 특성 분석 요약

중성자 조사용 초전도 시편인 MgB2의 조사전 초전도 특성인 온도에 대한 자화

특성과 자기장 변화에 따른 임계전류밀도를 측정했다. 인시츄 공정으로 제조한 

undoped MgB2와 C-doped MgB2의 두 가지 시편에 대해 물성을 측정했다. 시편특

성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한 시편에 대해 10개의 조각 시료를 채취해서 각 시료

에 대한 물성을 측정했다. Undoped MgB2에서 채취한 10개의 시편 모두 초전도 개

시온도는 37.5 K이었고, 전위폭은 1.5 K로 동일했다. C을 첨가한 MgB2의 경우는 

초전도 개시온도가 36.5 K, 전위폭은 2.5 K로 10 개 시편 모두 동일했다. 온도-자

화율 결과는 두 조성 시편 모두 시편 전체에서 동일한 초전도 임계온도를 갖는 초

전도 상이 균일하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두 조성 10 개에 대해 Jc-자기장 곡선

을 얻어서 분석한 결과 자화율-온도 결과와는 달리, Jc-H 곡선에 편차가 있었다. 

이는 Bean 모델을 이용해서 Jc를 계산할 때 치수 항 측정 시의 오차나 MgB2 상 

생성 시에 발생하는 기공과 초전도 상의 부피분율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C 

첨가에 의해 초전도 임계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MgB2의 B 위치로의 C의 치환과 

관계가 있다. Jc의 경우 고 자기장(4 T), 저온(5 K)에서 C 첨가에 따른 전류밀도 

향상이 관찰된 반면, 저 자기장(2 T), 고온(20 K)에서는 C 첨가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 199 -

3. 분말반응법으로 제조된 MgB2 초전도 벌크의 초전도 임계온도에 미치는 중성

자 조사효과

가. 초전도체 물성향상을 위한 중성자 조사 기술

초전도체의 산업응용을 위해 확보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은 초전도 

임계온도(Tc)와 임계전류밀도(Jc)다. Tc는 냉각매질의 종류를 결정한다. 현재 

고자장 자석이나 의료용 MRI 초전도 자석에 사용되는 NbTi 초전도선재는 액체 

헬륨으로 냉각한다. 액체 헬륨은 리터 당 가격이 2-3만원 정도로 매우 고가이며, 

지구상에서의 매장량이 한정적이다. 헬륨 가스는 유전이나 천연가스 매장지에 

발견되며,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액체 헬륨의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액체 헬륨의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헬륨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일부 생산국에서는 자원의 

무기화 전략으로 판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2001년 일본에서 발견된 MgB2 초전도체는 Tc가 39 K로, 화합물 초전도체 중 

가장 높다[3.4.15]. MgB2는 높은 액체헬륨을 사용하지 않고 냉동기만으로 냉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높은 Tc로 인해 초전도 기기의 냉각설계가 쉬어진다. 

MgB2를 선재형태로 가공해서 솔레노이드를 만들면 작동온도가 20-25 K인 초전도 

자석을 제작할 수 있다[3.4.16]. 가까운 미래의 의료기 수요확대와 액체헬륨의 

고갈을 고려할 때, 냉동기로 냉각하는 MgB2 초전도 자석은 의료용 MRI나 초전도 

자석분야의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초전도 전력분야에서는 한류기와 

풍력발전기 등의 초전도 부품을 MgB2선재로 제작할 수 있다

초전도의 산업화에 Tc와 더불어 중요한 성질은 Jc다. MgB2발견 초기에 MgB2의 

Jc는 매우 낮았다. 이후 탄소나 탄소 화합물의 첨가 연구를 통해 MgB2의 Jc를 

NbTi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3.4.17, 3.4.20, 3.4.33, 3.4.39, 

3.4.40]. 현재 MgB2의 Jc 수준으로 5 테스라(Tesla, T) 이상의 고 자장에서의 활용은 

어렵지만 1-3 T의 저 자기장에서의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3.4.17]. 

초전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자체 자기장이 만들어 진다. 전류가 증가하면 

내부에 형성되는 자기장도 커진다. 초전도 응용기기의 대부분이 고자기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자기장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재료의 미세조직을 

설계해 주어야 한다. 자기장 환경에서 초전도체에 많은 전류를 흘리려면 

재료내부에 자기장을 잡아주는 자기속박점(Flux pinning center)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초전도체 내부에서 움직이는 자속(Flux)은 비초전도 상태의 결함들에 의해 

속박된다. 자기속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결함의 크기는 초전도체에서 

쿠퍼(Cooper) 전자쌍을 형성하는 결맞음 길이(Coherence length)와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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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4.42].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의 경우는 결정입계가 약하게 결합되어 있고, 

결맞음 길이가 짧아 나노미터 크기의 결함(YBCO의 경우 2-4 nm)이라야 

자기속박력을 갖는다 [3.4.42].  반면에 MgB2와 같이 전류 이방성이 작고, 결맞음 

길이가 큰 재료는 결정입계가 자기 속박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순물 입자를 

첨가하는 화학적 도핑[3.4.17, 3.4.20, 3.4.33, 3.4.39]이나 결정 미세화[3.4.39]와 같은 

공정으로 자기속박 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

화학적 도핑과 더불어 초전도 내부에 효과적으로 결함을 생성하는 방법은 

중이온[3.4.43-3.4.44]이나 중성자 조사[3.4.45-3.4.51]와 같은 물리적 방법이다. 

이온이나 전자빔 조사는 빔의 침투 깊이가 짧기 때문에 결함이 주로 시료의 

표면에서 생성되지만 중성자 조사는 중성자 침투 깊이가 깊기 때문에 결함들이 

시편 내부까지 균일하게 생성된다. 또한 조사 에너지의 수준에 따라 점 

결함(Vacancy)과 같은 미세결함에서 기공(Void)까지 다양한 결함이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MgB2에 대한 중성자 조사 효과를 알고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MgB2에 대해 중성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료로 마그네슘과 보론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반응공정으로 제조한 

MgB2를 사용하였으며, 중성자 조사의 Tc와 Jc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나. MgB2시편 제조와 물성 측정

마그네슘(Mg, 순도 99.7 %, 입도 4-6 µm, Tangshan Weihao Co. Ltd., China)

과 보론(B, 순도 95-97 %, 입도 1 µm이하, Tangshan Weihao  Co. Ltd., China)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MgB2의 Jc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크기의 보론 분말

을 사용해야 한다. 보론 분말을 분쇄하고자 톨루엔 (C7H8,99.5%)용매에 보론 분말

을 넣고 2 mm 지름의 지르코니아 (ZrO2)볼을 사용하여 200 rpm, 2 시간 동안 밀

링한 다음, 100oC 진공오븐에서 건조하였다. 준비된 보론 분말을 Mg:B=1:2의 비로 

Mg 분말과 혼합하였다. 혼합분말을 스틸(Steel) 몰드에서 가압성형법으로 직경 15 

mm, 두께 1.2 mm 펠렛으로 제조 후, 타이타늄(Ti) 튜브에 넣어 고순도 Ar 분위기

에서 승온속도 5 /min로 850oC까지 가열하여 30 분간 유지하였다. 글리세린 처리

한 보론 분말[3.4.39]을 사용하여 탄소를 도핑한 MgB2를 제작하였다. 밀링된 보론 

분말은 탄소 소스인 글리세린을 첨가하여 40 에서 적당시간 유지한 다음, 200 에

서 20시간 동안 진공오븐에서 건조하였다. 보론을 글리세린 처리하면 탄소가 첨가

되는 이유는 이전의 연구결과[3.4.39-3.4.40]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MgB2에 탄소 

도핑은 초전도체의 Jc를 향상[3.4.33]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탄소를 첨가한 

시편을 제작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림 3.4.10은 분말반응법으로 제조한 MgB2 펠렛의 사진이다. 상 분석을 위해 

시편을 분쇄해서 분말 X-선법으로 분석한 결과, MgB2 상이 잘 생성되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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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디스크 형 펠렛을 한 변의 길이가 수 mm인 사각시편으로 절단하여 중

성자 조사용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중성자 조사 전과 후 시편에 대해 Tc와 Jc를 최대 인가자기장이 9 T인 

Materi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 (MPMS, Quantum Desig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c는 온도-자화율 곡선에서 초전도가 시작되는 온도를 기준으로 했다. 

시편의 Jc는 일정온도에서의 측정된 자장-자화율 결과에 Bean critical 

model[3.4.41]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다. 중성자 조사 시험

MgB2에 대한 중성자 조사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원자

로에서 중성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편에 대한 이력(시편의 조성, 중량과 치

수)과 조사조건(조사시간, 조사선량과 잔류방사선량)을 표 3.4.1에 요약하였다. 하나

로 조사공에 시편을 위치시킨 후에 조사시간을 달리해서 1016-1018 n/cm2구간에서 

조사선량을 변화시켰다. 하나로 조사시설에는 열중성자를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사용된 중성자 선원은 고속중성자와 열중성자 모두를 

포함한다. 중성자 조사로 인한 방사화로 반감기가 긴 핵종이 생성되어 조사 후에 

곧바로 이송하지 못한 시편들은 방사선량이 감소할 때까지 로내의 시설에서 장시

간 유지하였다.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잔류 방사선량이 외부로 방출이 가능한 수준

인 시편에 대해서만 초전도 특성을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표 3.4.1에서 잔류방사

선량이 800 nSv/h 이상인 몇몇의 시편들에 대해서는 물성측정을 수행하지 못했다. 

측정시편은 방사선 오염을 방지하고자 석영관에 넣었다.

그림 3.4.10 Mg와 B 분말을 반응시켜 제조한 MgB2 펠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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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중성자 조사시험에 사용된 MgB2 시편의 상세사양과 중성자 조사조건

Sample Weight 

(mg)

Dimension   

(mm3)

Irradiation   

time (min)

Neutron   

fluence 

(n/cm2)

Residual   

Radioactivity 

(nSv/h)

C-doped MgB2 5.2 0.83×1.67×2.76 60 1.13×1017 313

C-doped MgB2 1.9 0.82×0.86×1.90 60 1.13×1017 370

undoped MgB2 5.1 1.14×1.27×2.55 380 7.16×1017 521

undoped MgB2 4.1 1.10×1.27×2.08 380 7.16×1017 402

C-doped MgB2 4.1 0.92×1.48×2.27 380 7.16×1017 330

C-doped MgB2 2.5 0.87×1.20×1.93 380 7.16×1017 300

undoped MgB2 4.6 0.94×1.06×3.57 1660 3.13×1018 795

undoped MgB2 3.2 0.97x1.12x2.06 1660 3.13×1018 833

C-doped MgB2 4.1 1.05×1.38×2.09 1660 3.13×1018 760

C-doped MgB2 3.3 1.01×1.34×1.79 1660 3.13×1018 870

라. 중성자 조사에 의한 초전도 임계온도 변화

   그림 3.4.11(a)와 3.4.11(b)는 중성자 조사 전의 undoped MgB2와 C-첨가 MgB2

의 자기모멘트-온도 곡선이다. 두 시료의 Tc는 각각 36.8 K와 36.6 K이다. 37 K부

근에서 초전도전이는 전위 폭이 대략 1 K 정도로 매우 급격하다. 이는 제조된 시편

들에 Tc가 동일한 초전도 상이 매우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99.9% 이상 순도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MgB2를 제조하면 Tc는 

39 K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4.15]. 본 실험에서는 원료분말인 Mg와 B을 

각각 99%와 97% 순도의 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순물의 영향으로 Tc가 낮다. 저

순도의 분말을 사용해서 시료를 만든 이유는 초전도체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원료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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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a) undoped MgB2와 

(b) 탄소를 첨가한 MgB2 시편의 조사전 자기모멘트-온도 곡선

그림 3.4.12는 중성자 조사 후에 측정한 자화율-온도 곡선의 대표적인 예시로, 

탄소를 첨가한 MgB2 시편에 대한 결과이다. 이 시편의 중성자 조사 전의 Tc는 36.6 

K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7.17×1017 n/cm2의 조사선량에서 조사했을 

때 시편의 Tc는 31.6 K로, 5 K 정도 감소한다. Tc 감소와 더불어 초전도 전위 폭이 

커진다. 이 시편의 초전도 전위 폭은 10 K 정도로, 조사전의 전위폭 값인 1 K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크다. 만일, 중성자 조사에 의해 초전도온도가 감소하더라도 조사에 

의해 생성된 상들이 Tc가 같고 시편내부에 균일하게 존재한다면 초전도 전이는 특

정온도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중성자 조사에 의해 초전도체 내부에 결함

이 생성되고[3.4.47, 3.4.51], 이 결함의 농도와 격자의 규칙성에 의해 Tc가 결정된다

고 가정할 때 초전도 전위폭이 커진 결과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시편내부에 Tc가 

다른 상들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그림 3.4.12 중성자속 7.17x1017 n/cm2에서 조사시킨 C-doped MgB2의 

자기모멘트-온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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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조사 전후에 시편들에 대해 측정된 자화율-온도 결과로부터 얻은 Tc 

변화를 표 3.4.2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7.16×1017 n/cm2 조사선량에 

대한 undoped MgB2의 조사 전의 Tc는 37 K이었다. 조사 후의 Tc  33.2 K로 Tc 

감소는 3.8 K이다. 동일한 조사선량에 대해 Tc의 감소폭은 탄소를 첨가한 MgB2가 

undoped MgB2 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조사선량 3.13×1018 n/cm2에 대해 두 시편의 

조사 전의 Tc는 각각 36.9 K와 36.8 K로 거의 같다. 조사 후의 Tc는 각각 22.6 K

와 24 K로, 조사선량 증가에 따라 Tc 감소폭이 각각 14.3 K와 12.8 K이다. 이 중성

자 조사선량에서는 탄소를 첨가한 시편의 Tc 감소가 undoped MgB2 보다 상대적으

로 작다. 이는 중성자 조사공의 위치에 따라서 중성자속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발생하는 차이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Tc 감소폭의 조사선량 의존성은 조사선량

이 증가할수록 초전도체의 결정구조가 받는 손상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Pb가 첨가된 BiSrCaCuO에 대한 중성자 조사 연구[3.4.45]에 의하면, 중성자 조

사에 의해 Tc가 감소했으며, 감소 정도는 중성자속과 비례했다. 이 데이타는 한국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연구로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로, 조사조건이 본 연구와 거의 

동일하였다. 하나로 조사시설에는 열중성자를 차단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된 중성자 조사선원은 고속중성자와 열중성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중성자 조사에 의한 Tc 감소는 열중성자와 고속 중성자에 의

한 격자이동이나 결함생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전 Tc가 39.1 K인 

MgB2에 대해 중성자속 2.0×1018 n/cm2으로 조사한 연구결과[3.4.49]에 따르면, Tc가 

33.3 K로 5.8 K 감소했고, 중성자속이 더 커지면 Tc는 매우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

한 Tc가 91 K인 단결정 YBa2Cu3O7-y 시료에 대해서 중성자속 1.0×1018 n/cm2로 조

사 실험을 한 연구에서는 Tc는 86.5 K로 감소하였다[3.4.46-3.4.47]. 다결정 

YBa2Cu3O7-y 시편에 대한 고속 중성자 조사 실험에서도 Tc는 감소하였으며, Tc 감

소 정도는 중성자속에 비례했다[3.4.48]. 이 결과들은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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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중성자속을 변화하여 조사시킨 MgB2의 초전도 임계온도의 변화

Sample Dimension

 (mm3)

N e u t r o n 

f l u e n c e 

(n/cm2)

Critical temperature (K)

 (Tonset,b-Tonset,a)Before

irradiation

(Tonset,b)

After 

irradiation

(Tonset,a)

C-doped MgB2 0.82×0.86×1.90 1.13×1017 36.6 33.5 3.1

undoped MgB2 1.14×1.27×2.55 7.16×1017 37.0 33.2 3.8

C-doped MgB2 0.92×1.48×2.27 7.16×1017 36.6 31.6 5.0

undoped MgB2 0.94×1.06×3.57 3.13×1018 36.9 22.6 14.3

C-doped MgB2 1.05×1.38×2.09 3.13×1018 36.8 24.0 12.8

중성자조사에 의한 초전도체의 Tc 감소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으로 조사에 의

한 결함생성과 격자변형과 관련이 있다. 중성자조사로 초전도체 내부에 결함이 생

성되고 이에 따라  Tc가 감소하지만 결함생성은 초전도체의 전류특성 향상에 도움

이 된다. 미세한 결함들은 자기 속박점으로 작용해서 초전도체 내부로 흐르는 전류

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3.4.42]. Tc가 약간 감소하더라도 전류밀도가 

증가한다면 Jc 관점에서는 중성자 조사의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중성자를 조사한 시료들에서 반감기가 

긴 핵종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상의 이유로 시료를 석영관에 밀봉한 후 

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하였다. 석영관 내부에 위치한 시료들은 중성자 조사 전에 실

시한 실험과 같이 시료를 자기장에 정확히 정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성자 조사 이

후의 임계전류밀도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었지만, 그림 3.4.13의 결과로부터 결함

생성의 임계전류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림 3.4.13 7.17x1017n/cm2 중성자속에서 조사한 MgB2의 Jc-B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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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은 undoped MgB2 시료에 대한 중성자 조사 전후의 5 K에서의 Jc-B 

곡선이다. 이 곡선은 저자장 영역에서는 조사 전의 Jc가 조사 후의 Jc보다 큼을 보

여준다. 자장이 증가해서 5.2 T가 되면 조사전과 후의 Jc가 같아지고, 그 이상의 자

장에서는 조사 후의 Jc가 조사전보다 더 높은 Jc 역전(Cross-over)이 관찰된다. 

MgB2에 대해 중성자 조사를 수행한 다른 연구보고[3.4.49-3.4.51]에 따르면, 단결정 

MgB2에 대한 중성자 조사효과는 자장이 증가할 때 Jc가 비이상적으로 높아지는 물

고기 꼬리(Fishtail) 현상이 나타났다[3.4.51]. 또한 보론 동위원소(B11)을 사용해서 

제조한 MgB2다결정의 경우도 중간 자기장 영역에서 Jc가 최대가 되는 피크(Peak) 

효과로 나타났다[3.4.49-3.4.50]. 이 결과들은 중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된 결함이 강

한 자기 속박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다결정 MgB2는 B10이 많이 

포함된 물질로, 다른 연구 결과에서 사용된 MgB2의 결정성이나 보론의 중성자 흡

수단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성자 조사에 따른 Jc의 증가 

효과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중성자 조사에 따른 초전도체 내부에서의 결함생성기구의 이해, 초전

도체의 전류특성 향상을 위한 적정수준의 중성자 조사 조건과 중성자 조사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방사능 핵종의 생성 억제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 MgB2 초전도 임계온도-중성자 조사 효과

분말반응법으로 제조한 두 종류의 다결정 시료 (undoped MgB2와 C-doped 

MgB2)에 대해 중성자속 1016-1018n/cm2조건에서 중성자 조사를 수행하였다. 두 시

편의 조사전의 Tc는 각각 36.9-37 K와 36.6-36.8 K이었다. 중성자 조사 효과는 Tc

의 감소로 나타났다. 또한 Tc는 중성자속에 비례해서 감소했다. 중성자속 1017n/cm2

에서는 Tc 감소가 수 K 정도이지만 1018n/cm2 이상에서는 Tc 감소가 12-14 K로 

매우 컸다. 중성자조사에 따른 Tc의 변화는 탄소를 첨가한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관

찰되었으며, 그 경향도 유사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Tc의 감소는 중성자에 의한 

초전도 격자의 손상과 결함생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성자 조사는 MgB2의 

Tc의 감소뿐 아니라 초전도 전이폭의 확대를 초래한다. 이는 조사에 의해 초전도체 

내부에 넓은 영역의 Tc를 갖는 상들이 생성됨을 의미한다. 중성자 조사는 Tc 뿐만 

아니라 MgB2의 Jc에도 영향을 준다. 중성자속 7.16×1017n/cm2에서 조사된 undoped 

MgB2의 Jc는 저 자기장에서는 조사전보다 작지만 5.2 T이상에서는 조사전의 Jc보

다 향상되었다.  이는 중성자 조사로 인해 결함이 생성되고, 이들이 자속 고정점으

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는 재료내의 미세결함의 농도에 따라 물성이 

변하는 초전도나 전자기 신물질 연구에 중성자 조사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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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다강체 (Multiferroics) 연구

   고체/응집 물리학 연구 분야에서 서로 다른 질서변수 결합 현상에 대한 이해는 

자성체 기반 새로운 물리 소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 분야 중 

이중 전이금속 산화물에서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다강성 현상(그림 

3.4.14 참조)은 물리 현상의 대표적인 질서매개변수(order parameter)들인 전기분극

(electric polarization)과 자기모멘트(magnetic moment) 간의 강한 결합 현상으로 

학문적 연구 가치 뿐만 아니라 외부 전기장 및 자기장에 의해 스핀과 전기분극을 

조절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다기능 전자기 소자 응용 가능성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

고 있다. 특히 구조정보를 미시적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인 중성자 회

절은 격자 및 자기구조 연구를 통한 스핀과 격자 자유도 사이의 강한 상호결합 현

상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 상온에서 매우 큰 다중강성 특성을 보이는 유일한 물질인 

BiFeO3(BFO)의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BFO의 스핀들은 

640 K에서 반강자성 정렬을 하고 격자 구조 상전이를 동반하면서 1100 K에서 강유

전 상전이를 한다. 박막 BiFeO3이 가지는 전기분극의 값은 약 150 µC/cm2 정도로 

다른 다중 강성 물질의 그 값보다 매우 크다. 이에 앞선 연구에서 다양한 실험에 

사용될 수 있는 단결정을 세계 최초로 성장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BFO 단결정에서 광전압 효과가 이물질의 전기분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새

로운 물리현상을 발표하였다[3.4.53-3.4.54]. 이와 더하여 단결정 BFO를 이용하여 중

성자산란을 이용하여 이 물질에 격자구조와 자기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BFO는 상온에서 반강자성 성질과 강유전성 성질을 가지고 아주 작은 

강자성 신호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스핀 변조에 의에 발생하는 강자성은 강한 

자기 시그널을 얻을 수 있어 응용적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스핀의 변조는 격

자 구조 변형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자성 원소를 BFO 치환하거나 외부

         그림 3.4.14 다강체의 기본 특성[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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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격자 구조를 변형 시킬 수 있는 압력 혹은 중성자 조사와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다강체 BFO의 격자 구조를 변경 시

키고 이를 통해 강자성 신호를 관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중성자 조사에 

의해 변화된 BFO의 격자 구조와 자기구조 사이의 관계를 중성자 회절과 전자기 물

성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 하고자 하였다.   

   다강성 물질은 순수 학문적인 측면 및 응용적인 측면에서 향후 많은 연구가 요

구되는 흥미로운 연구 주재로서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강

유전성과 강자성을 동시에 보이는 물질은 매우 드물게 발견되고 자기전기효과도 매

우 미미하며 낮은 상전이 온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다강성 발현의 물리적인 메커니

즘과 강유전성 분극과 강자성 스핀 모멘트의 강한 결합효과 발현원리의 이해는 다

강체 연구에 있어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

다. 현재 다강체 연구는 제일원리 계산 방법을 통한 이론적 접근, 성장 방법 개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다강체 단결정 제조, 박막제조를 통한 다강체 특성분석 등 다

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행해지고 있음에도 많은 도전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상온

에 가까운 온도에서 다강성을 갖는 새로운 물질의 합성, 강유전 전기분극이 큰 다

강체 물질의 합성, 새로운 다강체에서 강유전성/강자성 결합특성의 물리적 메커니즘 

이해, 강유전성/강자성 도메인 사이의 온도와 자기장에 따른 상관관계, 전자소자의 

응용을 위한 강유전성/강자성 결합특성의 신뢰도, 중성자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다

강체 내의 격자 구조 변형과 전자기 특성 연구과의 상관관계 연구 등이 요구되어 

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다강체 개발연구는 주로 저온 다강체 단결정 시료와 

BiFeO3 중심의 단일상 박막연구에 국한된 자기 전기적 결합효과의 특성 측정에 집

중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세대 전자소자 응용에 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

강체의 중성자 회절법을 통한 다양한 구조 분석 방법 및 특성 분석방법과 더불어 

고온 다강체 신물질 합성과 미시 영역에서의 도메인 구조특성 분석연구 등이 필연

적으로 요구되어진다. 또한 다강체의 강한 자기 전기적 결합 효과의 기원에 관한 

학문적 이슈들과 다기능 소자로의 응용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연구그룹들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외의 많은 연구 그룹과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도출

하며 과학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기초 연구를 통하여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표 3.4.3은 국내외 다강체 연구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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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국내외 다강체(mutiferroics) 연구 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국내연구기관 (대학)

-서울대, 성균관대, 이

화여대, 인하대, 울산대, 

부산대, 고려대, KAIST, 

포항공대

∙ Epitaxial stabilization을 이용한 

REMnO3 (RE: rare earth ions) 

박막 제조

∙ REMn2O5 단결정의 광학적 특성연구

∙ 다양한 화학적 도핑을 통해 향

상된 특성의 Hexaferrite 단결정 

물성 연구 

∙ 강유전체/강자성체 다층박막 제조 

∙ 다강체 박막의 기술 확보 및 

전자소자에 응용 가능성 제

시

∙ 새로운 고온 다강체 제조의 

기초 자료 축적

∙ 다강체 내의 자성 스핀 구조 

분석 기술 개발

미국 U. C. Berkeley의 

R. Ramesh 그룹

∙ BiFeO3 박막제조, 분광학을 이

용한 미시 도메인 구조 연구를 

통한 스트레인과 물성의 상관

관계 연구

∙ 상온 다강체 박막의 다기능 산

화물  소자 응용 가능성 제시

미국 Rutgers 대학의 

정상욱 교수 그룹

∙ REMn2O5 단결정제조 및 강한 

자기전기효과 연구

∙ 육방구조 REMnO3 도메인 구조

연구 

∙ BiFeO3, doped BiFeO3 단결정 

제조

∙  Cuprate 다강체 LiCu2O2 단결

정 제조

∙ BiFeO3의 분극에 따른 정류 

특성을 이용한 신기능 전자 

소자 개발 가능성 제시

∙ 자성구조에 의해 유도되는 강자

성 전기 분극 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 제시

일본 Tokyo 대학의 

Tokura 그룹

∙ 화학적 도핑에 따른 다양한 다

강체 신물질 개발

∙ 다강체 도메인 구조의 다양한 

변화 연구

∙ 다강체 신물질 설계 및 제조 

기술 개발

∙ 강한 전기자기효과 발현 인

자에 관한 기초 자료

일본 Osaka 대학의 

Kimura 그룹

∙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다강

체 상전이를 보이는 Cuprate 

다강체 연구

∙ 새로운 고온 다강체 개발 및 설계

영국 ISIS의 Radaelli 

그룹

∙ 다강체 신물질 CaMn7O12의 중

성자 회절 실험을 통한 새로운 

다강성 메커니즘 연구

∙ REMn2O5 단결정의 스핀구조 

연구를 통한 자기전기적 결합 

효과의 근원 연구

∙ 다강체 단결정 자성 스핀 구

조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중

성자 회절법 및 다양한 분석 

기술 확보

러시아 Institute of 

metal Physics 

∙ 다강체 합성 연구

∙ 중성자 조사에 의한 다강체 구조 

변화 및 전자기 물성연구

∙ 중성자 회절에 의한 조사된 

시료의 구조 연구

∙ 낙후된  중성자 시설로 인해 

미세한 구조변화 관측 어려움



- 210 -

    하나로에는 현재 중성자 조사되어 방사화된 재료의 전자기 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따라서 중성자 조사에 의한 첨단재료 성능향상 연구의 한 분야

로 선정된 다강체 연구의 경우 관련 연구를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러시아 

IMP(Institute of Metal Physics) 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IMP 관련분

야 전문가를 (A.N. Pirogov 박사) 초청하여 선진 연구 경험 및 관련 정보를 습득하

였으며, 또한 중성자 조사효과 공동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작한 시료를 IMP 연

구소에 전달하였다. IMP 연구소의 중성자 조사 분야 연구 시설 및 현황, PPMS를 

이용한 연구 분야, 공동연구/협력분야 등을 포함한 중성자를 이용한 첨단재료 성능

향상 연구와 관련된 제반 기술/연구 방향 전반에 대해 기술자문을 받았으며, 전자기 

재료의 중성자 조사 및 고체 전자구조 연구 분야에 대해 러시아 IMP 연구원과 

KAERI 간의 연구협력 협약(MOA)을 체결하였다 (그림 3.4.15).

그림 3.4.15 러시아 IMP 연구소와 KAERI 간에 체결된 공동연구 협력서 (MOA) 

  

   MOA 체결에 따라 러시아 IMP-KAERI 간의 공동연구로 추진된 BFO 다강체에 

대한 중성자 조사효과 연구를 통해 그림 3.4.16과 같이 세계 최초로 중성자 조사에 

의해 다강체의 격자상수가 변화됨을 확인하여 국제학회에 보고하였으며, 후속 물성

변화와의 연계성을 연구하고 있다. 시료는 국내에서 제작되었으며, 중성자 조사시험

은 러시아 INM (Institute of Nuclear Materials) 소재 IVV-2M(15MW) 연구로에서 

수행되었고, 조사후 격자상수 측정은 IMP 연구소의 X-ray diffractometer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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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측정하였다. 또한 하나로에 조사시편 전용의 기초물성 측정시설 및 장비를 확보

하기 전까지는 IMP-KAERI 간의 연구협력 MOA 체결을 통해 공동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으로 2차적으로 LiFePO4, Li(Ni-Mn)O4, Cu(Fe-Ga)O2 등의 다강체 시료 

및 R2Fe14B (R=Nd, Er) 등의 permanent magnets 시료와 희토류 계열의 REBCO 

초전도체 물질 등에 대한 중성자 조사효과 연구를 공동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3.4.16 중성자 조사에 의한 

BiFe0.95Mn0.05O3 다강체의 격자상수 변화 

 

5. 온도에 따른 저항 측정 장치 

가. 온도-저항 장치의 구성 및 측정 원리

온도-저항 측정 장치는 그림 3.4.17(a)와 같이 시편장착 챔버(Sample loading 

chamber), 냉동기(Cryogenic system), 진공펌프(Vacuum pump), 전류인가 장치

(Current source), 나노 전압 측정기(Nano volt meter), 온도 조절기(Temperature 

controller), 컴퓨터(Computer-data progra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4.17(b)

는 온도-저항 측정 장치의 모식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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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4.17 (a) 온도-저항 장치 및 (b) 장치 모식도

비저항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시편에 걸리는 전압을 나눠주면 옴의 법칙인 식 (4)에 의해 시편의 저항값을 알 

수 있다. 

                                   (4)

 

 
 ×

                             (5)

여기서 계산된 저항값에 시편의 단면적과 전압간의 거리를 이용, 식 (5)에 대입하여 

비저항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4.18은 시편의 비저항 측정원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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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비저항 측정 원리

나. 시편 제작 및 측정 결과

측정할 시편을 온도-저항 장치에 있는 홀더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PCB 기판을 

이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여야 한다. 측정할 시편은 구리선(Cu wire)이 납땜되어있는 

PCB 기판에 저온 접착제(G varnish)를 이용하여 붙인다. 샘플과 구리선은 은 접착

제(silver epoxy)를 이용하여 붙인 뒤 120 의 핫플레이트위에서 10분간 굳힌다. 그

림 3.4.19는 제작된 시편과 cryostat에 결합된 모습이다. 

      

그림 3.4.19 (a) 시편 홀더내 시편 장착과 (b) cryostat에 장착된 모습

(1) MgB2의 온도-비저항 측정 결과

그림 3.4.20(a)은 600 에서 40시간 열처리하여 제작된 MgB2 벌크 시편에 대한 

온도에 따른 비저항 측정 곡선이다. 300 K에서 20 K까지 온도를 내리면서 1차 측

정을 하였고, 2차 측정은 20 K부터 300 K까지 온도를 올리면서 측정하였다. 상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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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온으로 갈수록 비저항이 낮아졌고, 임계온도(Tc,onset)인 37 K 이하에서는 초전

도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저온에서 상온으로 온도를 높이면서 측정

했을 때에도 비슷한 곡선을 나타내었다. 그림 3.4.20(b)은 임계온도구간 근방을 확대

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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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0 MgB2 벌크 시편의 (a) 저온-상온 전구간의 비저항 측정 곡선과 

(b) 임계온도 근방을 확대한 곡선

(2) YBCO의 온도-비저항 측정 결과

그림 3.4.21은 Y1.2(Y1.2Ba2Cu3O7-y)의 bulk 시편의 온도에 따른 비저항 곡선이다. 

Y1.2 시편의 임계온도는 300 K에서 70 K로 내려가면서 측정했을 때 93 K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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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고 70 K에서 300 K로 올라가면서 측정했을 때는 95.5 K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

를 보였다. 이는 초전도 벌크 시편 위치와 실제 온도 센서 위치가 다르고 샘플의 

열전도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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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Y1.2 벌크 시편의 (a) 저온-상온 전구간의 비저항 측정 곡선과 

(b) 임계온도 근방을 확대한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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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성자 조사 후 물성 평가 복합 측정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최근 하나로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반도체, 초전도체, 자성

체, 다강체 등 첨단 재료의 물성향상 및 신소재 개발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조사후 방사화된 시편의 물성평가가 가능한 시설 및 기기 확

보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또한 2017년 동위원소 및 NTD 생산 전용의 제2연구로 

완공에 따른 하나로의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중성자 조사를 통한 첨단 소재 물성향

상 연구 분야를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성자를 이용한 첨단재료 성능향상 연구는 선진 각 국에서 초기연구 단계로 하

나로에서도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및 기술을 확보하는 경우 단

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내 유

수의 첨단소재 산업체들과 생산기술 등을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경우, 첨단 

소재산업이라는 국가 미래 창조산업 육성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하나로의 창조적 

역할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료에 대한 중성자를 이용하는 방안은 그림 3.4.22에서와 같이 열중성자 조사를 

이용하는 방안과 고속중성자를 이용하는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 크기가 상

대적으로 적은 열중성자를 이용하는 NTD (Neutron Transmutation Doping) 반도

체 생산기술은 이미 상업화되어 있으며, 하나로는 해당 분야에서 세계 NTD 반도체 

시장의 약 10∼20%를 점유하는 등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가동을 목표로 NTD 생산시설이 대폭 강화된 기장 제2연구로를 건설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고속중성자 조사의 경우 시편 내에 결함 

생성 뿐만 아니라 Disordering, Armorphisation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조직 변화에 수반하여 재료 자체의 전자기 특성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중

성자 조사는 그동안 원자력 분야에서 주로 핵연료의 성능 및 구조재료의 안전성 측

면에서의 조사손상 관점에서 연구하여 왔으나 재료 조성의 변화 없이 매우 균일한 

재료 물성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라는 관점에서 향후 첨단 소

재의 성능향상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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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중성자 조사를 통한 재료물성 변화 원리

   

   하나로에서는 그동안 초전도체, Si, SiC, Ge 소재의 중성자 조사 연구가 수행되

었으나 방사화 문제로 인해 시료의 외부 반출에 제한이 많아 연구수행에 많은 어

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방사화된 시편의 

전자기 기본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전용 장비 및 시설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향후 하나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사화된 시료의 전자기 기본 물

성 측정이 가능한 실험실 및 장비 확보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나로의 경우 그림 3.4.23과 같이 다양한 에너지 spectrum을 가진 중성자 조사 

환경을 가진다. 따라서 조사된 시료의 경우 열 및 고속중성자 조사효과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열중성자와 고속중성자 조사효과를 구분

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일부 시편의 경우 ENF 시설을 이용하여 

낮은 조사량 수준의 열중성자 조사시험이 수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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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하나로 조사시험공(CT, OR5)에서의 중성자 환경 

 

   

   하나로에는 노외 중성자 조사 설비(Ex-core Neutron-irradiation Facility: ENF)

가 마련되어 있다. 이 설비는 원래 중성자 포획을 활용한 암치료를 목적으로 만들

어졌으나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BNCT)) 중성자속이 높고 차폐방이 

넓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차폐방 내부의 모습은 그림 3.4.24와 같다. 

빔 출구에는 직경이 10cm 또는 15cm인 Collimator가 부착되어 있으며 Collimator

를 제거하면 빔의 직경을 23 cm 까지 확장할 수 있다. ENF 시설에서는 거의 고속

중성자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므로 열중성자 조사 효과만을 얻기 위한 제한된 조사

시험이 수행되고 있다. 해당 시설의 경우 열중성자 자속이 노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연구결과를 얻는데 제한이 있으나, 최근 해당시설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물성 변화, 반도체 특성 평가, boron 강 특성평가 등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한편 열중성자를 차폐하여 고속중성자만을 조사시킬 수 있는 시설은 현재 하나

로에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의 PENNSTATE Research Reactor(PSRR)에 유

일한 전용 조사시설이 있다. 또한 기장 연구로에서는 그림 3.4.25와 같이 고속중성

자만의 조사가 가능한  FNI (Fast Neutron Irradiation Facility) 시설이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FNI 시설이 비교적 노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속중

성자 flux가 낮으므로 하나로 노심의 NAA 시험공에 Cd 차폐를 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구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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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 하나로 ENF 조사설비 모습

그림 3.4.25 Plan view of the KJRR core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첨단소재에 대한 물성변화 기초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중성자 조사 후 방사능을 갖는 시편들에 대한 전용 물성평가 시설 및 장비

가 없는 관계로 관련 연구 진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 하나로의 새로운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중성자 조사를 통한 첨단 소재 원천기술 개발 분야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본 연구를 통한 관련 시설 및 기반기술을 확

보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내 실험실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제 1단계 기간 중에 하나로 동위원소동내 142, 142-1호

를 배정받게 되었다 (그림 3.4.26 내 네모박스 참조). 아직 시설 관리 차원에서의 기

본 작업 (폐기물 처리 및 청소, 전기 작업등)이 필요한 상태이며 2단계 과제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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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이 실험실을 기반으로 물성 평가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사

후 시편 반출후 동선도 가깝고 바로 옆에는 NTD용 조사량 측정실도 있어서 여러

모로 연구 수행에 있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반도체, 전자재료등의 첨단재료에 대한 중성자 조사 상황은 시편 방사화 

및 반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러 조사 시간을 짧게 하여 시편에 미치는 조사 

시간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외부 반출이 어려웠던 방사능 전자재료 시편에 대한 물성평가가 방사선구역내 실험

실에서 가능하다면 기초 연구 및 조사 시험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예상된

다. 

그림 3.4.26 하나로 동위원소동 1층 평면도 

   하나로에서 방사화된 시료의 전자기 물성 측정 환경이 마련되는 경우,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첨단소재(반도체, 초전도체, 첨단 전자기 소재) 성능향상 원천기술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태동단계인 해당 연구 분야에서 하나로를 단기간에 국제적 선두 기술 수준으로 육

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첨단 소재 성능향상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통

하여 그림 3.4.27과 같은 첨단소재 산업과 관련된 국가 미래창조산업 창출 기반 마

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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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중성자 조사를 통한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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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조사캡슐 하단부 응력 해석 및 구조건전성 평가를 

이용한 캡슐 하단부 설계개선 

1. 조사캡슐 하단부의 유체 구조 연계 해석을 통한 구조건전성 평가

    조사캡슐 하단부의 응력해석 및 구조건전성 평가를 위해 유한요소해석 프로그

램인 ANSYS workbench를 사용하였다. 유동이 있는 조사캡슐(11M  20K)의 구

조 응력 해석은 유체고체연계 해석(Fluid Solid Interaction)방법을 사용하였다. 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압력분포를 구조해석의 하중조건으로 채용하는 1  way 기

법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5.1은 조사캡슐의 모델링이다. 해석에서 관심있게 다

룬 주요 부분은 그림 3.5.2와 그림 3.5.3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그림 3.5.2는 조사캡

슐의 튜브의 모델링을 확대한 그림이고, 그림 3.5.3는 조사캡슐 하단부 부분을 확대

한 부분이다.

그림 3.5.1 조사 캡슐 모델링 (11M  20 K)

                    

그림 3.5.2 조사 캡슐 모델링 상단부 그림 3.5.3 조사 캡슐 모델링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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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4는 ANSYS CFX를 통해서 생성된 유동장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장은 조사캡슐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형식으로 모델링을 하

였으며, 유동장은 원형 형상으로  모델링 하였다. 유동장의 지름(DFluid)은 75 mm 

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위해 먼저 유동장의 격자가 생성된다. 격자의 형상은 삼각 형상이고, 그 

크기는 조사 캡슐의 하단부는 2 mm, 나머지 부분은 3 mm 로 설정하였다. 생성된 

격자의 요소개수는 3,644,258 개이다.

그림 3.5.4 ANSYS CFX를 이용한 조사 캡슐 하단부의 유동장 설정

   그림 3.5.5는 FSI 1  Way의 기법을 나타낸다. 먼저 그림 3.5.4, 그림 3.5.5와 

같은 유동장을 생성하여 유동해석을 CFX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여기서 얻은 압력

선도를 이용하여 구조 해석에 적용한다.   

그림 3.5.5 유체 고체 연성 해석(FSI) 1 Way 의 개략도

   그림 3.5.6에서부터 그림 3.5.10 까지는 ANSYS CFX를 해석 시 입력하는 주요 

정보를 나타낸다.  그림 3.5.6은 CFX 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해석 조건에 대한 설명

이다. 해석 조건은 정상상태로 지정하여 해석하였다. 그림 3.5.7은 CFX에서 생성한 

유동장에 대한 조건을 나타낸다. 유체의 온도는 25 로 상온을 유지하였고, 난류 

옵션(turbulence)의 경우 난류가 없이 층류로만 흐르도록 설정을 하였다. 그림 3.5.8

과 그림 3.5.9는 유동장의 입구와 출구에 대한 설정을 나타낸다. 유동장의 입구에서

는 유속이 흐르기 때문에 유속을 유동장의 축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다. 출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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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압력을 0 Pa로 설정하였다. 그림 3.5.10은 해석에 필요

한 옵션에 대한 설명을 보여준다. 유동 해석을 진행하는 횟수를 설정하는 반복계산

(iteration)의 경우 최소값을 1, 최대값을 250으로 설정하였다. Residual Target은 수

렴 오차에 대한 정의로서 1.e-4의 값을 입력하여 수렴 오차를 10-4로 설정하였다.

그림 3.5.6 CFX analysis type

그림 3.5.7 CFX domain : fluid

그림 3.5.8 CFX boundary : inle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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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CFX boundary : outlet information

그림 3.5.10 CFX solver control information

   유체 구조 연계 해석을 위해 냉각수의 유량에 따른 유동 조건을 설정하였다. 

HANARO에서의 유량 조건은 19.6 kg/s 이고, 실제로 실시한 노외 장치에서 실험의 

유량 조건은 22.1 kg/s가 된다. 따라서 두 조건을 유속으로 바꾸게 되면 각각 4.3 

m/s, 5 m/s 의 값이 된다.

   유동해석에서 나온 결과를 Static structural 에 입력하여 FSI 1  way 해석 중 

구조 응력 해석을 진행하였다. 유량 조건은 앞서 제시한 19.6 kg/s 와 22.1 kg/s 두 

가지를 입력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5.11과 그림 3.5.12는 두 조건에서 유체 

구조 연계 해석을 진행하였을 경우 나오는 응력 분포도를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rod tip 의 중간 부분에서 응력이 최대 값이 발생하였다. 응력의 최대 값은 유량 조

건이 19.6 kg/s일 경우 129.6 MPa, 22.1 kg/s일 경우 132.9 MP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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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 조사 캡슐 하단부의 응력 분포도 (유량 : 19.7 kg/s)

 

그림 3.5.12 조사 캡슐 하단부의 응력 분포도 (유량 : 22.1 kg/s)

   그림 3.5.13과 그림 3.5.14는 두 조건에서의 변위 분포도를 나타낸다. 변위는 유

량 조건이 19.6 kg/s 일 경우와 22.1 kg/s 일 경우 모두 0.07 m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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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 조사 캡슐 하단부의 변형량 분포도 (유량 : 19.7 kg/s)

그림 3.5.14 조사 캡슐 하단부의 변형량 분포도 (유량 : 22.1 kg/s)

   그림 3.5.15와 그림 3.5.16은 변형률 분포도를 나타낸다. 유량 조건이 19.6 kg/s 

일 경우 906μ, 22.1 kg/s 일 경우 913μ 이다. 

그림 3.5.15 조사 캡슐 하단부의 변형률 분포도 (유량 : 19.7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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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6 조사 캡슐 하단부의 변형률 분포도 (유량 : 22.1 kg/s)

   유동 해석으로 계산된 평균 압력을 반복적으로 조사 캡슐 하단부에 작용시킬 때 

rod tip이 파단되는 형상을 LS-DYNA를 통해 구현하였다. 그림 3.5.17은 유량이 

19.7 kg/s 일 경우의 평균압력을 초기 조건으로 설정하여 조사 캡슐 하단부에 작용

하였을 경우, rod tip이 파단되는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표 3.5.1은 유체 구조 

연성해석에 의해 계산된 최대 응력max 과 LS-DYNA로 계산된 파단응력 의 관

계를 응력 안전률로 계산한 값이다. 제시된 유량에 의해 계산된 응력 값은 항복 응

력을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나 반복하중이 가해지게 될 경우 

파괴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3.5.17 LS-DYNA를 통한 rod tip 의 파단 형상 (유량 : 19.7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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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캡슐 하단부 최대 응력 및 변형률의 안전율 (유량 : 19.6 kg/s)

최대응력max  (A) 파단응력   (B) 응력 안전률(B/A)

129.6 MPa 470 MPa 3.62

2. 조사캡슐 하단부의 모달 및 내진 해석을 통한 구조 건전성 평가

   모달 해석 및 내진 해석을 통하여 조사 캡슐 하단부의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였

다. 해당되는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으로 그림과 같은 구속 조건을 설정하였다. 그림 

3.5.18은 조사캡슐에 설정된 구속 조건을 나타낸다. 구속 조건은 실제로 시험에서 

사용된 조건으로 구현하였다. 총 세가지 C1, C2, C3로 나타내었다.

그림 3.5.18 모달 해석 및 내진 해석을 위한 구속 조건 설정

   설정된 구속 조건을 바탕으로 모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달 해석의 경우 총 5

차 모드 형상까지 결과를 계산하였다. 그림 3.5.19부터 그림 3.5.23 까지는 조사 캡

슐의 모달 해석을 1차에서 5차 모드까지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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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9 모달 해석 1차 모드 형상 그림 3.5.20 모달 해석 2차 모드 형상

그림 3.5.21 모달 해석 3차 모드 형상 그림 3.5.22 모달 해석 4차 모드 형상

그림 3.5.23 모달 해석 5차 모드 형상

각 모드 차수에 대한 고유 진동수는 표 3.5.2와 같다. 

표 3.5.2 모달 해석에 의한 고유 진동수

Mode Natural Frequency (Hz)

1 5.1

2 13.5

3 26.6

4 35.2

5 45.1

   모달 해석을 통해 계산된 고유 진동수와 조사캡슐의 자중 및 수중 부가 질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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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내진해석을 진행하였다. 내진해석은 참고문헌의 “하나로에 설치될 계장캡

슐 및 고정장치의 구조건전성 평가 보고서” 의 해석방법을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내진 등급 1 급에 따라 운전기준지진(OBE : Operating Basis Earthquake) 과 안전

정지지진(SSE : Safe Shutdown Earthquake) 조건이 작용하였을 때에 조사 캡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내진 해석에 사용된 층응답스펙트럼은 USAEC 

Regulatory Guide 1.61, Revision 1, "Dam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에 나오는 자료를 참고하였다. 그림 3.5.24는 SSE 수평 방

향 응답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그림 3.5.25는 OBE 수평 방향 응답 스펙트럼을 나타

낸다.

그림 3.5.24 SSE (Safe Shutdown Earthquake) 수평 방향 응답 스펙트럼

그림 3.5.25 OBE (Operating Basis Earthquake) 수평 방향 응답 스펙트럼

   내진 해석을 통해서 조사 캡슐 하단부의 응력 및 변위를 산출하였다. 해석은 

ANSYS 14.5를 사용하였고, 그림 3.5.26은 운전기준지진(OBE)에서의 조사캡슐 하단

부의 응력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최대 응력은 42.6 MPa 이며, rod cover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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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림 3.5.27은 rod tip에서의 응력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최대 응력은 36.5 

MPa 이며 rod tip의 중간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5.28은 운전

기준지진(OBE)에 따른 변위를 나타내었다. 최대 변위는 11.7 mm 이며, 조사캡슐 

하단부에서 1987 mm 떨어진 위치에서 나타났다.

그림 3.5.26 OBE 조건에서의 조사 캡슐 하단부 응력 분포도

그림 3.5.27 OBE 조건에서의 rod tip 응력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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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8 OBE 조건에서의 변형량 분포도

   안전정지지진(SSE)에서의 내진 해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3.5.29는 안전정지지진(SSE)에서의 조사캡슐 하단부의 응력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최대 응력은 55.5 MPa 이며, rod cover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3.5.30은 rod tip에서

의 응력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최대 응력은 47.5 MPa 이며 rod tip의 중간 부분에

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5.31은 안전정지지진(SSE)에 따른 변위를 나

타내었다. 최대 변위는 15.3 mm 이며, 조사캡슐 하단부에서 1987 mm 떨어진 위치

에서 나타났다.

그림 3.5.29 SSE 조건에서의 조사 캡슐 하단부 응력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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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0 SSE 조건에서의 rod tip 응력 분포도

그림 3.5.31 SSE 조건에서의 변형량 분포도

   운전기준지진(OBE)와 안전정지지진(SSE)에서의 내진해석에 대한 결과를 표 

3.5.3에 정리하였다. 참고문헌의 계산식을 참고하여 운전기준지진(OBE)와 안전정지

지진(SSE)에서의 허용응력을 계산하였고, 최대 응력과 허용응력의 비율을 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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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내진해석 결과 

하중조건
최대응력(A)

MPa

허용응력(B)

MPa

응력비

(A/B)

OBE 42.6 184 0.23

SSE 55.5 246 0.22

 

   ANSYS workbench를 이용하여 모달 해석 및 내진 해석을 진행하였다. 자중 및 

부가질량을 고려한 모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1차 고유 진동수는 5.1 Hz, 변위는 

14.2 mm로 계산되었다. 내진 해석을 통해서 내진 상황에 대한 조사캡슐의 구조 안

전성을 평가하였다. 운전기준지진(OBE)와 안전정지지진(SSE) 두 가지 조건에 의한 

내진 해석을 수행하였다. 운전기준지진(OBE)에서 최대 응력은 42.6 MPa, 안전정지

지진(SSE) 지진 조건에서 최대 응력은 55.5 MPa이 발생하였으며 내진 해석에 의한 

조사 캡슐의 구조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3. 조사캡슐 하단부의 설계 개선

   앞서 수행한 유체 고체 연계 해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캡슐 하단

부의 설계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시된 유량(하나로 조건 : 19.6 kg/s, 노외 장

치의 실험 22.17 kg/s)을 통해서 CFX 유동 해석을 진행하였고, 유동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조사캡슐 하단부의 설계 개선을 위해 rod tip과 

rod cover의 체결부위 개수를 추가하였다. 체결 부위 개수를 2개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5.32과 그림 3.5.33을 통해서 체결부위가 추가된 rod tip을 나타

내었다.

그림 3.5.32 체결부위를 추가한 rod tip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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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3 체결 부위를 추가한 rod tip 형상 뒷면

 

   두 가지의 유량조건(19.6 kg/s, 22.1 kg/s)을 사용하여 변경된 rod tip의 형상을 

통해서 유체 고체 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5.34과 그림 3.5.35는 유체 고체 

연성 해석의 응력 분포도를 나타낸다. 그림 3.5.34은 유량이 19.6 kg/s 일 경우의 

rod tip에서 나오는 응력 분포도이다. 이 경우 최대 응력은 79.2 MPa 이다. 그림 

3.5.4는 22.1 kg/s 에서의 rod tip 응력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고, 최대 응력은 88.4 

MPa 이다.

그림 3.5.34 체결부위를 추가한 rod tip 의 응력 분포도 (유량 조건 : 19.6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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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5 체결부위를 추가한 rod tip의 응력 분포도 (유량 조건 : 22.1 kg/s)

   그림 3.5.36와 그림 3.5.37은 rod tip 에서의 변위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5.37은 유량이 19.6 kg/s 인 경우로 최대 변위는 0.03 mm 이다. 그림 3.5.38은 유

량이 22.1 kg/s에서의 변위 값으로, 최대 변위는 0.04 mm 이다. 

그림 3.5.36 체결부위를 추가한 rod tip의 변형량 분포도 (유량 조건 : 19.7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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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7 체결부위를 추가한 rod tip의 변형량 분포도 (유량 조건 : 22.1 kg/s)

   그림 3.5.38과 그림 3.5.39은 rod tip에서의 변형률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5.38은 유량이 19.6 kg/s 인 경우로 최대 변형량은 437 μ 이다. 그림 3.5.39는 유량

이 22.1 kg/s에서의 변형량 값으로, 최대 변형량은 475 μ 이다. 

그림 3.5.38 체결부위를 추가한 rod tip의 변형률 분포도 (유량 조건 : 19.7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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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9 체결부위를 추가한 rod tip의 변형률 분포도 (유량 조건 : 22.1 kg/s)

4. 최적 구조 설계안 제시

   Rod tip 체결 부위의 개수에 따른 최대 응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체결 부위가 2

개일 경우 응력 값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체결 부위 개수가 2개

일 경우 그림 3.5.40과 같이 체결부위의 높이를 h1 과 h2, 너비를 w1과 w2로 설정하

여 ANSYS Workbench의 parameter study를 통해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3.5.40 최적화를 위한 변수 설정

   Parameter study를 위해 h 와 w 의 길이를 설계 변수로 설정하였다. 식 (1)은 

최적화 수행에서 설정된 변수이며, 변수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  ≤  

  ≤  ≤  

  ≤  ≤   

  ≤  ≤  

   최적화의 목적 함수로는 rod tip 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이 최소화가 되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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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제한 함수로는 rod tip 의 부피가 3700 mm3에 맞도록 설정하였다. 형상 

최적화 기법은 총 25 개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크기 최적화를 수행하여 얻은 설계 

변수는 표 3.5.4와 같으며, 설계 변수를 적용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3.5.41 ∼ 3.5.42와 같다.

표 3.5.4 최적화된 rod tip 의 변수 비교 (유량 : 19.6 kg/s)

Candidate Design 1 Candidate Design 2 Candidate Design 3

 4 3.46 4

 2.09 3.91 4

 20.17 20.10 20.17

 20.17 20.06 20.17

Volume (mm3) 3675.7 3684.7 3650.1

Maximum Stress

MPa
54.7 61.3 76.8

그림 3.5.41 최적화 모델 Candidate desig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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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2 최적화 모델 Candidate design 2

그림 3.5.43 최적화 모델 Candidate design 3

   표 3.5.4를 통해서 각 case를 살펴보면, 부피의 경우 차이가 최대 25 mm3 밖에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중에서 rod tip에 걸리는 최대 응력이 가장 

낮은 case를 찾게 되면 case 1의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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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실리콘 화합물의 마이크로파 

손실 개선 연구 

1. Si 화합물과 Ge의 고주파 손실 연구를 위한 고감도 측정 프로브의 설계 및 제작 연구

가. Solid cylindrical rod 형태의 측정 프로브 설계 및 측정감도 평가

그림 3.6.1 (a) 측정 프로브로 사용된 유전체 공진기의 개략도. 공진기의 각 부분은 

무산소동 (A), Be-Cu spring (B), 원통형 Si rod (C), Mg 기판 (D), YBCO 고온초

전도체 박막 (E), coupling loop (F), 그리고 connector (G)로 구성된다.

(b) 30 K 이하의 온도에서 TE011 모드 Si 공진기가 지니는 전도적 손실과

유전적 손실로 인한 손실 요인 간의 크기 비교

   그림 3.6.1(a)는 실리콘 rod와 게르마늄 rod의 고주파 손실을 저온 영역에서 고

감도로 비접촉식으로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Si 유전체 공진기의 개략도이다[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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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온도가 YBCO 고온초전도체의 임계온도 (TC) 보다 높을 경우 Mg 기판 위에 

성장된 YBCO 박막 (즉 ‘D’와 ‘E’)은 표면이 매끄러운 무산소동 판으로 대체된다. 

측정 시 Transverse Electric (TE) mode가 이용되는데, TE 모드를 이용할 경우 

rod 형태로 제작된 시편의 loss tangent (tan δ)를 시편과 공진기 구성 요소 간의 

접촉 저항 영향을 받지 않고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원통형 시편의 대칭축

을 둘레로 회전하는 방향의 전류, 즉 axial current가 시편과 공진기 몸통 간의 접촉

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3.6.2]. 참고로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경우 측정 전극과 시편 간의 접촉 조건은 측정된 비저항 값

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러한 접촉이 Ohmic contact이 되도록 하기 위

한 조건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방법을 통해 공진기의 무부하 양호도

(unloaded Q, QU)로부터 Si의 loss tangent(tan δ)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음

의 식 (1)은 유전체 공진기의 무부하 양호도(unloaded Q)를 이용하여 유전체의 tan 

δ를 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식이다[3.6.3-3.6.4].

                                          













× tan                   (1)

                          

여기서 측정 온도가 YBCO 초전도체의 TC 보다 낮은 경우 RS,T와 RS,B는 각각 공진

기의 윗면과 아랫면에 놓인 reference YBCO 초전도체 박막의 표면저항, 즉  RS,T
 = 

RS,B = RS(YBCO)이고, RS,SW는 속이 빈 원통형 cavity의 측면 재질인 무산소동

(OFHC)의 표면저항(RS(OFHC)), k는 충진 인자 (filling factor), tan δ는 유전체의 

탄젠트 손실, GT는 윗면의 기하학적 인자, GB는 아랫면의 기하학적 인자, GSW는 옆

면의 기하학적 인자이다. 각각의 기하학적 인자와 충진 인자의 값은 공진기 내의 

전자기장 분포를 이용하여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다[3.6.5]. 측정 온도의 범위가 

YBCO 고온초전도체의 TC 이상 상온일 경우에는 YBCO가 초전도성을 잃게 되므

로 YBCO박막은 표면이 매끄러운 무산소동 판으로 대체되며 이 경우 RS,T
 = RS,B = 

RS(OFHC)가 된다.

   그림 3.6.1(b)는 그림 3.6.1(a)와 같은 공진기가 30 K 이하의 온도에서 Si의 loss 

tangent를 측정할 경우 어느 정도의 측정 감도를 지니게 되는지 보여준다. 그림 

3.6.1(b)에서 공진기의 위, 아랫면에 각각 OFHC 판이 놓인 경우 loss tangent의 측정 

감도가 거의 RS(OFHC)/GT와 RS(OFHC)/GB의 값에 의해 결정되고 매우 작은 값을 

지니게 되는 RS(OFHC)/GSW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Si가 

지닌 loss tangent의 측정 감도는 10-4 정도의 값이 된다. 또한 그림 3.6.1(b)로부터 공

진기의 위, 아랫면에 각각 OFHC 판 대신 YBCO 고온초전도체 박막이 놓일 경우 

loss tangent의 측정 감도가 거의 100 배 정도 향상된 10-6 정도가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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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로부터 유전체 공진기 내의 중심부에 놓이는 rod 형태의 시편이 일정 온

도 영역에서 매우 큰 loss tangent를 지닐 경우 공진기의 QU가 매우 작아져서 측

정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진기의 중심부에 rod 

형태의 시편을 놓는 대신 hollow cylinder 형태의 시편 중심부를 loss tangent가 

매우 작은 유전체 (예로서 루타일)를 사용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

진기의 위, 아래에는 YBCO 고온초전도체 박막 대신 OFHC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나. Hollow cylindrical rod 형태의 시편 측정용 프로브 제작 및 측정 감도 평가 

그림 3.6.2 (a) 반도체-루타일 hybrid 공진기의 개략도. 공진기의 각 부분은 

무산소동 (A), Be-Cu spring (B), 시편인 속이 빈 원통형 반도체 rod (C), Mg 

기판 (D), YBCO 고온초전도체 박막 (E), coupling loop (F), connector (G), 

그리고 원통형 루타일 rod (H)로 구성된다.

(b) 10  293 K의 온도 영역에서 TE011 모드 Si-루타일 hybrid 공진기가 지니는 

전도적 손실과 유전적 손실로 인한 손실 요인 간의 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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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2(a)는 시편의 loss tangent가 매우 커져서 그림 3.6.1(a)와 같은 공진기

로는 공진특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공진기의 개략도이다[3.6.1]. 

이 공진기의 위, 아랫면에는 잘 polishing된 OFHC 판이 놓기데 되는데, 이 공진기 

내에 놓인 시편의 모양은 속이 비어 있는 원통 형태이다. 이 경우 시편의 loss 

tangent는 공진기의 QU로부터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해진다[3.6.1].

                   













× tan × tan    (2)

   식 (2)에서 k1과 k2는 각각 루타일과 속이 빈 반도체 시편에 대응하는 filling 

factor이고, tan δ1과 tan δ2는 각각 루타일과 반도체 시편의 loss tangent 이다. 

   그림 3.6.2(b)에서 Si 시편으로 인한 k2 x tan δ2의 크기를 식 (2)의 우항에 있는 

다른 값과 비교하였는데, 30 K 이상의 온도에서 k2 x tan δ2의 크기가 다른 항의 

크기보다 크게 나온 것은 그림 3.6.2(a)와 같은 공진기 구조가 Si와 같이 일정 온도 

영역에서 tan δ가 매우 큰 값을 지니는 시편의 측정에 유용함을 보여준다. 참고로 

식 (1)과 (2)에 나오는 geometrical factor 들과 filling factor 들의 값은 다음의 표 

3.6.1에 기술되어 있다[3.6.1].

표 3.6.1 식 (1)과 (2)에 기술된 geometrical factor 들과 filling factor 들의 크기

2. 중성자 조사로 인한 Si 시편의 전기적 특성 변화

가. Si 시편 준비 

   실험에 사용한 실리콘 시편들은 모두 상용의 고저항 (high-resistivity) 실리콘 

시편인데, 전기적 특성의 측정 시 10 x 10 x 0.49 mm2 크기의 정방형 시편을 사용

하였고 고주파 손실의 측정 시 지름이 5.26 mm이고 높이가 2.52 mm인 원통형 시

편을 사용하였다. 이들 시편에 대한 중성자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실험용 원

자로인 하나로(HANARO)의 NAA1 조사공에서 각각 30 초, 75 초, 600 초 동안 행

하였다. 시편에 대한 내역은 표 3.6.2에 기술된 바와 같다. 참고로 중성자 조사 시 

사용된 시편들은 undoped Si 시편들이다. NAA1의 조사공의 중성자 flux는 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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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우 4.51 x 1011 n/(cm2-s),  epithermal neutron의 경우 6.25 x 1010 

n/(cm2-s), fast neutron의 경우 6.02 x 1010 n/(cm2-s)이다.

나. 중성자 조사된 단결정 실리콘의 전기적 특성 

   그림 3.6.3은 Hall effect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pristine Si 단결정과 중성자 조사

된 Si 단결정의 비저항을 220  340 K의 온도 영역에서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75 초 이상 중성자 조사된 Si 시편들의 경우 상온 (300 K) 이상의 온도에서 

pristine Si 시편에 비해 비저항이 뚜렷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저항의 

감소는 열중성자가 Si 시편 내에 3.1% 정도 포함된 30Si의 원자핵에 포획된 후 P로 

핵종변환되는 효과, 즉 neutron transmutation doping (NTD) 효과로 인해 Si 단결

정 시편 내에 electron carrier 농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3.6.6]. 그러나 상온 이

하의 온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이는 비저항

이 carrier 농도 뿐 아니라 mobility에 대한 의존성을 지니고 있고 mobility의 온도 

의존성이 NTD-Si 내에서 중성자 조사량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림 3.6.3에서 30 초 간 조사된 NTD-Si에서 상온 이상의 온도 영역에서 비저

항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된 것은 아직 그 원인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것이 30 초 간의 중성자 조사 시 NTD-Si 내에서의 electron carrier 

농도의 증가 보다 고속 중성자의 조사 등으로 인한 defect의 증가와 이로 인한 

mobility의 감소 때문일 수 있으나 정확한 이유는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표 3.6.2 실험에 사용된 Si 단결정 시편과 Ge 단결정 시편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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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중성자가 조사되지 않은 pristine Si와 중성자가 조사된 

NTD-Si의 비저항의 온도 의존성

3. Si 단결정 시편의 중성자 조사에 따른 저온 고주파 손실 변화

가. Si 단결정의 고주파 손실

  (1) Pristine Si 단결정의 고주파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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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Krupka 등이 측정한 undoped p-type Si의 loss tangent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undoped n-type Si의 loss tangent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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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undoped n-type Si의 loss tangent를 Krupka 등이 

측정한 undoped p-type Si의 loss tangent와 비교한 결과이다[3.6.1, 3.6.7]. 본 측정 시 

10  30 K 영역은 solid cylindrical rod 형태의 Si가 사용되어 23.7 GHz에서 TE011 모

드의 공진주파수가 관측되었고 그 외의 온도 영역에서는 hollow cylindrical rod 형태의 

Si가 중심부에 rutile 유전체가 채워진 상태로 사용되어 저온영역에서는 8.6 GHz에서 

TE011 모드의 공진주파수가 관측되었다. 그림 3.6.4의 결과는 상이한 주파수에서 측정된 

값들을 tan δ ∝ 1/f 의 관계를 이용하여 23.7 GHz의 값으로 scale 한 것이다. 그림 

3.6.4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Si 시편의 loss tangent 크기가 30 K 이하의 극

저온에서는 Krupka 등의 시편에 비해 월등히 작음을 알 수 있는데, 10 K에서 측정한 

건국대 Si 시편의 loss tangent는 23.7 GHz에서 1.6 x 10-6 정도로서 이 값은 Krupka 

등의 측정 결과를 같은 주파수로 scale한 값인 6.6 x 10-5 의 1/40에 불과한 크기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건국대 Si 시편에 대해 10 K에서 측정된 loss tangent인 6.6 

x 10-6이 O’Connell 등이 0.1 K의 초극저온 상태에서 Si 단결정 기판에 대해 6 GHz에서 

측정한 값인 2 x 10-7과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것인데[3.6.8], O’Connell 등은 Si 기판의 

양자컴퓨터(초전도 qubit)로의 응용성을 연구하기 위해 Si 기판의 loss tangent를 측정한 

바 있다. 또한 Weber 등은 0.02 K의 초극저온 및 4  5 GHz에서 측정된 단결정성 Si 

layer의 loss tangent가 약 1 x 10-6 정도의 값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3.6.9]. 

이러한 결과는 undoped p-type Si와 달리 고순도 undoped n-type Si의 loss tangent 값

이 mK의 초극저온 영역에서뿐 아니라 10 K 정도의 극저온 영역에서도 매우 작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undoped n-type Si가 freeze-out 온도 이하의 극저온 영역에서 다양한 

마이크로파 응용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Krupka 등이 undoped p-type Si에 대해 보고한 결과와 건국대 undoped n-type Si 

시편의 loss tangent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이유는 현재 밝혀져 있지 않다. 건

국대 시편에 대한 Hall 효과 측정을 통해 건국대 시편의 경우 상온에서 n-type인 

carrier의 농도(concentration)가 1.18 x 1012/cm3 인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이러한 값은 

Krupka 등이 사용한 Si의 p-type carrier의 농도인 1.05 x 1012/cm3 와 불과 12%의 차

이를 지닌다. 참고로 freeze-out 영역 밖의 온도인 30 K 이하의 온도에서 Si의 전기전도

도가 conduction band 내 carrier의 운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hopping conductivity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6.10] Krupka 등이 사용한 undoped p-type Si 시편

이 건국대 시편에 비해 월등히 큰 hopping conductivity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차이가 두 시편이 지닌 dielectric loss의 뚜렷한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는 향후 

추가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Si 시편의 loss tangent에 dielectric loss가 기여하는 바가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가

정 하에 tan δ ≈ 1/(2πfρε‘)의 식으로부터 loss tangent 측정값을 이용하여 Si의 비저항

(ρ)을 구할 수 있다. 그림 3.6.5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undoped n-type Si의 비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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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Krupka 등이 측정한 값과 비교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50 K 부근에서 

carrier의 freeze-out으로 인한 비저항의 급격한 증가가 30 K 부근에서 끝나게 됨을 

보여준다. 300 K인 상온에서 두 시편의 비저항은 약 3 배 정도 차이로 Krupka 등

의 p-type Si가 큰 비저항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30 K 이하의 저온 

영역에서는 본 연구팀이 측정한 undoped n-type Si의 비저항이 Krupka 등의 Si 시

편에 비해 약 40 배 이상 큰 값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3.6.1]. 이는 우리가 측

정한 Si 시편의 loss tangent가 Krupka 등의 시편에 비해 1/40 정도의 작은 값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그림 3.6.5에서 undoped n-type Si에 대해 측정된 비저항값을 

lightly doped Si에 대한 모형으로 계산된 값과 비교한 이론적 결과는 실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3.6.11]. 참고로 본 이론적 결과는 undoped n-type Si

에 대해 상온에서 측정한 carrier 농도인 1.18 x 1012/cm3가 전적으로 electron이 기

여한 값이고 본 Si 시편 내의 donor ionization energy를 0.7 meV인 것으로 하여 

구하였다[3.6.7].

그림 3.6.5 Undoped n-type Si에 대해 23.7 GHz에서 측정한 비저항의 온도 의존성 

(Jung)과 Krupka 등이 측정한 비저항 결과와의 비교(Krupka 등의 결과는 6.8 

GHz에서 측정된 것을 23.7 GHz에서의 값으로 scale한 후 구한 것이다.)

  (2) 중성자 조사된 Si 단결정의 고주파 손실

   그림 3.6.6은 Si 단결정의 loss tangent가 주로 carrier의 존재로 인한 conductive 

loss에 기인한다는 가정 하에 그림 3.6.3의 비저항값으로부터 계산한 Si의 loss 

tangent의 온도 의존성 결과이다. 이 그림을 보면 중성자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NTD-Si의 경우 30 초 간 중성자가 조사된 NTD-S에서만 상온 이상의 온도에서 

loss tangent의 감소가 관측될 뿐 그 이외의 경우에는 loss tangent가 오히려 크게 

증가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i 단결정의 loss tangent가 



- 250 -

주로 conductive loss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NTD 효과는 

Si의 loss tangent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보여준다. 

그림 3.6.6 그림 3.6.3의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된 중성자가 조사되지 않은 pristine 

Si와 중성자가 조사된 NTD-Si의 loss tangent의 온도 의존성

4. Ge 단결정 시편의 전기적 특성 및 고주파 손실

가. Ge 시편 준비 

   실험에 사용한 Ge 시편들은 모두 상용의 고저항 (high-resistivity) Ge 시편인데, 

전기적 특성의 측정 시 10 x 10 x 0.49 mm3 크기의 시편을 사용하였고 고주파 손

실의 측정 시 지름이 5.26 mm이고 높이가 2.52 mm인 원통형 시편을 사용하였다. 

이들 시편에 대한 진공에서의 열처리는 516 와 825 의 상이한 두 온도에서 행

하였는데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의 진공 furnace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편들에 대한 내역은 표 3.6.3에 기술된 바와 같다. 

표 3.6.3 준비된 Ge 시편 내역

Ge 시편 번호 크기 열처리 조건
Ge-3 Φ5.26x2.53 (mm2) 열처리 없음

Ge-4-S1a 10x10x0.49 (mm3) 열처리 없음
Ge-5-S1a_A 10x10x0.49 (mm3) 516 , 610분
Ge-5-S1c_A 10x10x0.49 (mm3) 516 , 610분
Ge-5-S1d_A 10x10x0.49 (mm3) 516 , 610분
Ge-6-S1a_A 10x10x0.49 (mm3) 825 , 2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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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istine 단결정 Ge와 열처리된 단결정 Ge의 전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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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Pristine Ge 단결정 시편과 516 와 825 의 온도로 

각각 열처리된 Ge 단결정의 비저항 비교

   그림 3.6.7은 Hall effect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pristine Ge 단결정과 진공에서 

516 와 825 의 온도로 각각 열처리된 Ge 단결정의 비저항을 220  340 K의 

온도 영역에서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열처리된 Ge 시편들의 경우 220  

340 K의 온도 영역에서 pristine Ge 시편에 비해 비저항이 뚜렷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저항의 증가는 열처리 과정이 Ge 시편 내의 defect를 줄이고 이

로 인하여 carrier의 mobility가 증가하고 carrier 농도가 증가할 것임을 기대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림 3.6.7에서 Ge 단결정 시편에 대한 516 와 825 의 온도

를 이용한 열처리 효과는 두 온도의 차이가 3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6.7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순도 pristine Ge 시편의 비저항이 상온

(300 )에서 약 40 Ω-cm 정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Ge의 비저항은 순도 

100%인 Ge 단결정이 지닐 수 있는 비저항인 47 Ω-cm와 근사한 값이다. 이러한 결

과는 본 연구에 사용된 Ge 단결정이 고순도 단결정임을 의미한다.  

   그림 3.6.8은 Hall effect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pristine Ge 단결정과 진공에서 

516 와 825 의 온도로 각각 열처리된 Ge 단결정의 carrier 농도를 50  340 K

의 온도 영역에서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은 Ge 단결정에 대한 열처리로 인해 Ge의 

carrier type이 pristine Ge의 경우 n-type 이었던 것이 열처리 후 p-type으로 바뀌



- 252 -

게 됨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carrier type의 변화 이유는 아직 이해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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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 (a) Pristine Ge 단결정 시편과 516 와 825 의 온도로 

각각 열처리된 Ge 단결정의 carrier 농도 비교(농도가 양의 

값일 경우 p-type, 음의 값일 경우 n-type이다.) 

(b) 측정된 carrier 농도의 절대값의 온도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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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8(a)의 결과는 pristine Ge에 대한 열처리가 왜 비저항의 증가를 야기하는지

에 대해 250 K 이하의 온도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그림 3.6.8(b)에 잘 

나타나 있듯이 Ge의 열처리를 통한 defect의 감소가 carrier type의 변화 뿐 아니라 250 

K 이하에서는 carrier 농도의 절대값 감소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6.8(a)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열처리된 모든 Ge 시편에서 관측된 바 같이 280  

290 K 영역에서 carrier type이 급격히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pristine Ge의 

경우 측정 온도 영역에서 일관되게 carrier type이 n-type 인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carrier type의 변화가 fast neutron으로 조사된 n-type Si 시편에서는 보고된 바 있지만 

열처리된 시편에서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carrier type의 변화에 대한 원인은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림 3.6.9는 측정된 Ge 시편들에 대한 mobility의 온도 의존성 결과로서 mobility의 

특이성이 열처리된 Ge 시편들의 carrier 농도가 280  290 K 영역에서 특이성을 보인 

것과 동일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이성으로 인해 열처리된 Ge의 mobility는 

pristine Ge에 비해 280  290 K 영역에서 1/20 이하의 값을 지니는데 열처리된 Ge 시

편들에서 관측된 이러한 mobility의 특이성 또한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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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Pristine Ge 단결정 시편과 516 와 825 의 온도로 

각각 열처리된 Ge 단결정의 mobility의 온도 의존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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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ristine Ge 단결정의 고주파 손실 측정   

   그림 3.6.10은 그림 3.6.1(a)의 공진기 내에 있는 Si rod를 undoped Ge rod으로 

대체한 후 측정한 공진 신호의 온도 의존성 결과이다. 이 그림에서 Ge 공진기의 공

진 신호가 9 K 이하의 온도에서는 뾰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10 K가 되었을 때 급격

히 덜 뾰족해 지고 이후 급격히 신호의 모습을 잃어서 11 K에서는 거의 공진신호

로 구분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Ge의 경우 Si 시편

과 같이 carrier의 농도가 일정 온도 이하에서 급격하게 작아져서 최소의 값을 유지

하게 되는 freeze-out 현상이 관측됨을 알려준다. 

   그림 3.6.11은 pristine Ge가 설치된 공진기의 20.3 GHz TE011 모드 공진신호 (그림 

3.6.10 참조)로부터 구한 공진기의 unloaded Q의 온도 의존성 측정 결과이다. 그림 3.6.11

을 보면 7 K 이하의 온도에서 공진기의 unloaded Q가 10000 정도의 값을 지닌 채 더 커

지지 않고, 9 K 이상의 온도에서 급격히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1.5 K에서 측정된 

공진기의 unloaded Q는 약 400 정도로서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공진신호의 관측이 불가

능해 져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림 3.6.11를 통해 pristine Ge 단결정의 carrier 

freeze-out이 11.5 K 이상의 온도에서 시작되어 약 9 K에서 끝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Ge 단결정 내에서의 carrier freeze-out은 그림 3.6.11에 나타낸 Si 단결정의 경우와 대비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i의 경우 시편의 온도 감소에 따른 carrier freeze-out는 

약 50 K 정도에서 시작되어 25 K 정도에서 끝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3.6.1].  

   Ge의 경우 Si 보다 낮은 온도 영역에서 freeze-out 현상이 관측되는 것은 Ge의 

bandgap 내에 있는 impurity band와 conduction band 간의 간격이 Si의 경우 보다 

상당히 작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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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0 공진기 내에 있는 Si rod를 undoped Ge rod로 

대체한 후 측정한 공진 신호의 온도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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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1 20.3 GHz TE011 모드 Ge 공진기와 23.8 GHz TE011 모드 Si 공진기의

극저온에서의 unloaded Q의 온도 의존성 비교

   그림 3.6.12는 pristine Ge에 대해 20 GHz의 고주파 영역에서 측정한 Ge의 loss 

tangent와 이로부터 구한 비저항의 온도 의존성 결과이다. Ge의 비저항은 Ge의 

loss tangent가 전적으로 carrier의 움직임에 기인한다는 가정 하에 구한 것이다. 

그림 3.6.12에서 pristine Ge의 loss tangent가 7 K의 극저온에서 1 x 10-4 정도의 

값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값은 Krupka 등이 undoped p-type Si의 loss 

tangent에 대해 6.8 GHz에서 관측한 2 x 10-4의 크기와 비슷한데[3.6.7], 이러한 Ge

의 loss tangent 결과는 Ge의 bandgap이 Si에 비해 1/2 이하로 매우 작다는 사실

을 고려할 때 기대보다 훨씬 작은 값이 관측된 것임을 말해준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고순도 pristine Ge의 경우 극저온에서의 비저항이 

107 Ohm-cm 정도의 값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Ge

의 비저항 값은 본 연구에서 pristine Ge의 loss tangent가 오직 Ge의 conductive loss 

때문이라는 가정 하에 구한 Ge의 비저항, 6 x 104 Ohm-cm 보다 월등히 크며 앞서 본 

연구팀이 언급한 pristine Si의 비저항 값과 비슷한 크기이다 (3.6.3의 내용 참조). 본 

연구팀이 사용한 시편의 극저온에서의 비저항 값과 앞서 보고된 107 Ohm-cm 정도의 

값 간의 큰 차이는 Ge의 경우 고주파 손실이 주로 carrier의 움직임으로 인한 

conductive loss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격자진동이 기여하는 dielectric loss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순도 undoped Si와 달리 고

순도 undoped Ge의 loss tangent에 dielectric loss가 크게 기여하는 이유는 아직 잘 알

려져 있지 않은 바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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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2 Undoped n-type Ge에 대해 20 GHz에서 측정한 loss tangent의 온도 

의존성과 이 loss tangent로부터 구한 비저항의 온도 의존성

5. Fast neutron 조사로 인한 반도체 시편의 특성 변화

가. 조사공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및 시편 준비

   열중성자를 이용하여 NTD Si를 만들 경우 시편이 놓인 조사공 내에서 중성자속의 

에너지 분포에 따라 fast neutron 조사로 인한 효과가 고려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편에 대한 중성자 조사 시 사용된 조사공은 NAA1 조사공과 IP5 조사공인

데, 중성자 조사 시 각 조사공 내에서 중성자속의 에너지 분포는 다음의 표 3.6.4와 같

음이 알려져 있다.

표 3.6.4 하나로 IP5 조사공과 NAA1 조사공 내의 중성자 flux 크기 및 에너지 분포  

   표 3.6.4에서 NAA1 조사공의 경우 열중성자 flux와 fast neutron flux의 비가 거의 

조사공
Group1

(n/cm2/s)

Group2

(n/cm2/s)

Group3

(n/cm2/s)

Group4

(n/cm2/s)

Group5

(n/cm2/s)

IP5 3.10 E+10 1.35 E+11 7.19 E+11 2.61 E+11 5.56 E+13

NAA1 3.34 E+09 1.43 E+10 1.04 E+11 4.38E+10 2.33 E+13

Energy

0.821 MeV

~ 10 MeV

(Fast)

9.118 keV

~ 0.821 MeV

(Epi-thermal)

4 eV

~ 9.118 keV

(Epi-thermal)

0.625 eV

~ 4 eV

(Epi-thermal)

~ 0.625 eV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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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이상이어서 NAA1 조사공의 경우 fast neutron 조사로 인한 효과를 무시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fast neutron이 반도체 시편 내에 만드는 defect로 인해 

반도체 내의 불순물(impurity)로 인한 carrier 농도가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급격히 변

할 수 있다는 보고를 고려하면 이러한 fast neutron 효과가 중성자 조사된 시편에서 어

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행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편은 NAA1 조사공에서 pristine Si 단결정 시편을 30  분 간 

중성자 조사하여 준비한 기판 형태 시편으로서 시편의 크기는 10x10x0.49 cm3 이다.

나. Fast neutron의 조사로 인한 pristine Si 단결정의 전기적 특성 변화

   그림 3.6.13은 undoped n-type Si 단결정 시편 (pristine Si)의 비저항의 온도 의존성

을 이 시편에 30 분 동안 중성자를 조사한 후 측정한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은 

30 분 동안 중성자 조사된 시편에서 측정된 결과가 pristine Si에 열중성자를 조사하여 

만든 NTD-Si에서 기대되는 결과와 다음의 2 가지 점에서 전혀 다르게 나왔음을 보여

준다. 첫째, 비저항 vs 온도 측정 결과의 기울기가 pristine Si의 경우 양의 값을 지님에 

비해 조사된 시편의 경우 음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음의 기울기를 

지닌 측정 결과는 극도로 고순도의 반도체 시편에서나 관측될 수 있는 것으로서 중성자 

조사로 인해 시편 내의 carrier 농도가 조사 전에 비해 급격히 작아졌을 가능성이 있음

을 보여준다. 둘째는 중성자 조사 후 Si 시편의 비저항이 뚜렷이 증가한 사실이다. 그림 

3.6.13의 결과는 300 K에서 3 kΩ-cm 인 pristine Si의 비저항이 중성자 조사 후 240 kΩ

-cm으로 80 배나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결과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이상적 Si의 300 K에서의 비저항인 230 - 316 kΩ-cm과 비교되는 것이며 중성자 조사

된 Si 시편 내의 carrier 농도가 impurity에 의한 기여 없이 valence band에서 

conduction band로 열적 여기된 carrier들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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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3 Undoped Si 시편의 중성자 조사 전 비저항과 30 분 간

조사 후 비저항의 비교

   그림 3.6.14는 undoped n-type Si 단결정 시편 (pristine Si)의 carrier 농도의 온도 

의존성을 이 시편에 30 분 동안 중성자를 조사한 후 측정한 경우와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30 분 동안 중성자 조사된 시편의 carrier 농도는 300 K에서 8.1 

x 1010/cm3 인데, 이 값은 조사 전 pristine Si의 carrier 농도인 1.2 x 1012/cm3의 약 1/15 

정도이다. 이것은 pristine Si에 대한 중성자 조사가 NTD 효과로 인한 carrier 농도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효과로 인한 carrier 농도의 감소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중성자 조사된 시편에서 관측되는 carrier 농도의 감소는 중성자속 내의 fast neutron이 

Si 시편 내에 만드는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한데, Tsveybak 등이 보고한 

결과 (그림 3.6.15(a)와 3.6.15(b))는 불순물인 인(P)의 농도가 붕소(B)의 농도보다 큰 

n-type Si의 경우 fast neutron 조사로 인한 결함의 형성은 net impurity concentration

의 감소를 야기하여 net impurity concentration이 매우 작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3.6.11]. 이는 결함의 형성으로 인한 불순물의 농도 감소가 B에 비해 P에서 훨씬 

크게 일어나기 때문 이다. 그림 3.6.14의 결과는 그림 3.6.13에서 관측된 바 Si 시편에 대

한 중성자 조사가 야기한 비저항의 증가 원인이 상당 부분 중성자 조사로 인한 carrier 

농도에 기인함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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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4 Undoped Si 시편의 중성자 조사 전 carrier 농도와

30 분 간 조사된 후 carrier 농도의 비교

그림 3.6.15 (좌) p-type Si와 (우) n-type Si에 fast neutron이 조사된 경우

중성자 선량의 크기에 따른 불순물 P와 B의 농도 변화

   그림 3.6.16은 undoped n-type Si 단결정 시편 (pristine Si)의 mobility의 온도 의존

성을 이 시편에 30 분 동안 중성자를 조사한 후 측정한 경우와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

에서 주목할 사실은 30 분 동안 중성자 조사된 시편 mobility의 온도 의존성 곡선의 기

울기가 양의 값을 지닌다는 것인데, 이는 조사 전 pristine Si의 mobility 온도 의존성 

곡선의 기울기가 음의 값을 지니는 것과 반대이다. 이 그림에서 주목할 다른 한 가지는 

30 분 조사된 시편의 mobility가 fast neutron 조사로 인한 결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사 전 Si 시편, 즉 pristine Si의 mobility 보다 오히려 작은 값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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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6.13-3.6.15의 결과로부터 30 분 간의 중성자 조사된 Si 시편에서의 비저항 증가는 

중성자 조사로 인하여 carrier 농도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6.16

에 나타난 바 중성자 조사로 인한 Si의 mobility의 특이한 변화는 잘 이해되고 있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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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6 Undoped Si 시편의 중성자 조사 전 mobility와

30 분 간 조사된 후 mobility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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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단계 연구를 거쳐 크게 6분야로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당초 계획된 

캡슐 활용 중성자 조사기술 고도화와 관련하여 연구 목표를 달성하였다. 

1. 목표달성도

   연구목표 달성도는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연구목표는 100% 

달성하였다. 1단계를 거친 연구개발은 결과의 우수성 및 개발기술의 국가 주요 중

장기 연구개발 사업에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 결과는 매우 우수하다고 판

단된다. 연구성과물은 국내 논문게재 8건, 국내 논문발표 28건, 국외 논문게재 5건, 

국외 논문발표 8건, 국내 특허출원 2건, 국내 특허등록 3건, 프로그램 등록 2건, 기

술 보고서 6건, 설계도면 13건, 기술료 수입 2,000만원, 기술이용 15건(대학

/KHNP/KAERI 등) 등이 있다.

  1단계의 주요 연구목표별로 수행한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저온(<100 ) 및 고온(<1,000 ) 조건 조사기술 개발

   하나로에서 저온(<100 )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을 설계하여, 핵적/열적/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조사시험용 조사캡슐을 설계/제작하

여 하나로 최초의 저온 조사시험을 성공리에 수행하였다. 조사 시험시 시편의 조사 

온도는 36∼56 로 설계조건을 만족하였다. 개발된 저온 조사캡슐 기술은 국가 주

요 원자력사업인 수출용연구로사업(요르단 및 기장연구로)에 시급한 노심재료 조사

특성 database 생산에 활용되었다. 

   고온조건 조사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용 모컵캡슐(14M-08K) 및 고온용 

FM을 설계/평가하고 13M-01K 캡슐에 적용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하므로써 안전성

을 평가하였다. 고온 캡슐 요소기술인 계장 신호선 관련 기존 브레이징 기술의 단

점을 보완하고 신호선 부위를 안전하게 밀봉하는 유도가열 브레이징 기술을 개발하

였으며, 13M-01K 캡슐을 이용한 고온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시편 온도가 830∼930

에 도달하였으며, 고온설계 및 계장기기의 적합성을 1차 확인하였다.

 

나. 고속 및 열 중성자 조사량 정밀평가 및 장주기 조사기술 개발

   조사시험 캡슐의 고속 및 열중성자 조사량 정밀평가를 위한 다양한 조건(조사공



- 262 -

별, 위치, 방향)에서의 해석을 수행하였고, CT 조사공에서 조사된 조사시험 캡슐의 

경우 선진 재료시험로 정밀도 수준의 고속중성자 조사량 평가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조사시험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OR5 조사공에서 조사된 조사시험 캡슐

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정밀도 향상이 가능하였다. 또

한 하나로 조사시험 대상 재료에 대한 이력평가 시 노심관리 전산체계인 

HANAFMS의 하나로 핵연료 정보를 이용하여 MCNP에 의한 연소노심을 모델링함

으로써 비교적 정확한 조사이력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하나로 조사캡슐의 경우 캡슐 구조 건전성 문제로 4주기(약 100일) 이내

의 조사시험에만 사용되었으나, 캡슐 및 관련장치를 설계개선하여 8주기(약 200일, 

3dpa)까지의 장주기 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조사후 핵심부 조직검사를 통해 장

주기 캡슐의 설계 건전성을 입증하였다. 해당 장주기 조사기술은 수출용연구로사업

에서 요구되는 핵심 노심재료의 수명말기까지의 조사특성 database 생산에 성공적

으로 활용되어 관련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에 기여하였다. 

 

다.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핵심 계장 및 평가기술 개발

   고온 조건의 미래원자력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선진국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의 

LVDT를 개발하였다. 고온 조사시험용 LVDT는 자성체인 코어로 Permenduer를 사

용하고 코일은 직경 0.25mm 미세 K-type 열전대 케이블을 사용하여 기존 외국제

품의 350  제한온도보다 높은 최대 900  까지 사용가능하였다. 정밀용접이 필요

한 LVDT 계장선 밀봉을 위해 레이저 브레이징 기술을 개발하여 계장센서 제작 활

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기술개발 과정에서 고온 LVDT에 대한 특허와 계

장센서로 활용되는 MI(Mineral Insulated) 케이블의 외피 피복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특허 등록된 고온용 열전대가 장착된 조사시험 연료봉의 설계 및 제

조 방법과 변형 측정용 내방사선 LVDT 기술과 함께 국내 조사시험 계장기술 자립

에 기여하였다. 

라.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첨단 신소재인  초전도체(MgB2), 반도체(Si, Ge, SiC), 자성체(R(Nd,Eu)-Fe-B), 

다강체(Bi-Fe-O) 등에 대한 중성자조사-재료설계 기초연구로 중성자조사에 의한 

소재 내부에 다양한 결함 생성 및 결함 형태/농도에 따라 전자기 특성 변화를 확인

하여 첨단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전기 소재 중견기업인 (주)삼동에 MgB2 초전도 선재 제조 기술이전 실시(2014년 2

월, 기술료 8억원)하고, 기술 협력 MOA 체결한 후 (2014년 9월), 공동연구센터 개

소하였으며(2014년 10월), 현재 연구소기업 기술출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Mg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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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 선재 재료설계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중성자 조사 연구 수행 및 

초전도체 박막 등의 중성자 조사량, 열처리에 따른 기초 물성 변화 데이터를 산출

하여 재료내부의 결함생성 및 이에 따른 물질의 전자기 특성변화 기초자료를 확보

하였다. 

마. 조사캡슐 하단부 응력 해석 및 구조건전성 평가를 이용한 캡슐 하단부 설계개

선 

   장주기 조사캡슐 개발을 위한 조사캡슐 하단부의 응력해석 및 구조건전성 평가

를 수행하여 취약부위인 캡슐 rod tip 용접 부위의 응력집중을 확인/평가하였으며, 

냉각수 유동에 따른 내진 해석을 통한 구조건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초장주기 조사캡슐 개발을 위한 캡슐 하단부의 설계 개선 방안 및 

최적 구조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바.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실리콘 화합물의 마이크로파 손실 개선 연구

   초전도체 박막의 고주파 표면저항 측정법으로 사용되는 유전체 공진기법을 응용

하여 고저항 실리콘의 매우 낮은 마이크로파 손실을 극저온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

법을 확립하여 undoped n-type silicon의 loss tangent가 이미 보고된 바 양자컴퓨

터용 실리콘 기판의 loss tangent 수준임을 밝히고,  고저항 실리콘에 대한 fast 

neutron 조사가 실리콘의 net carrier 농도를 이상적인 실리콘의 농도 수준으로 낮

춰서 조사된 실리콘의 비저항값이 이상적 실리콘 수준의 매우 큰 값과 비교될 수 

있는 정도로 커지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고저항 게르마늄의 극저온 영역에서

의 마이크로파 손실이 conductive loss 보다는 dielectric loss에 의해 좌우되며 열처

리된 게르마늄의 경우 carrier type의 변화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실리콘이나 게르마늄과 같은 반도체의 마이크로파 손실을 감소시

키는 방법을 찾는데 유용한 기초과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응용성이 큰 반도체 제작 

공정의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2.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100  이하의 저온 조사시험 기술과 장주기 조사기술

은 국가 주요 원자력사업인 수출형연구로 사업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연구로 핵

심재료의 수명말기까지의(8주기 조사시험) 조사특성 database 생산을 가능케 함으

로써 국가 수출형연구로 사업의(요르단/기장) 성공지원과 향후 연구로 기술 수출 경

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온/계장/분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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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2015년 현재 상용로 재료/핵연

료, 미래원자력(VHTR, SFR, Fusion), 수출형연구로, 첨단소재 기초연구, 계장기기 

및 동위원소 기술개발 등 10개 분야, 17개 이상의 국가 주요 원자력기술개발 과제

에서 필요한 조사시험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원자력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중성자 조사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기술을 연구하여 초전도체, 반도체 

소재, 자성체 및 다강체의 중성자 조사에 따른 특성변화 측정기술 개발 및 원천기

술 확보를 통한 산업화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중성자조사에 의한 

소재 내부에 다양한 결함 생성 및 결함 형태/농도에 따라 전자기 특성 변화를 확인

하여 첨단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전도체 연구분야의 

경우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전기 소재 중견기업인 (주)삼동에 MgB2 초전도 선재 

제조 기술이전 실시하고 (2014년 2월, 기술료 8억원), 기술 협력 MOA를 체결하였

으며 (2014년 9월), 공동연구센터 개소하였고 (2014년 10월), 현재 연구소기업 기술

출자를 추진하고 있는 등 중성자조사-재료물성 기초 연구를 통해 전력반도체, 초전

도체, 전자 소재 등의 첨단 신소재 재료설계 및 기초과학 연구에 중성자 조사 기술

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3. 주요 연구 성과

   1단계 연구를 거쳐 다양한 학술적 성과 및 산업/기술적 성과를 얻었으며, 이용자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였다. 연구개발 기술의 우수성 및 개발기술의 국가 주

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에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 결과는 매우 우수하다

고 판단된다. 주요 연구성과물은 국내 논문게재 8건, 국내 논문발표 28건, 국외 논

문게재 5건, 국외 논문발표 8건, 국내 특허출원 2건, 국내 특허등록 3건, 프로그램 

등록 2건, 기술 보고서 6건, 설계도면 13건, 기술료 2,000만원, 기술이용 15건(대학

/KNNP/KAERI 등) 등이 있다.

   그 외에 하나로 조사시험 분야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개발 연구내용의 홍보 및  

이용자 저변확대의 차원에서 국내외 학술대회 및 이용자 훈련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 연구 그룹과의 기술협력을 수행하였고, 또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

여 다양한 산 • 학 • 연 이용자 그룹에 대한 연구 지원을 수행하였다.  

가. 국내외 학술대회 / 훈련 과정 개최 및 지원

  (1) 하나로 심포지엄 2014, 2015년 2회   

    - 일시 : 2014년 5월, 2015년 5월 

    -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INTEC(국제연수관), DCC (대전 

컨벤션 센터)



Call for papers

HANARO Symposium has been held annually since 2000 for the promotion of utilization of

HANARO research reactor and it has been held as an international symposium every 5

years. The 2015 International HANARO Symposium will be jointly held with the 4th

KAERI-JAEA Joint Seminar on Advanced Irradiation and PIE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IAEA Workshop on Research Reactor Coalition – Enhanced Networking in Asia-Pacific

Region will be held as a satellite meeting. The events will be held at Daejeon Convention

Center (DCC) in Korea from May 11 to 15 of 2015.

Welcome anyone who is interested in research reactors and their applications. Prospective authors

are invited to submit abstracts for oral or poster presentations in all of the following area:

• Research Reactor General : Operation, Maintenance, Ageing Management and Modernization

• Neutron Scattering Science , Instrumentation and Cold Neutron System

• Nuclear Fuel/Material Irradiation & PIE and other Irradiation Services including NTD

• Radioisotope Production

• Neutron Activation Analysis

• Research Reactor Design, Construction and New Projects

• Any other contributions related to Research Reactor

Detail information will be found on the Web at: http://hanarosymposium.kaeri.re.kr (under

construction).

Schedule 
? 11-12 May  :  Int. HANARO Symposium, KAERI-JAEA Seminar

?      13 May  :  Technical Tour

? 14-15 May  :  IAEA Workshop

Important Dates
? Deadline for abstract submission : 14 Feb. 2015

? Notification of authors : 28 Mar. 2015

? Deadline for submission of PPT : 30 April 2015

Secretariat
? E-mail : hanarosymposium@kaeri.re.kr

2015 International HANARO Symposium

(Joint Events : KAERI-JAEA Seminar & IAEA-Worksh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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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용 : 국내외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연구현황/기술교류

  (2) KAERI/JAEA Joint Seminar on Advanced  

Irradiation and PIE Technology

    - 일시 : 2015년 5월 11-13일

    - 장소 : 대전 컨벤션 센타 (DCC)

    - 활용 : 원자로운전,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전문가 기술교류  

  (3)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 국내외 이용자 교육 2회 

   - KINGS 해외 학생 교육, KAERI INTEC (2014-2-24)

   - 2014 RCARO/KAERI 방사선 이용기술 국제교육, KAERI INTEC 

(2014-10-15) 

  (4) 핵연료/재료 전문연구회 2회 개최 

      - 국내 핵연료/재료 분야 하나로 조사시험 

        연구 효율화 및 발전방향 논의 (2014/2015 5월)  

나. 국내외 기술협력  

   (1) 러시아 IMP(금속물리연구소)와 전자기성 첨단재료 

분야의 중성자 조사 및 고체전자구조 연구 기술협

력 MOU 체결

      - 일시 : 2014년 5월 2일 ∼ 2018년 12월 31일  

      -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 활용 : 중성자 조사를 통한 전자기성 첨단 재료분야의 

중성자 조사, 고체전자구조 공동연구, 인력 및 

정보의 상호 교류

   (2) 국내 전기 소재 중견기업 (주)삼동과 기술협력 

      - 기술이전 (2014년 2월) : 초전도 선재 제조 (기술

료 8억원)

      - MOA 체결 (2014년 9월) : 초전도 선재 제조기술

      - 공동연구센터 개소 (2014년 10월) : 한국원자력연

구원 방사선응용연구동

      - 공동연구 추진 중 (연구개발 특구 사업화 과제, 

부품소재 초전도체 선재 연구 과제 등) 

      - 연구소 기업 기술출자 추진 중

다. 개발 기술 이용 산 • 학 • 연 기술 지원 

  (1)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용역/지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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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로 재료 조사성능 평가 기반기술 개발 (2013.6.1 ～ 2014.5.30)

- 수출주도형 연구로 판형핵연료 및 표적 개발 (2013.6.1. ～ )

- 저농축 UMo 분산핵연료 시험 (2013.9.19 ～ )

- 원자로용기 조사취화 안전성 보증기술 개발 (1차 : 2013.6.1 ～ 2013.12.31, 2

차 : 2015.3.1～  ) 

- 사고저항성 경수로 핵연료 피복관 기술 개발 (2015.3.1 ～ )

- 신개념 핵연료 소결체 기술 개발 (2014.3.1 ～ )

- SFR 원형로 핵연료설계 (2014.3.1 ～  )

- 피복입자 핵연료기술개발 (2014.3.1 ～ )

- TBM 구조재 개발 및 특성 연구 (2014.1.1 ～ )

- 극한환경용 SiC 복합체 개발 (2015.3.1 ～ )

- Fission Mo 생산공정 개발 (2014.6.1 ～ )

  (2) 산업체 수탁 과제 수행 및 대학 연구과제 지원  

- 하나로를 이용한 SPND 성능시험  

  •  수탁내역 : 한국수력원자력(KHNP) 중앙연구원, 2.40억 (2014.12.26 ～ 

2015.12.25)

  •  수행내용 : 하나로를 이용한 발전로용 장수명 SPND 조사특성 평가

- 경수로 핵연료 피복관 소재 조사특성 database 생산   

  •  지원내역 : 동국대/한양대/충남대/경희대 연합시편 (2013.6.1 ～ 2014.12.31)

  •  수행내용 : 하나로 캡슐 이용 핵연료 피복관 재료 조사특성 평가

- 몰타르 재료 조사특성 평기    

  •  지원내역 : 연세대/KAERI 연구 지원 (2014.3.1 ～ )

  •  수행내용 : 원전 사용 몰타르 재료 하나로 조사시험

- 첨단 소재(Si, SiC, Ge, 초전도체) 조사시험 (Rabbit 이용)    

  •  지원내역 : 대학 기초 연구 지원 (2013.6.1 ～ )

  •  수행내용 : Si(건국대), SiC(인하대), 초전도체(선문대) 조사특성 평가

  (3) 산업체 기술료 수입 

    - 기술료 수입 : 2,000만원 (2013년, 2014년도 분) 

    - 재료, 핵연료 조사캡슐 설계/제작/계장 기술 각 1건

      •  계약내역 : SE&T(주) (2010.1.1 ～ 2021.8.20)

      •  이전내용 : 재료/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 제작 및 계장기술 관련 특

허권 양도 및 기술 지원에 따른 1,000만원/년 기술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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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저온(100  이하) 및 고온(최대 1,000 ) 조건 조사 요소기술 개발

   기존 하나로 조사 기술은 250∼700  범위의 온도에서만 조사시험이 가능하였으

나, 본 연구를 통하여 수출형연구로 가동조건인 100  이하 저온시험이 가능한 조

사캡슐 기술을 개발하여 실증함으로써, 이미 국가 주요 원자력사업인 수출형연구로

사업(요르단 및 기장연구로사업)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연구로 핵심재료의(Be, 

Graphite, Zr 합금) 조사특성 database을 생산하는데 사용됨으로써 국가 연구로사업

의(요르단/기장) 성공지원과 기술경쟁력을 향상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개발

된 저온 조사기술은 향후 추가적인 수출형연구로 핵심재료의 조사특성 연구 뿐만아

니라 연구로용 U-Mo 판형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위한 조사시험 및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연구 등에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700  이상에서의 고온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설계/제작/시험 경험, 고온 캡슐 요

소기술인 계장 신호선 관련 기존 브레이징 기술 및 고온 Fluence Monitor 기술을 

포함하는 고온 조건 조사 요소기술은 향후 미래원자력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핵심재

료에 대한 최대 1,000  까지의 고온 조사시험에 필요한 고온조건 조사기술 개발에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고속 및 열 중성자 조사량 정밀평가 및 장주기 조사기술 개발

   고속 및 열중성자 조사량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서,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이 수행된 재료에 대해 정확한 조사이력 평가자료를 제공하여  

하나로 조사시험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2단계 연구를 통하

여 모든 하나로 조사시험 재료/핵연료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하나로 조사시험에 대

한 조사특성 평가 정확도를 국제 수준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하나로 계장캡슐의 경우 구조 건전성 문제로 4주기(약 100일) 이내의 조사시험

에만 사용되었으나, 캡슐 및 관련장치를 설계개선하여 8주기(약 200일, 3dpa)까지의 

장주기 조사시험을 성공리 수행하여 수출형연구로 핵심재료의 수명말기까지의 (8주

기 조사시험) 조사특성 database을 생산함으로써 국가 연구로사업의 성공지원과 기

술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장주기 캡슐의 조사후 검사를 통해 충

분한 설계 건전성을 입증함으로서, 장주기 조사시험 기술은 보다 큰 중성자 조사량

을 요구하는 미래원자력시스템(SFR/VHTR/핵융합로) 재료/핵연료 특성연구에 필수

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의 8주기 조사기술은 2단계 연구를 통해 15주기까지

의 조사기술 개발에 기본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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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핵심 계장 및 평가기술 개발

   조사특성 측정용 LVDT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설계/제작, 정밀용접, 관련장치 

등과 관련된 경험 및 특허 기술은 우선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국산화 개발

중인 발전소용 장수명 SPND 조사특성 평가에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등 그동안 전

무했던 국내 조사특성 평가용 계장기술 자립에 초석이 될 예정이다. 또한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핵연료 계장 조사시험에 활용될 수 있는 고온 조사시험 계장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미래원자력시스템용 조사시험 기술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진국에서 고가로 판매되는 조사시험용 LVDT 보다 성능 및 가격

면에서 우수한 LVDT를 개발함으로써 미래원전용 핵연료 및 재료 조사특성 평가시

험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들은 향후 기존 SPND를 포함한 

중성자 계측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원자력시스템용 신개념의 열 및 고속

중성자 측정용 CVD diamond 검출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된다.

4.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첨단 신소재인 Si/Ge/SiC 반도체, MgB2 초전도체, 자성체 및 다강체 등에 대한 

중성자조사-재료설계 기초연구로 중성자조사에 의한 소재 내부에 다양한 결함 생성 

및 결함 형태/농도에 따라 전자기 특성 변화 및 성능향상 현상을 확인하여 중성자

를 이용한 첨단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MgB2 초전도 재

료의 경우 선재 재료설계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중성자 조사 연구 수행 

및 초전도체 박막 등의 중성자 조사량, 열처리에 따른 기초 물성 변화 데이터를 산

출하여 재료내부의 결함생성 및 이에 따른 물질의 전자기 특성변화 기초자료 확보

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전기 소재 중견기업인 (주)삼동에 MgB2 초전

도 선재 제조 기술이전 실시 (2014년 2월, 기술료 8억원), 기술 협력 MOA 체결 

(2014년 9월), 공동연구센터 개소 (2014년 10월) 및 연구소기업 기술출자 추진(2015

년 8월 예정) 등 첨단소재 기술의 국내 산업체 이전을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발전 

및 기술 선진화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성자조사-재료물성 기초 자료

를 확보함으로써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전자 소재 등의 첨단 신소재 재료설계 및 

기초과학 연구에 중성자 조사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5. 조사캡슐 하단부 응력 해석 및 구조건전성 평가를 이용한 캡슐 하단부 설계

개선 (위탁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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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주기(8주기) 조사캡슐 개발을 위한 조사캡슐 하단부의 응력해석 및 구조건전

성 평가를 통한 캡슐 취약부위인 rod tip 용접 부위의 응력집중 결과는 향후 초장주

기(15주기) 조사캡슐 개발을 위한 캡슐 하단부의 설계 개선 방안 및 최적 구조 설

계안을 도출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6.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실리콘 화합물의 마이크로파 손실 개선 연구 (위탁과

제 2)

   마이크로파 손실은 고주파 소자의 특성을 제한하는 물리적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자컴퓨터의 경우 기판

으로 사용되는 물질의 마이크로파 손실이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인 

coherence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

과는 양자컴퓨터용 소재와 같이 매우 작은 마이크로파 손실이 요구되는 소재의 마

이크로파 특성 측정법과 실리콘과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반도체의 마이크로파 

손실 개선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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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 상용로 기반 조사시험 기술

  ∙  2013 세계 원자력발전의 개발과 운영,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3)

  ∙  국내 PWR 핵연료 기술개발의 현황 및 전망, Workshop 발표집, 한국원자력학

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14)

  ∙  AMERICAN NUCLEAR SOCIETY (ANS) 2013 winter TRANSACTIONS  

(2013)

  ∙  INL, ATR NSUF Annual Report (2009, 2010, 2011, 2013) and User week 

flyer (2013) etc.

  ∙  OECD HALDEN REACTOR PROJECT, Fuels and Materials Proposal for 

the Three Year Period 2015-2017, HP-1390, vol. 1

  ∙  Accident Tolerant Fuel (ATF) Workshop 발표 자료 (2014)

  ∙  IAEA TM on In-Pile Test and Instrument 발표 자료, Halden Project (2012)

  ∙  ICAPP2012 논문집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ICAPP) (2012)

  ∙  Proceedings of the 2012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Engineering collocated with the ASME 2012 Power Conference 

ICONE20-POWER2012 (2012)

  ∙  CANES-MIT Symposium on ADVANCED LWR FUELS 논문집 (2012)

2. 미래원자력시스템 조사시험 기술 

  ∙  제4세대 원자로 핵연료 개발 현황 및 전망, Workshop 발표집, 한국원자력학

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12)

  ∙  미래 원자력 구조재료 연구 및 개발 현황, Workshop 발표집, 한국원자력학회, 

보광휘닉스파크 호텔 (2014)

  ∙  Nuclear Fuel and Structural Materials for the Next Generation Nuclear 

Reactors (NFSM 2012) 논문집 (2012)

  ∙  5th IAEA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Forum in Seoul 자료 (2012)

  ∙  미국의 중소형원자로 연구현황 자료 (2013)

  ∙  미국 INL ATR (Advanced Test Reactor) 계장기술 관련자료 (2013)

3. 중성자 이용 첨단 재료 특성연구 자료 

  ∙  관련 Patent & Trend 자료

  ∙  Neutron irradiation of Si, SiC, GaN, NTD, Superconductor, Semi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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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  SiC 및 GaN 전력반도체 실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 분석 세미나, (주)비즈오션

주체 세미나집 (2013)

  ∙  차세대자동차산업의 부품거래관계 변화와 정책과제, KIET 연구보고서 

2012-627 (2012)

  ∙  Soviet Scientific Reviews, Section A, Physics Reviews, Vol 8, 

Nonequilibrium states of ordered crystals irradiated by fast neutron, edited 

by I.M Khalatnikov (1987) 

  ∙  소재기술백서 2009/2010/2011/2012/2013, 재료연구소  

4.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terial Testing Reactor 참석 및 논문 

발표 (2013)

  ∙  Papers and Presentation materials of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terial Testing Reactor, Bariloche, Argentina (2013)

  ∙  아르헨티나 INVAP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엄으로 아르헨티나, 일본, 미국, 한국, 

호주, 폴란드 등의 재료시험로 현황 및 발표자료

  ∙  Proceedings of The 8th Specialist Meeting on Recycling of Irradiated 

Beryllium, JAEA-Review 2014-012 (2014)

5. 러시아 IMP(Institute of Metal Physics) 기술협력 MOU 체결(하나로이용연

구본부) 및 공동연구 관련 협의 (2014)

  ∙  Effect of neutron irradiation on electro-magnetic properties and electronic 

structure of solids에 대한 공동연구 및 경험 활용 목적

  ∙  Seminar materials : Status and topics on effect of neutron irradiation on 

electro-magnetic properties and facilities

  ∙  Seminar materials : Crystal structure and FullProf programs

6. 국내 중견소재기업  ㈜삼동과 “초전도 선재 제조기술” 연구에 관한 협약서

(MOA) 체결(하나로이용연구본부) 및 공동연구 관련 협의 (2014)

  ∙  전력기기 및 의료용 초전도 선재 코아 설계기술 및 초전도 선재 상용화(생산 

및 설비) 기술과 연계된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시설/장비 공동활

용 목적

  ∙  공동연구센터 개소

7. Int' l Conf. on Radiation Effects and Radiation Protection (RERP 2014) 

참석 및 논문 발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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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pers and Presentation materials of RERP 2014, Suzhou, Chaina (2014)

  ∙  미국 Engineering Information Institute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로 중국, 일본, 

한국, 이스라엘 등의 조사효과 연구 발표자료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and Physics, Vol. 2, No. 9 (2014)

8.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terial Testing Reactor 참석 및 논문 

발표 (2014)

  ∙  Papers and Presentation materials of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terial Testing Reactor, Warsaw, Polland (2014)

  ∙  폴란드 NCBJ(National Centre for Nuclear Research Swierk)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엄으로 폴란드, 일본, 한국, 미국 등의 재료시험로 현황 및 발표자료



- 273 -

제 7 장  참고 문헌

1.1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성자 조사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 

KAERI/RR-3620/2013 (2013).

2.1.1 2013 세계 원자력발전의 개발과 운영,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3년 7월.

2.1.2 Workshop 발표집, 국내 PWR 핵연료 기술개발의 현황 및 전망, 

한국원자력학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104년 5월.

2.1.3 Proceeding of Workshop on Accident Tolerant Fuel, KAERI, 2104년 9월.

2.1.4 Workshop 발표집, 제4세대 원자로 핵연료 개발 현황 및 전망, 

한국원자력학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12년 5월.

2.1.5 Workshop 발표집, 미래 원자력 구조재료 연구 및 개발 현황, 한국원자력학회, 

보광휘닉스파크 호텔, 2104년 10월.

2.1.6 김효철 외 3인, "비정질 Fe81B13.5Si3.5C2 리본의 중성자 조사에 따른 자기적 

특성변화", J. of the Korean Magnetics Society 10(2) (2000) 49-52.

2.1.7 선규태 외 3인, "중성자 조사된 ZnO 박막에 생성된 핵전환 불순물들에 대한 

연구", 2001년도 대한전기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1) 161-164.

2.1.8 이운섭 외 2인, "중성자 조사에 의한 실리콘 내의 인 도핑에 관한 연구", 

HANARO Workshop 2001 논문집 (2001).

2.1.9 김진현 외 5인, "중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된 점결함 연구", 

산학기술성공학회논문지 3(3) (2002) 165-169.

2.1.10 Y. S. KIM et als, "Annealing and neutron-irradaition effects on the 

permeability of Fe86Zr7B6Cu1", Physica B 327 (2003) 311-314.

2.1.11 이계진 외 12인, "GaMnN 박막의 중성자 조사 및 열처리 효과", 

한국재료학회지 13(7) (2003) 409-414.

2.1.12 H. D. Cho and S. K. Kang, Method for doping GaN substrates and the 

resulting doped GaN substrate, US Patent US2003/0134493A1 (Jul. 17, 

2003).

2.1.13 김경섭 외 2인, "비정질 Fe87Zr7B6 합금의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자기적 

특성변화", J. of the Korean Magnetics Society 15(1) (2005) 12-16.

2.1.14 D. Kwon et als, "Neutron irradiation effect on poly-Si1-xMnx 

semiconductors grown by MBE", Current Applied Physics 6(2006)  

432-435. 

2.1.15 김찬중 외 3인, 중성자 및 이온 조사에 의한 초전도 재료의 물성향상, 

KAERI/AR-744/2006, KAERI 기술보고서 (2006).

2.1.16 Y. M. Cho et als, "Neutron irradiation effects on polycrystalline Ge-Mn 

thin films grown by MBE", Current Applied Physics 6(2006) 482-485. 



- 274 -

2.1.17 김찬중 외 5인, "Effects of neutron irradiation on superconducting 

temperatures of in situ processed MgB2 superconductors", Progress in 

Superconductivity and Cryogenics 16(1) (2014) 9-13. 

2.2.1 IAEA, Research reactor application for materials under high neutron 

fluence, IAEA-TECDOC-1659, 2011.

2.2.2 IAEA, Commercial products and services of research reactors, 

IAEA-TECDOC-1715, 2013.

2.2.3 Bong Goo Kim et al., 'REVIEW OF INSTRUMENTATION FOR 

IRRADIATION TESTING OF NUCLEAR FUELS AND MATERIALS, 

REVIEW PAPER' , NUCLEAR TECHNOLOGY VOL. 176 (2011) 155-187

2.2.4 Y. Nagao et al., JMTR strategy of re-operation and dosimetry for 

standardization of irradiation technology,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terial Testing Reactors, Oarai, Japan, July 2008.

2.2.5 R. K. Mutnuru et al., Neutron dosimetry and 3-D neutron transport 

calculations as toolkit at HFR petten for detailed neutron minitoring and 

damage analysis, IEEE transactions on Nuclear Science, 57(6), 3683 (2010).

2.2.6 Basic technology for neutron irradiation tests in MTR, presentation 

materials, Internet search(www.google.com).  

2.2.7 이철용 외, “DUPIC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위한 계장기술”, 

KAER/TR-1484/2000

2.2.8 M. Alex, "Development of bismuth self-powered detector", Nuclear 

Insrrument and Methods in Physics A 523 (2004), 163-166.

2.2.9 L. Oriol, "In-pile CFUZ53 Sub-miniature fission chambers qualification in 

BR2 under PWR conditions"

2.2.10 L. Vermeeren, "In-PIlE INSTRUMENTATION DEVELOPMENT", 

SCK.CEN Report 2005.1. 

2.2.11 S. Almaviva et als. "Fission reactor fluc monitors based on single-crystal 

CVD diamond films", phys. stat. sol. (a) 204, No. 9, 2991-2996 (2007).  

2.2.12 D. H. Hyun, (2007), 'Power Semiconductor' , Lecture note, IAEA RCA 

Regional Training Course, June 4-15, Jakarta, INDONESIA

2.2.13 조철, 김경유, ‘차세대자동차산업의 부품거래관계 변화와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2011.11 p. 105-115.

2.2.14 Krupka et al, IEEE Trans. Microwave Theory Tech. vol. 54, p. 3995 

(2006)

2.2.15 http://www.phenix.bnl.gov/

2.2.16 Gunarr Lindstrom, 'Radiation damage in silicon detectors' , Nucl. Instr. and 



- 275 -

Meth. A 512 (2003) 30-43.

2.2.17 A. Dulloo et als, 'The thermal neutron response of miniature SiC 

semiconductor detectors' , NI&M in Physics Research A498 (2003) 415-423

2.2.18 C. Manfredotti et als, 'SiC detectors for neutron monitoring' , NI&M in 

Physics Research A552 (2005) 131-137.  

2.2.19 A. E. Karkin, J. Werner, G. Behr and B. N. Goshchitskii, 

'Neutron-irradiation effects in polycrystalline LaFeAsO0.9F0.1 

superconductors' , Physical review B80, 174512 (2009)

2.2.20 M. Eisterer, H W Weber, J. Jiang et al, 'Neutron irradiation of 

SmFeAsO1-xFx' , Superconductor Science and Technology 22(2009) 

065015(5pp). 

3.1.1 김봉구 외 13인, 연구로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11M-19K, 노외시험용) 

설계/제작 보고서, KAERI 기술보고서, TR-4610/2012 (2012).

3.1.2 양성우, 단일채널시험루프와 1/2노심시험루프의 조사시험 캡슐 진동 특성 

비교,  하나로 내부통신문, HAN-IC-CR-13-001, 2013. 1. 3.

3.1.3 주기남 외 10인, 연구로 재료 조사시험을 위한 노외 시험용 계장캡슐 

(11M-19K) 하단부 손상 분석, KAERI 기술보고서, TR-4912/2013 (2013).

3.1.4 김봉구 외 11인, 연구로 재료 조사시험용 캡슐(11M-20K, 11M-21K) 

설계/제작 보고서, KAERI 기술보고서, TR-4655/2012 (2012).

3.1.5 양성우 외 5인, 연구로 재료 하나로 조사시험 보고서, KAERI 기술보고서, 

TR-5494/2014 (2014).

3.1.6. J. Y. Park, “Possibility of Fusion Applications of Current Materials R＆D 

for GEN-IV Nuclear Energy System in KAERI," Korea-Japan Blanket 

Workshop, 2009

3.1.7. M.S. Cho et. al., “Development of a Capsule with Double Layered Thermal 

Media", Korea Nuclear Society Autumn Meeting, 2010

3.1.8. M.S. Cho et. al.,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Irradiation 

Technologies", Korea Nuclear Society Spring Meeting, 2011

3.1.9. M. S. Cho et al., "Design, Fabricaton and Test Report on instrumented 

Capsule(09M-09K) with Ti Thermal Media for High Temperature 

Irradiation Test", KAERI Technical Report, KAERI/TR-4109, 2010

3.1.10. M. S. Cho et al., "Design, Fabricaton and Test Report on instrumented 

Capsule(11M-22K) with Ti/Gr Thermal Media for High Temperature 

Irradiation Test", KAERI Technical Report, KAERI/TR-4879, 2013

3.1.11. Frence Gillemot, Marth Horvath et al., "Structural material investigation 

in the high temperature irradiation facility of the Budapest Research 



- 276 -

Reactor," Technical Research Reactor Application for Materials Under High 

Neutron Fluence(TM-34779), IAEA, 17-21, 2008

3.1.12. W.K. Choi et al., “Nuclear Graphites (II) : Mechanical Properties,” Carbon 

Letters, Vol. II, No 1. 41-47, 2010

3.1.13. 홍성택, 13M-01K 캡슐의 핵적 특성 분석, 하나로내부통신문 HAN-SL-CR-130-01(Ver. 

1.0), 2013. 1. 7.

3.1.14. H. Someya, T. Kobayashi, M Niimi, T. Hoshiya and Y. Harayama, 

GENGTC-JB: A computer program, JAERI-M 87-148(1987)

3.1.15. Ansys IP Inc., 2002, “ANSYS User’s manual”, Ver. 7.0, ANSYS IP Inc.

3.1.16. Y. H. Kang et. al, Kaeri. report, KAERI/RR-1510/94, 1995 

3.1.17. 주기남, 03U-06U 캡슐 히터 손상 분석, 내부통신문, HAN-IC-CR-06-06, 

2006. 4. 7

3.1.18. 조만순 외, “고온조사용 재료캡슐의 계장기술 연구”, 2011 하나로심포지움, 2011

3.2.1 우홍 외, 캡슐 조사시편의 중성자 조사량 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 

KAERI/CM-391/99.

3.2.2 강병휘 외, S/G 전열관 재료의 중성자 조사량 검증, KAERI/CM-1361/2010.

3.2.3 R. K. Mutnuru et al., Neutron Dosimetry and 3-D Neutron Transport 

Calculations as Toolkit at HFR Pettten for detailed Neutron Monitoring 

and Damage Analysis, IEEE Transactions on Nucelar Science, vol. 57, No. 

6, 2010.

3.2.4 1. Y. Nagao et al., JMTR Strategy of Re-operation and Dosimetry for 

Standardization of Irradiation Technology, Proceeding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terial Testing Reactors, 2008.

3.2.5 이충성 외, 하나로 평형노심 특성분석, KAERI/TR-2320/2002.

3.2.6 이충성 외, 하나로 핵설계 체계의 개선 및 검증, KAERI/TR-1858/2001.

3.2.7 Kee Nam Choo et als, Contribution of HANARO Irradiation Technologies to 

National Nuclear R&D,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46 No.4 501-512 (2014).

3.2.8 주기남, X-Gen 연료부품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07M-13N) 설계 • 제작 • 시험 최종보고서, 하나로 내부통신문, 

KAERI/TR-3599/2008(2008)

3.2.9 2009년 원자력연감, 제 5편 원자력연구개발

3.2.10 원자력산업, 미래원자력산업현황 6편 2장, 2011년

3.2.11 IAEA consultancy meeting 자료, Capabilities and capacities of Reseach 

Reactors towards Deployment of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and 

Technologies 관련 전문가 meeting(Vienna, 2013, 6. 10-12)



- 277 -

3.2.12 Ferenc Gillemot, Marta Horvath, Gabor Uri, Levente Tatar, Tamas Fekete, 

Akos Horvath, Structural material investigations in the high temperature 

irradiation facility of the Budapest Research Reactor, Technical Meeting 

on Research Reactor Application for Materials Under High Neutron 

Fluence (TM-34779), IAEA, 17-21 Nov. 2008.

3.2.13 주기남 외, 연구로 재료 조사시험을 위한 노외 시험용 계장캡슐 (11M-19K) 

하단부  손상 분석, 기술보고서, KAERI/TR-4912/2013 (2013. 1.) 

3.2.14 심규택, 11M-19K rod tip 파손 분석, 내부통신문 HAN-IC-CR-12-027 (2012. 11. 26.)

3.2.15 Kiyotaka Masaki et als, Small crack property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with artificial corrosion pit in long life regime of fatigue, IJF 28 (2006)  

1603-1610.

3.2.16 주기남, 박승재, 계장캡슐 안내관 설계개선 검토, 하나로 내부통신문, 

HAN-IC-CR-10-009, 2010. 06. 10.

3.2.17 주기남, 스마트 캡슐 조사시험시 연결부 결함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 하나로 

내부통신문, HAN-IC-CR-10-02, 2010. 02. 22.

3.2.18 안국훈, 제62차 원자로 안전 심의 위원회 회의록, HAN-SL-MN-1001-12-003, 

2012. 12. 17.

3.2.19 P. Fenici and S. Suolang, Fatigue crack growth in 316 stainless steel at 

temperatures and displacement damage rates representative for the first 

wall loading, JNM 191-194 (1992) 1408-1412.

3.3.1 Soo-Sung Kim et al. : Development of Fiber Laser Welding Equipment for 

the LVDT Manufacturing, KAERI/TR-4187/2010 (in Korean)

3.3.2 Jung-Won Lee et al. : A Review on Welding Technology for the Sealing 

of Irradiation Test Fuel Element, KAERI/AR-559/2000 (in Korean)

3.3.3 Soo-Sung Kim et al. : Development of the Pin-hole Welding Technology 

for a Fuel Irradiation Test, Transaction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Autumn Meeting (2005), unpublished

3.3.4 Min-Suk Lee et al. : Pin-hole welding of Irradiation Fuel Rod using a 

Fiber laser, Transaction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Autumn 

Meeting (2011), unpublished (in Korean)

3.3.5 S.S. Kim, C.Y. Lee, K.N. Choo, J.H. Koh : Laser Beam Welding Technology 

of Seal Tube for Radiation-Resistant LVDT Manufacturing, Journal of 

KWS, Vol.29 No.5 (2011) pp502-508

3.3.6 S.H. Kim, M.Y. Lee, Y.G. Kweon : Recent Trends in Development of 

Joining Technologies, Journal of KWS, Vol.22 No.5 (2004) pp407-116

3.3.7 C. Dharmendra. K.P, Rao, J. Wilden, S. Reich : Study on laser 



- 278 -

welding-brazing of zinc coated steel to aluminum alloy with a zinc based 

filler, Material Science and Engerineering A, 528 (2011) 1497-1503

3.3.8 이철용 외, “변위 측정용 내방사선 LVDT”, 특허 제 1324716호, 2013.

3.3.9 이철용 외, “레이저 브레이징에 의한 계장선의 정밀접합에 관한 연구”, 2013 

추계학술발표회 대한용접학회, 2013.

3.3.10 은광용 외, “다이아몬드 방사선 검출기 응용”, 한국과학기술원(2003).

3.3.11 A. Galbiati et al., “Performence of monocrystalline diamond radiation detectors 

fabricated using TiW, Cr/Au and novel ohmic DLC/Pt/Au electrical contact”, 

IEEE transactions on nuclear science, Vol. 56, No. 4, (2009).

3.3.12 M.Angelone, Neutron Detectors Based Upon Artificial Single Crystal 

Diamond, IEE Trans. on Nuclear Sci.Vol.36, No.4 (2009).

3.3.13 R.M,Zain, “Leakage current measurements of a pixelated polycrystalline 

CVD diamond detector”, workshop on radiation imaging detectors (2012).

3.3.14 김봉구 외,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12F-01K) 설계 및 제조보고서, KAERI/TR-4874/2013.

3.3.15 탁영욱 외, 수출형신형연구로 핵연료 검증을 위한 ‘하나로’에서의 Mini Plate 

조사시험 계획, KJ-374-KN-442-011.

3.4.1 J. G. Bednorz and K. A. Müller, Z. Phys. B 64, 189, 1986.

3.4.2 C. J. Kim, H. W. Park, K. B. Kim and G. W. Hong, Supercond. Sci. 

Technol. 8, 652 1995.

3.4.3 R. Cloot, T. Koutzarova, J-P. Mathieu and M. Ausloos, Supercond. Sci. 

Technol. 18, R9,  2005.

3.4.4 P. Diko, Physica C 445-448 323, 2006.

3.4.5 M. Owakima et al, Physica C 469, 1726, 2009.

3.4.6 C-J. Kim et al, Supercond. Sci. Technol. 23, 125009, 2010.

3.4.7 M. Haruta et al, Physica C 412-414, 511, 2004. 

3.4.8 D. Behera, T. Mohanty, S. K. Dash, T. Banerjee, D. Kanjilal, N. C. Mishra,  

Radiation measurement 36, 125, 2003.

3.4.9 Chapter 12. Flux pinning III, "Fast neutron irradiation", in Melt processed 

high-temperature superconductors, pp. 230-248, Ed, by M. Murakami, 

World Scientific, 1992.

3.4.10 Ugur Topal, Lev Dorosinskii and Huseyin Sozeri,  Physica C 407 Issues 

1-2, 49, 2004.   

3.4.11 T. Shitamichia, M. Nakanoa, T. Terai, M. Yamawakia and T. Hoshiya,  

Physica C 392-396,  254, 2003. 

3.4.12 F. M. Sauerzopf, H. P. Wiesinger, H. . Weber and G. W. Crabtree, Phys. 

Rev. B51, 6002, 1995.



- 279 -

3.4.13 Ugur Topal, Lev Dorosinskiia, Husnu Ozkan and Hasbi Yavuz, Physica C 

388-389, 401, 2003.  

3.4.14 Wu Ming Chen et al, Physica C 299, 77, 1998.

3.4.15 J. Nagamatsu, N. Nakagawa, T. Muranka, Y. Zenitanium, J. Akimitsu, 

"Superconductivity at 39 K in Magnesium Diborade,” Nature (London), 

vol. 410, pp. 63-65, 2001.

3.4.16 R. Musenich, P. Fabbricatore, S. Farinon, M.Greco, M. Modica, R. 

Marabotto, R. Penco, M. Razeti, D. Nardelli, "The behaviour of 

cryogen-free MgB2 react and wind coils,” Supercond. Sci. Technol. vol.19, 

pp. S126-S131, 2006.

3.4.17 K. Vinod, R. G. Abhilash Kumar and U. Syamaprasad, "Prospects for 

MgB2 superconductors for magnet application,” Supercond. Sci. Technol. 

vol. 20, pp. R1-R13, 2007.

3.4.18 C. Buzea and T. Yamashita, "Review of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 Supercond. Sci. Technol. 14, R115-R146, 2001.

3.4.19 S. Jin, H. Mavoori, C. Bower and R.B. van Dover, "High critical currents 

in iron-clad superconducting MgB2 wires,” Nature 411, pp. 563-565, 2001.

3.4.20 S.X. Dou, S. Soltanian, J. Horvat, X.L. Wang, S.H. Zhou, M. Ionescu, and 

H. K. Liu, P. Munroe, M. Tomsic, "Enhancement of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and flux pinning of MgB2 superconductor by nanoparticle SiC 

doping,” Appl. Phys. Lett., vol. 81, No. 18, pp. 3419-3421, 2002.

3.4.21 A. Yamamoto, J. Shimoyama, S. Ueda, Y. Katsura, S. Horii, K. Kishio, 

"Improved critical current properties observed in MgB2 bulks synthesized 

by low-temperature solid-state reaction,” Supercond. Sci. Technol. 18, 

pp.116- 121, 2005.

3.4.22 H. Fang, S. Padmanabhan, Y.X. Zhou, K. Salama, "High critical current 

density in iron-clad MgB2 tapes,” Appl. Phys. Lett. 82, pp. 4113-4115, 2003.

3.4.23 A.V. Pan, S. Zhou, H. Liu, S. Dou, "Properties of superconducting MgB2 

wires: in situ versus ex situ reaction technique,”Supercond. Sci. Technol. 

16, pp. 639-644, 2003.

3.4.24 H. Kumakura, A. Matsumoto, H. Fujii, K. Togano, “High transport critical 

current density obtained for powder-in-tube-processed MgB2 tapes and 

wires using stainless steel and Cu-Ni tubes,” Appl. Phys. Lett. 79, pp. 

2435-2437, 2001.

3.4.25 A. Serquis, L. Civale, D.L. Hammon, X.Z. Liao, J.Y. Coulter, Y.T. Zhu, M. 

Jaime, D.E. Peterson, F.M. Mueller, “Hot isostatic pressing of powder in 



- 280 -

tube MgB2 wires,” Appl. Phys. Lett. 82 pp. 2847-2849, 2003.

3.4.26 B.-H.jun, Y.-J.Kim, K.S. Tan, J.H. Kim, X. Xu, S.X. Dou, C.-J. Kim, 

“Influence of intermediate annealing on the microstructure of in situ 

MgB2/Fe wire,” Physica C, pp. 1232-1234, 2009.

3.4.27 C.F. Liu, G. Yan, S.J. Du, W. Xi, Y. Feng, P.X. Zhang, X.Z. Wu, L. Zhou, 

“Effect of heat-treatment temperatures on density and porosity in MgB2 

superconductor,”Physica C 386, pp. 603-606, 2003.

3.4.28 J.H. Yi, K.T Kim, B-H. Jun, J.M. Sohn, B.G Kim, J. Joo, C-J. Kim, "Pore 

formation in in situ processed MgB2 superconductors,” Physica C, 469, pp. 

1192-1195, 2009.

3.4.29 C.-J. Kim, , J.H. Yi, B.-H. Jun, B.Y. You, S.-D. Park and K.-N. Choo 

"Reaction-induced pore formation and superconductivity in in situ 

processed MgB2 superconductors,” Physica C, 502, pp. 4-9, 2014.

3.4.30 K.S. Tan, N-K, Kim, Y-J. Kim, B-H. Jun, C-J. Kim, "Influence of 

magnesium powder and heat treatment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Fe wires,” Supercond. Sci. Technol. 21, 015015(5 pp), 2008.

3.4.31 B.J. Senkowicz, A. Polyanskii, R.J. Mungall, Y. Zhu, J.E. Giencke, P.M. 

Voyles, C.B. Eum, E.E. Hestrom, D.C. Larbalestier,"Understanding the 

route to high critical current density in mechanically alloyed 

Mg(B1−xCx)2,” Supercond. Sci. Technol. 20, pp. 650-657, 2007.

3.4.32 J.H. Kim, S.X. Dou, S. Oh, M. Jerč.inović., E. Babic, T. Nakane, H. 

Kumakura, "Correlation between doping induced disorder and 

superconducting properties in carbohydrate doped MgB2,”J. Appl. Phys. 

104, 063911(5 pp), 2008.

3.4.33 J.H. Kim, S. Zhou, M.S.A. Hossain, A.V. Pan, and S.X. Dou, 

"Carbohydrate doping to enhance electromagnetic properties of MgB2 

Superconductors” Appl. Phys. Lett., vol. 89, 142505 (3pp), 2006.

3.4.34 B.-H. Jun and C.-J. Kim, "The effect of heat-treatment temperature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alic acid-doped MgB2/Fe wire,” 

Supercond. Sci. Technol. 20, pp. 980-985, 2007.

3.4.35 R. Zeng, L. Lu, J.L. Wang, J. Horvat, W.X. Li, D.Q. Shi, S.X. Dou, M. 

Tomsic, M. Rindfleisch,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of in situ MgB2 by excess Mg addition,” Supercond. Sci. Technol. 

20, pp. L43-L47, 2007.

3.4.36 C.H. Jiang, H. Hatakeyama, H. Kumakura, "Effect of nanometer MgO 

addition on the in situ PIT processed MgB2/Fe tapes,”Physica C 423, pp. 



- 281 -

45-50, 2005.

3.4.37 J.H. Kim, S.X. Dou, J.L. Wang, D.Q. Shi, X. Xu, M.S.A. Hossain, W.K. 

Yeoh, S. Choi, T. Kiyoshi, "The effects of sintering temperature on 

superconductivity in MgB2/Fe wires,” Supercond. Sci. Technol. 20, pp. 

448-451, 2007.

3.4.38 K. Togano, T. Nakane, H. Fujii, H. Takeya, H. Kumakura, "An interface 

diffusion process approach for the fabrication of MgB2 wire,” Supercond. 

Sci. Technol. 19, pp. 17-20, 2006.

3.4.39 B.-H. Jun, Y.-J. Kim, K. S. Tan and C.-J. Kim, “Effective carbon 

incorporation in MgB2 by combining mechanical milling and the glycerin 

treatment of boron powder,” Supercond. Sci. Technol. vol. 21, 105006 

(5pp), 2008.

3.4.40 Y J. Kim, B.-H. Jun, K.S. Tan, B.G. Kim, J.M. Sohn, C.-J. Kim, "Effect 

of glycerin addition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 Physica 

C, vol. 468, Issue 15-20, pp. 1372-1374, 2008.

3.4.41 D-X. Chen, R.B. Goldfarb, "Kim model for magnetization of type II 

superconductors,” J. Appl. Phys. 66, pp. 2489, 1989.

3.4.42 T. Haugan, P. N. Barnes, R. Wheeler, F. Meisenkothen, M. Sumption, 

“Addition of nanoparticle dispersions to enhance flux pinning of the 

YBa2Cu3O7-x superconductor,”Nature, vol. 430, pp. 867-870, 2004.

3.4.43 M. Haruta, T. Fujiyoshi, T. Sueyoshi, K. Miyahara, T, Ikegami, K. 

Ebihara, R. Miyagawa, N. Ishikawa, S. Awaji, k. Watanabe, "Influence of 

columnar defects on pinning parameters in high-Tc superconductors", 

Physica C, vol. 412-414, pp. 511-514, 2004.

3.4.44 D. Behera, T. Mohanty, S.K. Dash, T. Banerjee, D. Kanjilal, N.C. Mishra, 

"Effect of secondary electrons from latent tracks created in YBCO by swift 

heavy ion irradiation”, Radiation measurement, vol. 36, pp. 125-129, 2003

3.4.45 Y. H. Herr, K.-H. Lee, C.-J. Kim, H.-G. Lee, C.-T. Kim, G.-W. Hong, 

D.-Y. Won, “Effect of neutron irradiation on Tc of Pb-doped BiSrCaCuO 

superconductor,”Jpn. J. Appl. Phys. vol. 28, No. 9, L1561-L1563, 1989.

3.4.46 F. W. Sauerzipf, H. P. Wiesinger, and H. W. Weber, “Analysis of pinning 

effects in YBa2Cu3O7-d single crystals after fast neutron irradiation,”Phys. 

Rev. B, vol. 51, pp. 6002-6012, 1995.

3.4.47 A. Umezawa et al, “Enhanced crystal magnetization currents due to fast 

neutron irradiation in single-crystal YBa2Cu3O7-d,”Phys. Rev. B, vol. 36, 

No. 13, pp. 7151-7154, 1987.



- 282 -

3.4.48 J. R. Cost, J. O . Willis, J. D. Thomson, and D. E. Peterson, 

“Fast-neutron irradiation of YBa2Cu3Ox”Phys. Rev. B, vol. 37, pp. 

1563-1568, 1988. 

3.4.49 C. Tarantini et al, “Effects of neutron irradiation on polycrystalline 

Mg11B2,”Phys. Rev. B, vol.  73, 134518(11pp), 2006. 

3.4.50 M. Putti et al, “Neutron irradiation of Mg11B2: From the enhancement to 

the suppression of superconducting properties,”Appl. Phys. Lett., vol. 86 

112503(3pp), 2005.

3.4.51 M. Zehetmayer et al, “Fishtail effect in neutron-irradiated superconducting 

MgB2 single crystals,”Phys. Rev. B, vol. 69, 054510 (7pp), 2004. 

3.4.52 D. Khomskii, Physics 2, 20 (2009)

3.4.53 S. Lee et als. Giant magneto-elastic coupling in multiferroic hexagonal 

manganites, Nature vol 451 (2008)

3.4.54 T. Choi et als. Switchable Ferroelectric Diode and Photovoltaic Effect in 

BiFeO3, Science vol 324 (2009) 63

3.5.1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에 설치될 계장캡슐 및 고정장치의 구조건전성 평가 

보고서, KAERI/TR-601/96

3.5.2 USAEC Regulatory Guide 1.61, Revision 1, “Dam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October, 1973

3.6.1 H. S. Jung, W. I. Yang, M. S. Cho, K. N. Joo, and S. Y. Lee, Microwave 

Losses of Undoped n-type Silicon and Undoped 4H-SiC Single Crystals at 

Cryogenic Temperatures, Electron. Mater. Lett., 10(3), 541-549 (2014)

3.6.2 D. M. Pozar, Microwave Engineering, John Wiley & Sons, New York, 

U.S.A. (1998)

3.6.3 S. Y. Lee et al., Significant reduction of the microwave surface resistance 

of MgB2 films by surface ion-milling, Appl. Phys. Lett. 79(20), 3299-3301 

(2001)

3.6.4 J. H. Lee et al., Accurate measurements of the intrinsic surface impedance 

of thin YBa2Cu3O7-δ films using a modified two-tone resonator method, 

IEEE Trans. Appl. Supercond. 15(2), 3700-3705 (2005)

3.6.5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nternational Standard IEC 61788-15 ed. 

1 (2009)

3.6.6 Neutron transmutation doping of silicon at research reactors, IAEA-TECDOC-1681 

(2012)

3.6.7 J. Krupka et. al., Measurements of permittivity, dielectric loss tangent, and 

resistivity of float-zone silicon at microwave frequencies, IEEE Trans. 



- 283 -

Microw. Theory Tech. 54, 3995-4001 (2006)

3.6.8 A. D. O’Connell et al., Appl. Phys. Lett. 92, 112903 (2008)

3.6.9 S. J. Weber et al., Appl. Phys. Lett. 98,  172510 (2011)

3.6.10 B. I. Shiklovskii and A. L. Efros, Electronic properties of doped semiconductors, 

p. 74, Springer-Verlag, Berlin, Germany (1984)

3.6.11 B. I. Shiklovskii and A. L. Efros, Electronic properties of doped semiconductors, 

p. 74, Springer-Verlag, Berlin, Germany (1984)



- 284 -

부 록 (연구성과(연구사업지원시스템 입력성과))



- 285 -

부 록 (연구성과 세부표)

가. 총괄표

나. 세부 목록

(1) 논문 게재

구     분
1차년도

2013.6.1∼2014.5.31
2차년도

2014.6.1～20015.5.31
합계

(단위:건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논문게재 4 1 4 4 8 5

논문발표 8 5 20 3 28 8

특허출원 1 - 1 - 2 -

특허등록 1 - 2 - 3 -

프로그램등록 - - 2 - 2 -

기술이전 - - - - - -

구
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

권/호 주관단체 연구
(발표)자

국
내

1
하나로 이용 중성자 조사 기술의 
국가 원자력 기술 발전에의 기여 원자력산업

2013 
7/8

한국원자력학
회 주기남

2
초전도체의 전자기 특성 향상을 

위한 중성자 조사기술 초전도와 저온공학
Vol. 

16 No. 
1

한국초전도저
온공학회

김찬중

전병혁

3

Effects of neutron irradiation on 
superconducting temperatures of 

in situ processed MgB2 
superconductors

Progress in 
Superconductivity 
and Cryogenics

Vol. 
16 No. 

1

한국초전도저
온공학회

김찬중

전병혁

4

Effect of Mg content on the 
density and critical properties of 

in-situ reacted MgB2 bulk 
superconductor

Progress in 
Superconductivity 
and Cryogenics

Vol. 
16 No. 

1

한국초전도저
온공학회

전병혁

김찬중

5

Microwave Losses of Undoped 
n-Type Silicon and Undoped 
4H-SiC Single Crystals at 
Cryogenic Temperatures

Electronic Materials 
Letters

Vol. 10 
No. 3

한국초전도저
온공학회

이상영

주기남

6
CONTRIBUTION OF HANARO 
IRRADIATION TECHNOLOGIES 
TO NATIONAL NUCLEAR R&D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 
46 No. 

4

Korean 
Nuclear 
Society

주기남

조만순

7
Tc and Jc distribution in in situ 

processed MgB2 bulk 
superconductors

Progress in 
Superconductivity 
and Cryogenics

Vol. 
16 No. 

2

한국초전도저
온공학회

김찬중

전병혁

8

Effect of Heat-Treatment on the 
Crystallization of B Powder and 
Critical Current Density property 

of MgB2 Superconductor

한국재료학회지
Vol. 

24 No. 
9

한국재료학회
유병윤

전병혁



- 286 -

(2) 특허 및 프로그램

(3) 기술보고서

국
외

1
Reaction-induced pore formation 

and superconductivity in-situ 
processed MgB2 superconducts

Physica C : 
Superconductivity 

and its applications

Vol. 
502 ELSEVIER

김찬중

전병혁

주기남

2

Amorphous-crystalline state 
transformation induced by 

annealing in R2Fe14B (R = Nd, 
Er) compounds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Vol. 
615 ELSEVIER

이성수

주기남

3
Neutron Irradiation of Electronic 

Materials at HANARO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and 

Physics
Vol. 2 Scientific 

Research

주기남

조만순

4
Research on Material Irradiation 

in HANARO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and 

Physics
Vol. 2 Scientific 

Research

조만순

주기남

5
Annealing-Induced Crystallization 

of the Er2Fe13.8B Alloy 
Amorphized by Irradiation

Physics of Metals 
and Metallography

Vol. 
116 

No. 3
ELSEVIER

이성수

주기남

구분 연번 명칭 국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발명(연

구)자

발

명

특

명

특

허

출

원

1 고온 조사 시험용 LVDT 및 
LVDT의 제조 방법

한국 2014-03-28 10-2014-0036689
이철용

2 소 직경용 MI 케이블 종단의 
피복 제거 장치

한국 2015-01-15 10-2015-0007538
이철용

등

록

1 고온용 열전대가 장착된 조사시험 
연료봉의 밀봉 및 누설시험 방법

한국 2013-07-27 10-1292190
이철용

2 변형측정용 내방사선 LVDT
한국 2013-10-28 10-1324716

이철용

3 액체 및 고체 혼합열매체를 
활용한 온도정밀제어용 조사캡슐

한국 2014-01-28 10-1324716 강영환

박승재

프

로

그

램

등

록

1 단일채널시험루프 MMI 프로그램 
V.0

한국 2015-04-06 C-2015-007861
박승재

2 단일채널시험루프 PLC 프로그램 
V.0

한국 2015-04-06 C-2015-007862
박승재

연번 보고서명 보고서 번호 연/월 발행처 주작성자

1
축소 판형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노외시험용 캡슐 (12F-28K) 노외 

수력 검증 시험

KAERI/TR-5229/20
13

2013 
/12

한국원자력연
구원 양성우

2
원자로강 OR공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13M-02K) 설계/제작/시험 보고서

KAERI/TR-5449/20
14

2014 
/02

한국원자력연
구원 조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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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문서

3 연구로 재료 하나로 조사시험 보고서
KAERI/TR-5494/20

14
2014 
/03

한국원자력연
구원 양성우

4
CVD 다이아몬드 방사선 검출기의 

기술개발 및 응용
KAERI/TR-5616/20

14
2014 
/10

한국원자력연
구원 이철용

5
축소 판형 핵연료 1차(HAMP-1) 

조사시험 보고서
KAERI/TR-5932/20

15
2015 
/04

한국원자력연
구원 양성우

6
축소 판형 핵연료 1차(HAMP-1) 

조사시험 보고서
KAERI/TR-5933/20

15
2015 
/04

한국원자력연
구원 양성우

연번 제목 문서 번호 연/월 발행처 주작성자

1
판형 미니 핵연료 조사시험 

캡슐(13F-05K)
HAN-IC-DW-13F-

05K-ASS'Y∼21
2013 
/08

한국원자력연
구원 박승재

2
판형 핵연료 조사시험 

캡슐(13F-07K)
HAN-IC-DW-13F-

07K-ASS'Y∼22
2013 
/08

한국원자력연
구원 박승재

3
몰타르 CT공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 

(14M-01K)

HAN-IC(CA)-DW-
14M-04K 

ASS‘Y∼032

2014 
/03

한국원자력연
구원 신윤택

4 Zirlo 피복관 소재 조사시험용 캡슐
HAN-IC(CA)-DW-
13 M-01K-001∼043

2014 
/01

한국원자력연
구원 신윤택

5
Hybrid 핵연료 2차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 (14F-11K)
HAN-IC-DW-14F-

11K ASS'Y∼35
2014 
/09

한국원자력연
구원 박승재

6
핵융합재료(ARAA) CT공 계장캡슐 

(14M-04K)

HAN-IC(CA)-DW-
14M-04K 

ASSY∼037 

2014 
/10

한국원자력연
구원 신윤택

7 IP5 조사시험연료봉 HAN-IC-DW-14F-01K 
All List

2014 
/11

한국원자력연
구원 이철용

8 CVD Daimond Mask
HAN-IC-DW-14F-

02K-003
2014 
/11

한국원자력연
구원 이철용

9
몰타르 OR공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 

(14M-16K)
HAN-IC-DW-14M-

16U 000∼27
2014 
/11

한국원자력연
구원 신윤택

10
SFR 핵연료 2차 열수력시험용 

무계장캡슐 (14F-09K)
HAN-IC-DW-14F-

09K ASS'Y∼34
2014 
/11

한국원자력연
구원 박승재

11
공정 실증용 FM Target Handling 

Tool
JR-486-RIP-177-01

2
2014 
/11

한국원자력연
구원 박승재

12
공정 실증용 FM Target 열수력 
시험용 무계장캡슐 (14F-18K)

HAN-IC-DW-14F-
18K 000∼020

2014 
/12

한국원자력연
구원 박승재

13 SPND 조사시험용 Junction Box
SENT-1501-JB-000

-000
2015 
/02

한국원자력연
구원 박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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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2013M2A8A1035822

부처사업명(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사업명(중)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소) 원자력원천기술
부처 기술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B060601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N N07 N0706

총 괄 과 제 총괄책임자(기관)
과 제 명 캡슐 활용 중성자 

조사기술 고도화 연 구 단 계 1단계
연 구 기 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주기남

연 구 기 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계
1차연도 2013.6~2014.5 900,000 900,000
2차연도 2014.6~2015.5 846,000 846,000
3차연도 2015.6~2016.5 1,000,000 1,000,000
4차연도 2016.6~2017.5 1,200,000 1,200,000
5차연도 2018.6~2018.5 1,200,000 1,200,000

계 5,146,000 5,146,000
참 여 기 업

상 대 국 상대국 연구기관
   비 고 : 총괄과제란은 총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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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주기남        

4. 평가자 확인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

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
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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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하나로의 상용원전 조사기술을 기반으로 연구로 가동환경인 저온(100  이하) 

및 장주기(8주기, 약 200일, 3dpa) 조사기술을 개발하여 연구로 핵심재료(Be, 

Graphite, Zr 합금)의 수명말기까지의 조사특성 자료를 생산하여, 요르단

(JRTR) 및 기장연구로(KJRR)를 포함한 수출형연구로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에 

적극 기여한 점은 매우 우수한 연구결과임.

 그동안 100% 수입사용중인 조사특성 측정용 계장기술의 국산화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외국산 제품에 비해 우수한 성능의 핵심계장기기인 LVDT 개발과 관련

하여 국내 특허를 출원/등록한 (각 2건) 것은 창의성이 띄어난 결과임.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연구로 핵심재료의 가동환경인 100  이하 저온 조사기술 및 장주기 조사기술

을 개발/응용하여 수출형연구로 핵심재료에 대한 수명말기까지의 조사특성 

database를 확보하여, 연구로 안전성 향상 및 설계 최적화에 기여함으로써 향

후 연구로 사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900  까지의 고온 조사기술 및 장주기 조사기술은  

상용로에 비해 보다 높은 온도 및 조사량 조건의 조사시험이 요구되고 있는 

미래형원자로(VHTR, SFR) 및 핵융합로 재료/핵연료 연구에 활용되어, 국제 

수준의 연구 수행기반을 마련하였음.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중성자 조사를 통한 초전도체, 반도체, 다강체 등에 대한 중성자조사-재료물성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전자 소재 등의 첨단 신소재 

재료설계 및 기초과학 연구에 중성자 조사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잇

으며, 중견 소재업체인 (주)삼동과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첨단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가능성을 마련하였음.

 캡슐 활용 조사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확보된 조사기술로 2015년 현재 상용로, 

수출형연구로, 미래형원자로 등 국내 원자력 관련 산·학·연의 11개 이상의 연

구과제에 조사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연구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로, 미래형원자로(VHTR, SFR, Fusion), 연구

로, 기타 기초원천 연구 등 조사시험이 필요한 10개 분야 17개 이상의 연계과

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가동 원전의 안전/성능향상을 포함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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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의 연구개발 및 연구로수출 등 원자력 강국으로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음.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 지적재산권 • 발표회 개최 등)

 연구개발 수행 외에 국가 주요 원자력 기술개발 관련 다수의 조사시험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본 과제의 특성상 아래의 연구개발 성과는 우수하다고 판단함.

 - 논문게재 : 국내외 13편 게재 (국내 8편, 국외 5편, SCI 5편)

 - 논문발표 : 국내발표 28편, 국외발표 8편 

 - 특허출원 및 등록 : 국내 2건 및 국내 3건

 - 기술보고서 6건, 설계도면 13건 작성

 - 산업체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 : 기술료 수입 2,000 만원

 - 심포지움/워크샵 개최 : 2회 (국내 1회 (하나로 symposium), 국제 1회 

(HANARO 2015, K-J Seminar))

 - 전문연구회 :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분야 2회 

 - 조사시험 분야 전문교육 : 2회 (2014 KINGS 해외학생 교육, 2014 RCARO)

    비 고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각 항목별 200자 이내)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

호

세 부 연 구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1

 저온 조건 

조사기술 개발

 - 저온(<100 ) 조사시험 캡슐설계/장치제작
 • 저온 조사시험 노외검증용 캡슐(11M-19K) 

설계/제작
 • 저온 조사시험용 캡슐 노외 건전성 및 성능 

시험/분석
 • 저온 조사시험용 캡슐(11M-20K) 안전성 검

토 및 시험
 - 저온(<100 ) 조사기술 노내 검증
 • 저온 조사시험 노내검증용 캡슐(11M-20K) 

하나로 조사시험을 수행 (수출용연구로 핵
심재료 조사특성 database 확보 지원)

 • 저온 조사시험용 캡슐 내 시편 온도 설계조
건 만족 확인 (최대 56 )

 • 저온 조사시험용 캡슐 및 계장기술의 조사
후 건전성 최종확인

100%

2
 고온 조건 

조사기술 개발

 - 고온(<1000 )  조사시험 캡슐 조사장치 
설계

 • 고온시험용 모캅캡슐(14M-08K) 및 고온용 
FM 설계/평가/제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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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온용 브레이징 기술 보완 및 유도가열 
브레이징 기술 개발  

 • 고온 조사장치 설계 및 핵적특성/ 안전성 
평가

 - 고온(<1000 ) 계장기술 개발 및 조사캡슐 
설계 

 • 고온시험용 캡슐(13M-01K) 조사온도 평가
 • 13M-01K 캡슐 이용 고온조사시험 수행, 고

온설계 및 계장기기의 적합성 확인 (온도 
830∼930 )

3

 고속 및 

열중성자  

조사량 

정밀평가 기술 

개발

 - 고속중성자 조사량 평가 정밀도 개선
 • Fluence Monitor (F/M) 설계/제작/측정 및 

조사량 평가
 • 조사시험을 위한 다양한 운전변수 조건에서

의 고속중성자속 해석
 • F/M 이용 고속중성자 조사량 측정기술 신

뢰도 개선방안 제시
 - 고속중성자 조사량 평가기술 검증 및 열중

성자 조사량 평가 기술 개발
 • 고속 및 열중성자 조사량 정밀 평가를 위한 

해석 방법 개발
 • 조사공별 고속중성자속 특성 및 정밀도 평

가

100%

4
 장주기 

조사기술 개발 

 - 장주기 조사 요소기술 개발
 • 하나로에서의 장주기 조사시험을 위한 

조사기술 안전성 검토
 • 장주기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 및 관련장치 

기술 개선 및 구조 건전성 평가
 • 11M-21K 장주기 캡슐 설계/제작 및 

하나로 최초 8주기 조사시험 착수
 - 장주기 조사기술 개발용 장치 설계/제작
 • 장주기 조사시험을 위한 캡슐 하단부 

조사건전성 평가
 • 장주기 캡슐 제어장치 및 관련장치(안내관, 

Junction Box, 연결부) 하나로 설치/성능 
평가

 • 11M-21K 캡슐을 이용 하나로 최초 8주기 
조사시험 수행 완료(203일, 최대조사량 
1.99x1021n/cm2 (E>1 MeV), 3dpa) (연구로 
핵심재 수명말기까지 조사특성 database 
확보)  

 • IMEF 핫셀 조사후 건전성 검사를 통해 
장주기 기술 건전성 최종 확인

100%

5

 핵연료/재료 

조사특성 

측정용 핵심 

 - LVDT 개발 및 핵연료 계장 및 캡슐설계
 • 변위/압력 측정용 고온 조사시험용 LVDT 

개발 및 특허출원 

90%

(LV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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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기기 기술 

개발

 • LVDT/연료봉 조사장치 설계 및 레이저브
레이징 이종용접 기술개발

 - LVDT 장착 계장 핵연료봉 및 캡슐설계

 • LVDT 장착 계장 모의 핵연료봉 설계 및 
제작

 • 3개의 LVDT 장착 계장 캡슐 설계 및 제작
 - 핵연료 특성평가(온도,압력,길이) 기술 분석
 • 하나로에서 조사시험 핵연료의 조사특성 분

석 (초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 연구로용 판
형, DUPIC, 이중피복 UO2 핵연료)  

 • 적용 가능한 핵연료 조사특성 측정 기술분
석(출력, 연소도, 온도, 유동)

 • 핵연료 특성 측정을 위한 열/고속중성자 
계장 센서의 기술현황 분석   

조사시험 
미수행)

6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 

기반기술 연구

 -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 
기반기술 검토

 • 첨단소재 조사특성 평가를 위한 하나로 이
용현황/시설/장비 관련 기반기술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첨단 소재(초전도체(MgB2), 다강체(BiFeO), 
반도체(Si, Ge, SiC) 중성자 조사특성 분석/
평가

 - 중성자 이용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 
기반기술 연구

 • 첨단소재의 온도-저항 물성측정 시스템 
구축 및 방사화 시편 전용 물성측정 실험실 
확보

 • 첨단 소재(초전도체(MgB2), 반도체 (Si, Ge, 
SiC), 다강체(BiFeO)) 중성자 조사특성 
분석/평가 및 중성자조사-재료설계 기초 
자료 확보 

100%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온/저온조사/계장/분석 기술개발 및 중성자 조사를 이용한 

첨단소재 기초연구를 통하여 논문/특허/국산화개발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얻었으며,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2015년 현재 17개 이상의 국가 주요 원자력기술개발 과

제에서(별첨 1 참조) 필요한 조사시험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원자력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저온조사 및 장주기 조사기술은 국가 주요 원자력사업

인 연구로수출사업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연구로 핵심재료의 수명말기까지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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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database을 생산하는데 직접 활용됨으로써 연구로사업의(요르단/기장) 성공지원

과 향후 기술수출 경쟁력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문적 연구성과(논문 게재 13편(국내 8편, 국외 5편, SCI 5편), 논문

발표 36편(국내 28편, 국외 8편)) 뿐만아니라 이를 활용한 산업/기술적 성과(국내특허

출원 2건, 국내특허등록 3건, 기술보고서 6건, 설계문서 13건, 산업체 기술료 수입 

2,000만원))도 얻었으며, 교육/홍보 성과로 심포지움 및 워크샵 개최 2회, 

MOU/MOA 체결 2건 (러시아 IMP, (주)삼동), 재료 조사시험 전문연구회 및 핵연료 

조사시험 분야 전문연구회 2회, 조사시험 분야 이용자 전문교육 2회 등과 같은 매우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음. 

 당초 목표로 하지 않았던 부수적 성과물 등 제시

∙ 국내 및 국제 연구협력 MOA/MOU 2건 체결 ((주)삼동-초전도체 연구, 러시아 

IMP(금속물리 연구소)-첨단재료 조사연구) 및 공동연구센타 개소((주) 삼동)

∙ 수출형연구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로 국내 연구로 수출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 (연구로 핵심재료(Be, Graphite, Zr 합금) 수명말기까지의 조사특성 database 

생산) 

∙ 국가 주요 상용로 및 미래원자력 기술개발 연구 지원 (원자로 압력용기강 개발 및 

상용 핵연료 기술 개선, 미래원자력(VHTR, SFR, Fusion) 재료/핵연료 개발, 상용계

장기기(SPND) 개발 등)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본 과제는 원자력 안전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하나로(국가 유일 중성자 조사

시설)를 이용하는 첨단 중성자 조사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시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최근 별첨 1과 같이 기술용역/자문/수탁 등을 통

하여 17개 이상의 국가 주요 원자력기술개발 과제들에서 필요한 조사시험에 적용되

는 점을 고려한 평가를 요청함.

 중성자를 이용한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 기반연구 및 국내외 기술협력(MOU/MOA 

체결), 특히 중견 첨단소재업체((주)삼동)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기술이전/공동연구

센터 개소/연구소기업 기술출자 추진) 첨단 신소재 기술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적

극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평가를 요청함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기술을 포함하여 2015년 현재 17개 이상의 국가 주요 

원자력기술개발 과제들에서 필요한 조사시험 수행을 협의하고 있는 등 상용로, 연구

로, 미래원자로 등 ‘국가 주요 원자력기술개발’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임.

   - 상용로 기술개선 (원자로 압력용기용 저합금강 개발 (KAERI))

   - 상용 핵연로 기술개선 (사고저항성 강화 핵연료 피복관 (KAERI), 하이브리드 핵연

료 (KAERI), 경수로 핵연료 피복관 재료 database (대학 연합), Tb-based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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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 미래형원자로 (VHTR) 기술개발 (노내 구조재료 개발 (KAERI), 수지 계통 재료 평

가 (KAERI), SiC 복합체 평가 (KAERI)) 

   - 미래형원자로 (SFR) 기술개발 (U-Zr-X 핵연료 개발 (KAERI), ODS 구조재 개발 

(KAERI))

   - 핵융합로 기술개발 (ARAA 재료 및 용접부 조사평가 (KAERI))

   - 연구로 기술개발 (U-Mo 신형 핵연료 개발 (KAERI))

   - 계장기기 기술개발 (상용로용 장수명 SPND 국산화 개발 (한수원 중앙연구소))

   - 동위원소 기술개발 (Fission Mo 기술 개발 (KAERI))

   - 첨단 소재 조사특성 기초연구 (Si, Ge, SiC, 초전도체, 다강체 조사시험 (KAERI))

   - 기타 기술개발 (상용로용 몰타르 조사특성 평가 (연세대, KAERI)) 

 대학중심의 공동이용활성화 사업 및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하여 원자력기반연구를 지

원하고, 중성자를 이용한 초전도체/반도체 등 새로운 전자기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활성화 및 궁극적으로 첨단소재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예정임.

 국내·외 산·학·연 원자력 연구개발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하나로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아시아 연구중심시설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연구비의 지원을 요청함.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해당사항 없음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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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5년 현재 조사시험 수행 협의중인 주요 원자력기술개발 과제

관련 연구 분야 조사 온도 조사공
조사량(주기)
(1년 8주기) 

시기 이용자

1 상용로 원자로 압력용기용 저합금강 300℃ OR 2주기 2015년 KAERI

2
상용로

핵연료

사고저항성 강화 핵연료피복관 (Zr) 300℃ CT 4~6주기 2015년 KAERI

하이브리드 핵연료 350~400℃ CT 2~4주기 2015년 KAERI

경수로 핵연료 피복관 재료 350~400℃ CT 2~4주기 2015년 대학(동국,한양,충남)

Th-based 핵연료 OR 8~24주기 2018년 KAERI

3 VHTR

초고온가스로(VHTR) 노내 구조재료
(Alloy 계열 재료) 

900~1,000℃ CT 8~24주기 2017년 KAERI

Epoxy, SiC 수지 계통 재료 ~200℃ OR 8주기 2017년 KAERI

SiC composite 900~1,600℃ OR 8주기 2018년 KAERI

4 SFR
SFR 핵연료 (U-Zr-X) OR 4~8주기 2015년 KAERI 

SFR 구조재 (ODS) 300∼500℃ CT 8주기 이상 2017년 KAERI

5 Fusion
핵융합로 재료(ARAA) (Fe-9Cr계 합금) 300~350℃ CT 8주기 2015년 KAERI 

핵융합로 재료 ARAA 용접부 320℃ CT
8주기 이상
(15주기) 

2016년 KAERI  

6 연구로 U-Mo 연구로 핵연료 (Mini, Full-Plate) <100℃ OR 8주기 2015년 KAERI

7 계장기기 장수명 SPND 300℃ OR 2주기 2015년 한국수력원자력(주)

8 동위원소 Fission Mo (동위원소) <100℃ OR 1주기 2015년 KAERI

9 첨단소재
첨단 소재(Si, SiC, Ge, 초전도체) 조사
(Rabbit) 

<100℃ IP 1주기 이하 2015년
대학(건국,동국,선문), 

KAERI

10 상용로 몰타르 조사특성 <100℃ OR 2~4주기 2015년 연세대, KAERI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3909/2014

제목 / 부제  캡슐 활용 중성자 조사기술 고도화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주기남 (중성자응용기술부)

 연 구 자 및 부 서 명

 이철용, 조만순, 양성우, 신윤택, 박승재, 전병혁, 김찬중, 이성

수, 김명섭, 박상준, 박순동, 이호정, 유병윤, 강영환

 (중성자응용기술부)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15. 7

 페 이 지    295 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27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__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 내외)

 연구로 가동조건인 100  이하의 저온 조사캡슐 기술을 개발하였음 (기존 기술은 

250  이상에서 사용) 

 미래원자력 재료/핵연료 조사시험에 요구되는 900 까지의 고온 조사기술을 개발하

였음 (기존 기술은 700  이하에서 사용)

 8주기(약 200일, 3dpa) 까지의 장주기 조사기술을 개발하였음 (기존 기술은 4주기 

이하에서 사용)

 개발된 저온/장주기 조사기술을 활용하여 수출형연구로 사업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

는 연구로 핵심재료의 수명말기까지의 조사특성 database 생산에 활용하였음

 조사시험 변수 (조사공 특성, 제어봉 위치 등) 및 해석 코드(HANAFMS, MCNP) 

개선을 통하여 조사시험 신뢰성을 향상시켰음

 선진국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의 계장기기(LVDT) 및 관련 기술을 개발/특허 출원

함으로써 국내 조사시험 계장기술 자립에 기여하였음 

 첨단 신소재(반도체(Si,Ge, SiC), 초전도체(MgB2), 다강체(BiFeO))의 중성자조사에 의한 

다양한 결함 생성 및 농도에 따른 전자기 특성 변화를 확인하여 첨단신소재 원천기술 개

발 가능성 확인하였음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조사기술 고도화, 하나로, 저온 조사기술, 고온 조사기술,  장주

기 조사, 조사량 평가, 조사시험용 LVDT 및 SPND 개발,  미

래형원자로 조사기술, 첨단소재 조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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