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TR-2873/2004

技術報告書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개발 

The Development of

 Ex-Core Neutron Flux Monitoring System for Integral Reactor

韓 國 原 子 力 硏 究 所



- i -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4 년도 “원자로 MMIS 설계” 과제의 기술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년  12 월 

과 제 명 :  원자로 MMIS 설계

주 저 자 :  이 준 구 

공동저자 : 권 호 제

박 희 윤

구 인 수



- ii -

요 약 문

일체형 원자로는 일차계통의 주요 기기가 원자로 내부에 위치함에 따라 노

심과 원자로 용기사이의 거리가 루프형 원자로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원자로 용기 밖의 중성자속 누설율이 기존 상용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

은 준위를 나타내게 되어 선원 역을 포함하는 광역 중성자속의 측정에 어려움

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계 및 제작측면에서 제한 사

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검출기의 설치 위치 분석, 분석된 설치 위치에 따른 

설계 및 제작관련 고려사항, 그리고 해결방안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 가능 위치로서, 원자로 용기 

내부/노심지지배럴과 원자로 용기사이 혹은 원자로 용기 외부/내부차폐탱크

(Internal Shielding Tank , IST) 내부의 두 곳을 고려하 으며, 그에 따라 중성

자속 검출기가 직면하게 될 환경요건 및 기하학적인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 다. 

IST 내부에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를 고려할 경우, 침수 환경으로 인한 

전기적 절연 문제 및 저 중성자속 측정문제 등이 고려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나

타났으며, 원자로 용기 내부설치를 고려할 경우 넓은 범위의 운전온도로 인한 검

출기의 민감도 변화, 고압 및 침수환경으로 인한 압력경계 및 전기적 절연 문제, 

타 구조물과의 공간적 간섭으로 인한 검출기의 설치 및 제거 문제, 그리고 고 중

성자속 측정이 주요 현안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용로의 계측기 설치 및 검출기 

제조업체들의 제품 조사를 통하여 일체형 원자로의 설계요건에 적합한 노외 중

성자속 검출기의 예상되어지는 구조 및 사양을 제안하 으며, 제안된 검출기 모

델의 공유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 다.

마지막으로, 상용로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과 일체형 원자로의 특수한 

설계현안을 검토하여 일체형 원자로의 기능 및 성능요건을 정립함과 동시에 예

상되어지는 계통의 연계 및 채널구조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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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arrangement of major components within the reactor vessel, 

the integral reactor has relatively long distance between the core support 

barrel and the reactor vessel when compared with the currently operating 

plants. So, a neutron flux leakage at the ex-vessel represents a relatively low 

flux level which may generate some difficulties in obtaining a wide range of 

neutron flux information including the source range one. This fact may have 

an impact upon the design and fabrication of an ex-core neutron flux 

detector.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tudy neutron flux detectors that are 

suitable for the installation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an integral reactor. 

The physical constraints of an integral reactor should be considered when one  

designs and developes the ex-core neutron flux monitoring detectors and their  

systems.   

As a possible installation location of the integral reactor ex-core neutron 

flux detector assembly, two candidate locations are considered, that is, one is 

between the core support barrel and the reactor vessel and the other is 

within the Internal Shielding Tank(IST). And, for these locations, some 

factors such as the environmental requirements and geometrical restrictions 

are investigated

In the case of considering the inside of the IST as a ex-core neutron 

flux detector installation position, an electrical insulation problem and a low 

neutron flux measurement problem arose and when considering the inside of 

the reactor vessel, a detector's sensitivity variation problem, an electrical 

insulation problem, a detector's insertion and withdrawal problem, and a high 

neutron flux measurement problem were encountered.

Through a survey of the detector installation of the currently operating 

plants and detector manufacturer's products, the proposed structure and 

specifications of an ex-core neutron flux detector are suggested. And, the 

joint ownership strategy for a proposed detector model is also depicted. At 

the end, by studying the ex-core neutron flux monitoring systems of the 

currently operating plant and the specific design problems of an integral 

reactor, the functional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of integral reactor are 

defined, and simultaneously, a proposed system interface and cabinet structure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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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전기 생산, 해수담수화 등을 위해 개발되는 다목적 원자로인 일체형 원자로

의 경우 기존 상용로와 마찬가지로 노심 출력 측정을 위하여 노외 중성자속 감

시계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체형 원자로는 일차계통의 주요 기기인 증기발생

기, 가압기, 주냉각재 펌프(Main Circulation Pump : MCP) 등이 원자로 용기 내

부에 위치하므로 기존 상용로와는 달리 노심으로부터 원자로 용기까지의 반경방

향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기존 상용로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검출기 집합체는 원자로 용기 외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체형 원자로

의 경우 원자로 용기 외부의 중성자속 누설율이 최대 약 1×10
8
nv 정도로 나타나

므로, 현재 공급되는 검출기의 사양으로는 선원 역의 중성자속 정보를 측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검출기 집합체의 적절한 설치 위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적

합성을 가진 설치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검출기 

집합체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체형 원자로의 설계 제한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노외 중

성자속 검출기의 설치 가능 위치들을 선정하고, 선정 위치별 설계제약사항을 만

족하는 개략적인 검출기 집합체의 구조를 제안한다. 더불어, 노외 중성자속 감시

계통의 구조 및 예비설계요건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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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2. 1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일반개념 및 상위 설계 요건

원자로 이상상태 발생 시 원자로 내의 중성자속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정변수 중 하나이며, 중성자속의 세기는 노심출력을 나타내므로 중성자속의 급

격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 노심용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성자속에 의한 원자로 트립변수는 보호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트

립변수로 취급되어 왔다. 또한, 비안전 등급의 중성자속 정보는 원자로 출력제어

를 위한 기본 입력으로 사용되어 플랜트가 명시된 제한치 이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외에도 선원 역의 중성자속 정보는 

플랜트 기동 시에 운전원에게 노심이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일차적인 수단이 된다. 중성자속을 측정하여 이용하는 방법은 노형

의 형태나 제작사에 따라 약간씩 다른 형태로 나타나나, 기본적으로 상기 세 가

지 목적을 위해 중성자속을 측정하는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  

가압형 경수로의 경우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외에 중성자속 검출기

를 설치하여 노심출력을 계산할 뿐 만 아니라, 노내에도 중성자속 검출기를 설치

하여 이용하고 있다. 기존의 노내 설치 중성자속 검출기는 특정 역의 중성자속

을 측정하여 감시정보를 생성하거나 노외 설치 중성자속 감시계통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가압 경수로에서는 노심 및 원자로 용기 외부에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가 설치되어지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노외’란 용어는 몇 가지 의미를 나타

낸다. 첫째, 물리적으로 노심 내부에 위치하지 않고 노심 외부에 설치됨을 의미

하며, 둘째로 안전등급으로 설계되거나 혹은 안전기능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광

역측정이 가능한 계통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중성자속의 

측정범위는 광역으로서 광역 검출기를 노심 밖에 설치하는 것이 중성자속 세기 

관점에서 유리하 고, 노심 내에 설치하는 것보다 환경에 대한 기기검증이나 수

명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중성자속 검출기

를 노심 밖에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생성된 의미이다. 루프형 가압 

경수로에서의 중성자속 검출기는 노심 외부 뿐 만 아니라 원자로 용기 외부에 

설치되는데, 이는 노심과 원자로 용기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짧아 원자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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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도 노심에서 생성된 중성자속 누설율을 선원 역에서 출력 역까지 충분

히 측정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설계에 있어서, 계통이 초기 노심 장

전, 발전소 정지, 기동, 출력운전 및 핵연료 재장전 시에 원자로 중성자속을 측정

함으로써 원자로 안전운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원자로 제어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

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안전등급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설계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설계

기준과 동일하게 설계되어져야 하므로, 원자로 보호계통의 관련 규제 요건 및 표

준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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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특성 비교

본 단락에서는 가압경수로형 발전소인 한국표준원전 및  Westinghouse형 

발전소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을 예상되어지는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과 기능 및 구조측면에서 비교하 다. 

2. 2. 1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기능 비교

표 1 은 한국표준원전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과 Westinghouse형 발전소인 

고리 1,2 호기 핵계측계통, 그리고 일체형 원자로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기능비교

표이다.  

표 1.  각 노형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기능 비교

한국표준원전 Westinghouse형 일체형 원자로 비고

측정 역 전 운전범위 전 운전범위 전 운전범위

안전기능

 트립변수제공 

국부출력 도, 핵비등

이탈율 계산 입력 제공    

트립변수 제공

트립변수제공

선출력 도, 임계열속비

계산입력제공

제어기능
원자로 출력제어변수

(출력 역)

자동제어봉 

제어 입력 제공(출력 역)

원자로 출력제어

   (전 운전 역)

감시기능 전 운전 역 감시 전 운전 역 감시 전 운전 역 감시

계통 

교정수단

고정형 노내 중성자속 

검출기에 의해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교정

이동형 노내 검출기에 

의해 

노외 핵계측계통 교정

노내 중성자속 

감시계통에 의해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교정

(1) 안전기능 

한국 표준원전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중 안전채널은 수직으로 설치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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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핵분열함으로 구성되어있어 축방향 출력분포를 측정하여 이들 측정치에 대

한 대표치를 계산하여 원자로보호계통의 트립변수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서브채널에 대한 축방향 출력분포를 노심보호연산기에 제공한다.  노심보호연산

기(Core Protection Calculator : CPC)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국부출력 도(Local 

Power Density : LPD) 및 핵비등이탈률(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 DNBR)을 생성하여 트립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Westinghouse형 발전소 노외 핵계측기의 안전기능은 선원 역 검출기, 중

간 역 검출기, 그리고 출력 역 검출기에서 모두 수행되는 특징을 지닌다. 선원

역 검출기 및 중간 역 검출기는 2채널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자로 보호계통이 

고 중성자속 원자로 정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력을 제공한다. 즉 출력준

위가 선원 역 검출기 측정범위 내에서 증가하여 일정 설정치에 도달하면 고 중

성자속 원자로 비상정지 바이스테이블이 작동하여 원자로보호계통에 입력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는 중간 역 검출기 또는 출력 역 검출기의 출력이 일정 설정치 

이상이 되면 운전원에 의해 수동으로 차단될 수 있다. 출력 역 검출기는 0 에서 

200% 사이의 원자로 출력을 측정하여 원자로 보호기능을 수행한다.
[3]
  이 검출

기는 한국표준원전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안전채널 중 선형채널의 기능과 

유사하다.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원자로의 전 운전 역에 대해 하

나의 검출기로 모든 준위의 원자로 보호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4]
 

(2) 제어기능

한국표준원전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제어를 위한 전용 채널이 2개 설치

된다.  제어채널의 측정범위는 0 에서 125 % 역이다.  이 신호는 원자로 출력

제어계통 등에 입력을 제공한다. 

Westinghouse형 노외 핵계측계통의 경우 보호채널과 독립된 제어용 채널이 

존재하지 않고, 출력 역 검출기에서 중성자속 측정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어봉 

제어계통에 전달하여 비안전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경우는 위의 두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을 지닌다.  기존 가압 경수로의 경우 원자로 기동시 원자로냉각재펌프

를 작동시켜 냉각재를 가열한 후 노심을 임계상태로 보내어 기동운전을 하지만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주냉각재 펌프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주냉각재 펌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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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고 직접 노심출력을 높여서 핵적 기동운전을 수행한다.
[5],[16]

 이 때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로부터 측정된 노심출력을 출력배가시간(reactor doubling time)

으로 전환하여 이 값을 설정치와 비교한 뒤, 그 편차에 따라 제어봉을 인출함으

로써 노심을 임계상태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핵적 기동운전 시 제어기능을 수행

하기 위한 측정 역이 선원 역에서 0.1% 원자로 출력까지 요구되므로 제어채널 

중성자속 검출기는 광역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3) 감시기능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중성자속 관련 정보는 한국표준원전의 노외 중

성자속 감시계통, Westinghouse형의 노외 핵계측계통, 그리고 일체형 원자로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모두 대동 소이하다. 그러나 계측기의 종류 및 채널 공

유 등에서는 상당히 다른 개념을 지닌다. 이에 대해서는 구조비교에서 상세히 설

명한다.

(4) 측정 역

기존 상용로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이나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모두 전체 측정 역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넓은 범위의 측정 역으

로 인한 각 계측기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세부 측정범위는 조금씩 다르다. 

그림 1 은 각 원자로의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와 관련하여 세부 측정범위

를 나타낸다.  Westinghouse형의 경우 선원 역검출기는 중성자속을 기준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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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부터 10

5
 nv 정도까지 측정가능하며 중간 역 검출기는 10

2
 nv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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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 출력 역 검출기는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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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 까지의 측정 역을 가지며 각각의 검

출기는 약 3 디케이드 가량의 중첩구간을 갖는다. 한국표준원전의 경우 기동채널

은 10
-1
 nv부터 10

5
 nv 정도까지 측정가능하며 보호채널 중 광역채널은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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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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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 제어채널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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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 역을 갖는다. 일체형 원자로에서는 원자로 용기 내에 노외 중성자속 검

출기 집합체를 설치할 경우 한국표준원전의 경우와 비교하여 모든 채널의 중성

자속 측정 역이 약 3 decades 증가한 측정 역을 갖는다.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를 IST내에 설치할 경우, 한국표준원전의 경우와 비교하여 모든 채널의 

중성자속 측정 역이 약 2 decades 감소한 측정 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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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노형의 중성자속 검출기 측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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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구조 비교

한국표준원전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8개의 분리된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4개는 안전 채널이고, 2개는 제어채널이며, 나머지 2개는 기동채널

로 이루어져 있다. Westinghouse형 발전소의 노외 핵계측기는 선원 역 검출기, 

중간 역 검출기, 그리고 출력 역 검출기로 분리되어 있는데, 중간 역 및 선원

역 검출기는 설치 위치가 동일하며 독립된 2개의 채널로 구성되는 반면 출력

역 검출기는 독립된 4개의 채널로 구성된다.
[6]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구조는 독립된 4개의 안전등급 채

널만을 사용하는 개념이다. 표 2 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검출기 수 및 종류를 비

교한 것이다.

(1) 검출기 종류 

한국 표준원전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검출기 종류는 총 3가지이다. 

기동 역측정은 BF3 비례계수기에 의해 이루어지며 광역(보호용)측정은 핵분열

함에 의해 이루어진다.  협역측정(출력 역)은 안전급의 경우는 핵분열함, 비안전

급 제어용으로는 비보상전리함(Uncompensated Ionization Chamber : UIC)이 사

용된다.  

Westinghouse형 발전소 노외 핵계측계통의 검출기 종류도 총 3가지이다. 

기동 역측정은 한국표준원전과 마찬가지로 BF3 비례계수기에 의해 이루어지며 

중간 역(광역)은 보상 전리함(Compensated Ionization Chamber : CIC)을 사용

한다. 출력 역측정은 비보상 전리함이 사용된다.   

일체형 원자로의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는 핵분열함만을 이용하여 모든 

역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2) 검출기 수

한국표준원전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경우, 안전채널은 채널당 3개, 총 

12개의 핵분열함으로 이루어진다. 제어채널에 사용되는 비보상 전리함은 채널당 

2개 총 4개가 설치된다. 기동채널의 경우는 채널 당 1개의 BF3 비례계수기가 존

재하여 총 2개의 검출기가 사용된다. 

Westinghouse형의 경우, 출력 역 검출기는 채널당 2개의 비보상 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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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여 총 8개의 비보상 전리함을 사용한다. 중간 역 검출기는 채널 당 1 

개의 보상전리함으로 이루어져 총 2개가 사용된다. 선원 역 검출기의 수는 채널 

당 1개로 총 2 개의 BF3 비례계수기가 사용된다.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는 채널 당 3개의 핵분열함으로 이루어져 총 12개의 

검출기가 존재한다. 

(3) 설치 위치

기존 경수로의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위치는 원자로 바깥에 설치되며, 

Westinghouse형의 경우 총 6곳으로 출력 역 검출기를 위한 4곳, 선원 및 중간

역 검출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2곳이다. 반면에 한국표준원전의 경우는 총 8

개로서 안전채널을 위한 4곳, 기동채널을 위한 2곳, 그리고 제어채널을 위한 2곳

이다.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적절한 위치로서 ‘원자로

내부/원자로 용기와 노심지지배럴사이 구간 설치’ 및 ‘원자로 외부/내부차폐탱크

내부 설치’의 두 가지 위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채널공유를 가정하지 않을 경우 

총 8개의 설치장소를 지니므로 채널에 따른 설치 분포는 한국표준원전과 유사하

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안전/비안전 채널공유를 가정하여 4곳의 설치 위치

를 갖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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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노형의 중성자속 검출기 특징 비교

한국표준원전 웨스팅하우스형 일체형 원자로 비고

측정 역

에 따른

검출기

종류

선원 역: 

 BF3비례계수기

중간 역: 

핵분열함

출력 역: 

  핵분열함

(비보상전리함)

선원 역: 

   BF3비례계수기

중간 역: 

  보상전리함

출력 역: 

비보상전리함

선원 역: 

핵분열함

중간 역: 

  핵분열함

출력 역: 

 핵분열함

기능에

따른 

검출기

종류

감시기능 : 

BF3비례계수기

(선원 역)

 핵분열함

(중간 및 출력)

보호기능 :

핵분열함

제어기능 :

비보상 전리함

감시기능 : 

BF3비례계수기(선원 역)

보상전리함(중간 역)

보호기능 :

BF3비례계수기, 

보상전리함, 비보상전리함

제어기능 :

비보상 전리함

감시기능 : 

 핵분열함

보호기능 :

 핵분열함

제어기능 :

 핵분열함

웨스팅하우스형

의 경우 보상전

리함과 BF3 비

례계수기의 경

우, 보호계통에  

  permissive

 interlock 제공

검출기수

기동채널 :  2 개

제어채널 :  4 개

안전채널 :  12 개

  총 18 개의 검출기

선원 역 : 2 개

중간 역 : 2 개

출력 역 : 8 개

  총 12개의 검출기

총12개의 검출기

(채널당 3 개)

일체형의 경우 

센서공유를 전

제로 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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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설계

2. 3. 1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설계 전략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기존 원전의 노외 핵계측계통( 혹

은,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에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체형 원자로의 특성

상 기존 원전과 달리 원자로 용기 내부나 IST 내부에 검출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환경적, 기계적 특성이 매우 달라지게 되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발

생한다. 부언하면, 원자로 용기내 설치 시 고온, 고압, 고습분 환경, 고중성자속 

준위 측정 및 타구조물과의 간섭. 그리고, IST 내부 설치 시 고습분환경 선원

역 중성자속 준위 측정 및 타구조물과 간섭이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를 설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제약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

전략을 마련하 다.

(1) 채널(혹은 검출기) 공유

일체형 원자로의 상위요건은 가능한 안전 및 비안전 채널의 센서를 고려하

는 것이다. 그에 따라, 안전(보호), 제어 및 감시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노

외 중성자속 감시계통도 기존의 개념과는 달리 가능한 단일 검출기를 이용하여 

모든 측정 역 및 요구되어지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설계전

략이다. 이를 위하여 성능 측면에서 현재의 검출기 제작기술 수준으로 검출기의 

공유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공유가 가능하다면 검출기 집합

체의 설치공간을 기존의 8곳에서 6곳 내지 4곳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더 나아가 각각의 검출기에 대한 신호처리 장비를 단일 신호처리 장비로 줄임으

로서 기기의 단순화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호처리의 디지털화 

개발전략 중 두 번째는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디지털화이다. 일체형 

MMIS는 전규모의 디지털화가 목표이므로 그에 따라, 센서 및 이에 따르는 부속 

아날로그 회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디지털 처리를 수행한다.  노외 중성자속 감시

계통에서는 검출기로부터 출력되는 미세한  전하펄스를 0에서 10V의 전압준위 

혹은 퍼센트 출력형태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용로에서는 이를 위해서 아날

로그 회로를 복잡하게 구성하 다. 이러한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한 구성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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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기검증이 완료되고 실시간 응답이 보장되는 등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정확도 문제, 디지털화 시스템에 비해 호환성 및 융통성의 부족 문제, 그리고 복

잡한 시험회로 및 절차 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체형 원자로에서는 이를 개선하

기 위한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을 사용한다.

(3) 검출기 설계 및 제작 

가압형 경수로에 사용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는 모두 노외에 설치되어 왔

지만,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원자로 용기 내부 혹은 IST 내부 설치에 대하여 모

두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설치환경에 맞는 중성자속 검출기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없는 실정이므로 상용로에서 사용된 검출기의 모델을 참조하여 일체형 

원자로의 검출기 설치 환경에 적합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를 새로 설계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 13 -

2. 3. 2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설계

기존 경수로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검출기 집합체는 원자로 용기 바깥

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원자로 용기 외부의 중성자속 누설율

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원자로 용기 외부에 검출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재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중성자속 측정 민감도가 매우 좋은 검출기를 사용

하거나 아니면 원자로 용기 내부에 검출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일체형 원자로의 용기내부의 환경 및 내부차폐탱크 내부의 환경을 살펴보면 

기존 상용로의 원자로 외부의 환경과는 매우 다르다. 원자로 용기내의 온도의 경

우 최고 350 
o
C, 압력의 경우 최고 17MPa, 최대 중성자속 분포의 경우 1×10

13
nv 

정도가 되며, 내부차폐탱크 내부의 경우 구체적인 설계가 진행 중에 있지만, 검

출기가 삽입될 내부가 물로 채워지며, 최대 중성자속 분포는 약 1×10
8
nv 정도를 

나타낸다. 만일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를 위의 두 위치 중 하나로 선정하여 삽입

한다면, 상기의 환경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 단락에서는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 위치에 따른 

제약 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설치 위치별,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계

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다. 

2. 3. 2. 1  검출기 설치 위치 검토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측정 역을 검출기가 충분한 감도로서 측정 가능

한가의 문제가 검출기 설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중성자속 측정 역은 핵연료 재장전 및 원자로 기동 

시의 준위인 선원 역에서부터 출력 역까지 전 구간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므

로 전체적으로 2×10
-9
% 에서부터 200% 까지의 약 11 decades의 범위에 해당하

는 노심출력이 측정 될 수 있어야 한다.

2. 3. 2. 1. 1  원자로 용기 외부 설치 방안

그림 2 는 일체형 원자로의 노심 근방에서의 전체 중성자속 분포를 나타낸

다. 노심 내에서는 중성자속 세기가 1×10
14
nv의 중성자속 세기가 나타나며, 노심

지지배럴 밖 역은 1×10
13
 nv, 노심지지배럴과 원자로 용기의 중간지점에는 

1×10
11
 - 1×10

12
nv, 원자로용기 근방(용기 내)은 1×10

11 
- 1×10

10
nv, 그리고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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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기 외부에는 1×10
8
nv 정도의 중성자속 세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나타

난 중성자속 세기는 원자로 구조물의 중성자속에 대한 향을 평가하기 위해 계

산된 값으로써 보수적인 계산으로 인한 고 평가된 값임을 감안하면 최적화된 계

산에 근거할 경우 그림에 나타난 값보다는 전반적으로 적은 중성자속 누설률 값

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용기 밖의 중성자속 누설률은 200% 

원자로 출력일 때 최고 1×10
8
nv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상용로에서의 노외 중

성자속 검출기의 전체 측정범위의 경우 대개 2×10
-9 
% 원자로 출력에서부터 

200% 원자로 출력이다. 그에 따라, 그림 2 의 전체 중성자속 분포도를 참고할 

때 선원역인 2×10
-9
% 출력에 상응하는 중성자속 누설율은 약 1×10

-3
nv, 200% 출

력 역에 대응하는 중성자속 누설율은 약 1×10
8
nv 로 정의할 수 있다. 

 

표 3.  기존 검출기의 펄스 계수 민감도 비교

검출기 계수 민감도 비  고

WL-24024

(YGN 3&4 Startup Channel Detector)
10 cps/nv BF3 비례 계수기

WL-24025

(YGN 3&4 Safety Channel Detector)
0.65 cps/nv 핵분열함

WH Source Range Detector(upgraded) 20 cps/nv 핵분열함

CFUG08

(Photonis)
4 cps/nv 핵분열함

중성자속 검출기의 각 생성신호별로 대응되는 중성자속 누설율을 살펴보면, 

기동신호의 경우 1×10
-3
nv - 1×10

2
nv, 광역 안전신호의 경우 1×10

-2
nv - 

1×10
8
nv,  협역 안전신호의 경우 약 5×10

5
nv - 1×10

8
nv, 그리고 제어신호의 경우 

약 1×10
-3
nv - 6.25×10

7
nv로 설정할 수 있다.

상기 중성자속 분포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제작된 모든 중성자속 검출기의 

성능을 검토하여 측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동신호의 

경우 펄스모드에 의해 측정되는데, 펄스모드 운전이 가능한 검출기는 핵분열함과  

BF3 비례계수기이다. 표 3 은 현재까지 조사된 검출기의 펄스계수 민감도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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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제작되는 중성자속 검출기의 펄스계수 

민감도는 단위 중성자속(nv) 당 수십 cps(count per second)를 넘지 않는다. 운

전원이 선원 역의 중성자속 정보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펄스계수에 의한 가청신

호가 필요한데, 가청신호를 주기 위한 최소 펄스 계수율이 10-1cps 라 하면, 20 

cps/nv라 할 때, 열중성자 민감도를 가진 중성자속 검출기의 경우 5×10-3nv의 중

성자속이 요구된다. 이는 핵연료 재장전 및 기동 운전 시 발생하는 최소의 중성

자속이 5×10-3nv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중성자속 검출기는 이 값에 부합

하는 중성자속 세기를 가진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원자로 용기 외부에 기동신호 생성을 위한 검출기를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중성자속 측정범위가 1×10-3nv - 1×102nv정도 이므로 약 

그림 2. 일체형 원자로의 전체 중성자속 분포도  



- 16 -

0.5 decade 정도의 원자로 출력은 측정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동

신호 측정을 위하여 상용의 중성자속 검출기를 원자로 용기 외부에 설치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원자로 용기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상되어지는 선원 역의 중성자속 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의 설계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부가하여, 현재의 검출기 사양수준을 고려할 때 원자로 출력

운전시의 중성자속 누설율이 최소한 1×10
8
 nv 이상 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구되어지는 선원 역의 중성자속 준위 측정상의 문제만 개선된

다면 원자로 용기 외부에 검출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광역 안전신호 생성의 경우 핵분열함을 사용하여 1×10
-2
nv에서부터 1×10

8
nv 

까지의 원자로 출력 측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협역 안전신호 및 제어신호 생성과 관련한 검출기의 경우 각각 5×10
5
 - 

1×10
8
nv, 1×10

-3
nv - 6.25×10

7
nv의 중성자속을 측정하여야 하므로 핵분열함, 보

상전리함 및 비보상전리함 등을 이용하여 측정은 가능하다. 협역 안전신호의 경

우, 검출기에서 발생된 전류모드에 의해 운전되며, 이는 0 에서 10V사이의 전압

으로 변환된 후 이를 다시 물리적 의미를 갖는 0 에서 200% 사이의 퍼센트(%) 

출력으로 변환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 때 발생되는 전기신호는 중성자속의 세기

와 비례하며, 기존의 선형출력신호 보다 약 100배 정도 감소한 신호가 출력된다.  

따라서, 일체형 원자로의 신호처리회로가 기존의 회로와 비교하여 100배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다면 요구하는 측정채널의 정확도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결론적으로 원자로 용기 외부에 모든 원자로 운전 역을 측정할 수 있는 검

출기를 설치하는 것은 선원 역의 중성자속 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개선된 성능

을 갖는 검출기 및 보다 높은 측정 정 도를 갖는 신호처리회로의 설계가 가능

하다면 충분히 구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2. 3. 2. 1. 2  원자로 용기 내부 설치 방안

일체형 원자로는 루프형 원자로와는 달리 노심지지배럴과 원자로 용기 내벽 

사이의 반경방향 거리가 약 50cm 정도 되기 때문에 위치마다 중성자속 누설율 

값은 차이를 지닌다. 특히 원자로 용기 내벽근처는 그림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1×10
11
nv 정도의 중성자속 준위를 갖는다. 이 값은 일반 가압 경수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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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용기 밖의 중성자속 누설율과 유사한 값이다. 따라서 중성자속 측정 역 

관점에서는 원자로 용기 내벽 가까운 위치에 중성자속 검출기를 설치한다면, 상

용로에서 사용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를 활용할 수 있다. 상용로의 검출기를 사

용할 수 있는 역은 출력운전 시, 1×10
9
 에서 1×10

11
nv의 중성자속 역을 갖는 

부분으로서 노심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약 100 cm - 130 cm 떨어진 역이다.  

이 역에 검출기를 삽입할 경우 비교적 낮은 중성자속으로 인해 중성자속의 누

적선량이 기존 상용로와 유사하므로 검출기의 수명요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

는다. 즉 기존 상용로에 사용했던 핵분열함에서 사용한 핵분열물질인 U
235
를 그

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검출기 제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설치위치에 따른 타 구조물과의 기계적 간섭, 원자로 내의 환경요인

에 대한 대처, 검출기 크기제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현재까

지 검토된 결과 원자로 용기 내벽 근처는 타 구조물과의 기계적 간섭으로 설치

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환경요인 및 검출기 크기 제한요소 등은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심지지배럴 근처의 중성자속 누설율은 그림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1×10
12
- 1×10

13
nv 정도이다. 본 위치는 타 구조물과의 기계적 간섭이 비교적 없

는 곳이므로 원자로 용기 내부에 검출기를 설치 시 가장 적절한 설치위치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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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2  설치 위치에 따른 제한 사항 검토 및 해결 방안

2. 3. 2. 2. 1  설치 위치별 제한 사항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적절한 삽입위치로서 노심지지배럴과 원

자로 용기 사이에 검출기를 설치하는 방안과 원자로 용기 외부에 위치한 내부차

폐탱크(Internal Shielding Tank : IST)내부에 검출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초점을 두어 설치 위치에 따른 제약 사항들을 논의해 보자. 이와 같은 설정으로 

인하여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는 상용로의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가 직면한 설치환경보다 가혹한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한 제약 사항을 크

게 중성자속 세기관점, 환경적 관점, 그리고 기계적 관점 등에서 살펴보자. 

(1) 중성자속 세기 관점

(가) 측정 중성자속 범위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 위치를 원자로 용기내부와 노

심지지배럴사이에 삽입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그림 2 에서와 같이 최대 중성자

속 세기를 대략 1×10
13
nv 정도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상용로의 노외 중

성자속 검출기 설치위치에서의 최대 중성자속 세기인 1×10
10
nv 보다 약 1,000배 

정도 높은 값이다.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 위치를 원자로 용기외부에 위

치한 내부차폐탱크 내부로 고려할 경우, 최대 중성자속 세기를 대략 1×10
8
nv 정

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상용로의 최대 중성자속 세기에 비해 약 1×10
-2
배 

정도 낮은 값이다. 그림 3 은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를 내부차폐탱크 내부에 설치

할 경우, 예상되는 평면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4 와 그림 5 는 노외 중성자

속 검출기를 원자로 용기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예상되는 평면도를 보여주고 있

다 (단, 각각의 그림들은 개략적인 설치 위치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함). 그림 5의 

경우, 노외 검출기 설치관 직경이 100 mm 이며, 검출기 설치관 위치는 원자로반

경 1633 mm에 해당한다.

설치위치의 중성자속 세기는 이를 측정하는 검출기의 종류를 제한하게 되는

데, 예를 들어, BF3 비례계수기는 중성자속이 저준위일 때 주로 사용되며 중성자

속의 세기가 커지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기존의 노외 중성자속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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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통 중 출력 역을 측정하는 검출기 종류로는 비보상전리함과 핵분열함을 들 

수 있는데,  이 들 모두 기체 봉입 전리함의 변형으로서 중성자속이 일정준위 이

상이면 중성자속에 따른 전류발생률이 포화상태가 되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

다.  

상용로에 사용된 핵분열함의 경우 약 중성자속이 10
11
nv 이상인 경우부터는 

측정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보상전리함의 경우도 핵

분열함과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기존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분열함 및 

비보상전리함의 사양으로는 일체형 원자로의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사양을 만

족할 수 없다.

원자로 내에 설치를 고려하는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경우 약 1×10
13
 nv 

정도의 최대 중성자속을 측정해야 한다. 통상 기존 경수로에 사용된 핵분열함 또

는 비보상전리함의 최대 측정가능 중성자속이 약 1×10
11
nv 정도인 점을 감안하

그림 3. 노외 검출기의 원자로용기 내 설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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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매우 높은 값이다. 1×10
11
nv부터 1×10

13
nv까지는 원자로의 출력운전에 해당되

는 중요한 운전 역으로서 원자로의 제어 및 보호를 위해 정확한 중성자속 정보

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핵분열함이나 비보상 전리함의 사양으로 볼 

때 1×10
11
nv 이상에서는 중성자속에 의해 발생되는 전하량이 포화되어 중성자속

과 전하의 양이 더 이상 비례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이상의 역에서는 측정

의 부정확도가 발생하므로 원자로 출력운전 역에서의 정확한 중성자속 정보를 

알지 못한다. 

한편, IST 내부의 설치를 고려하는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경우 약 

1×10
8
nv 정도의 최대 중성자속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는 상용로에서 사용 중인 

핵분열함 등과 같은 검출기들의 사양을 고려할 때, 기존의 검출기만을 이용하여 

충분히 측정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려되어지는 측정 역을 감안할 

때 선원 역의 중성자속의 측정에 어려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를 원자로 용기 내부 혹은 IST 내부에 

그림 4. 노외 검출기의 IST내부 설치평면도 (1)

       (용기외 노외계측기 설치관 : 6개 등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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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것을 고려 할 경우, 기존 상용로에서 사용되었던 검출기들의 사양을 고

려할 경우 일체형 원자로의 고 중성자속 측정 문제 혹은 선원 역 측정문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연구 개발 중이거나 다른 노형의 원자로 내에서 사용되었

던 검출기를 살펴보자. 표 4 는 조사된 검출기의 사양을 나타낸다. 

표 4 를 살펴보면 미국의 TGM(Thermo Gamma-Metrics) 사가 개발하여 

고리1, 2호기 등 Westinghouse형의 기존 노외 핵계측기를 대체하여 설치된 핵분

열함의 경우 노외용으로 개발되어 고 중성자속 관련 현안을 만족시키지는 못하

지만, 하나의 검출기(핵분열함)를 이용하여 전 운전 역이 측정 가능하다는 점은 

일체형 원자로의 채널공유 목표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측정 역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사양으로는 선원 역의 측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보완설계를 통하여 요구

되어지는 선원 역의 측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Photonis사에서 개발한 노내용 핵분열함은 원자로광역운

전 역의 측정이 가능하며 중성자속 측정 역도 최대 1×10
13
nv 까지 측정이 가

능하므로 원자로 용기내에 검출기를 위치시킬 경우, 중성자속 측정 역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그러나, IST 내부에 검출기를 설치할 경우, 선원 역의 측

정에 대한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한국표준원전에 사용된 핵분열함의 경우도 루프형 원자로의 특성에 맞게 개

발되었으므로 일체형 원자로의 중성자속 측정 역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림 5. 노외 검출기의 IST 내부 설치 

평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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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E사 형의 비등경수로에 사용된 노내 설치 핵분열함은 중성

자속 측정 역이 선원 역에서 최대 1×10
14
nv 까지 측정이 가능하므로 

원자로 용기내에 검출기 설치를 고려할 경우, 중성자속의 측정 준위를 

만족 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또한, IST 내부에 검출기를 설치할 경

우, 선원 역의 측정에 대한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4. 주요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중성자속 관련사양 비교 

중성자속 역 측정 역
최대 중성자 

조사량
비고

Maple unit 1&2

고리 1&2 

(TGM, 교체용)

2.5×10
10
 nv max

10
-2
nv - 10

10
nv

10
-9
 - 200 %

IST 내부 

설치 가능성 

BWR 

노내 핵분열함

(Reuter-Stokes)

up to 1014 10-8 - 200 %

1.24×1022 nvt

(thermal)

1.98×1022 nvt

(past)

원자로 용기 

내부 설치 

가능성 

1% 

sensitivity 

loss

WL-24025

(YGN 3&4 , FC)

2.0×10
10
 nv max

10
-1
nv - 10

10
nv 

10
-7
 - 200 %

CFUE32

(Photonis)
10
3
 -10

13
nv 10

-8
 - 200 %

2×10
19 
nvt

(thermal)

1% 

sensitivity 

loss

(2) 검출기 수명

핵분열함의 수명은 핵분열함 내에 코팅된 방사선 동위원소와 관련이 있으

며, 중성자속의 누적 조사량이 검출기 사양에 나타난 최대 허용 누적 조사량을 

넘으면 검출기의 측정감도는 감소하게 되어 검출기를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일

체형 원자로의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 위치를 원자로 용기 내부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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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노심과 원자로 용기 사이에 위치한 여러 기기들에 의해서 검출기의 교

체작업이 기존보다 번거러울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검출기의 교체주기는 최대

한 긴 것이 좋을 것이다. 검출기의 수명은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설계수명인 30년

과 동일한 수명을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소한 10년 이상

의 수명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IST 내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검출기의 설치와 

제거 관점에서 볼 때,  원자로 용기 내부 설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별한 구조

물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검출기 안내관을 따라 용이하게 검출기의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검출기의 설계수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완

화된 설계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표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로 밖에 설치되는 상용의 핵분열함을  고 

중성자속 환경에 설치한다면 기존 수명보다 크게 감소한 수명을 갖는다. 그러므

로 검출기의 수명 측면에서 기존 원자로에서 사용된 검출기는 일체형 원자로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원자로 용기 내부에 검출기 설치를 고려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GE 형 비등

경수로에 사용되었던 노내용 광역 핵분열함의 경우, 최대 중성자 조사량 허용치

는 열중성자 조사량의 경우 1.24×10
22
 nvt, 속중성자 (>0.1 Mev) 조사량의 경우 

1.98×10
22
 nvt 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림 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년의 원자로 수명 동안 조사된 총 중성자 조사량은 비등 

경수로의 경우 제시된 중성자속 조사량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검출기 내의 우라늄 코팅물질의 수명은 원자로 수명인 30 년 정도는 보장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검출기의 수명은 중성자 조사량 뿐 만 아니라 운전온

도 그리고 감마 선속에도 향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고온 및 고 

감마선속이 예상되므로 실제 수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성자속 측정 역 관점에서 일체형 원자로의 요건을 만족했던 Photonis사

의 CFUE32 핵분열함의 경우 표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대 2×10
19 
nvt의 허용 

조사량을 가지므로 일체형 원자로의 중성자속 요건에서 운전할 때 그 수명은 약 

한달 여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검출기의 수명 측면에서 

CFUE32 핵분열함은 일체형 원자로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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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속 중성자 조사량 분포(Near-Core Model) [n/cm2] 

(2) 환경적 관점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 위치를 원자로 용기 내부로 가정할 경우 검출

기가 설치되는 곳은 고온, 고압, 고습 환경을 가지게 된다. 즉, 중성자속 검출기

는 17 MPa 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350 
o
C의 온도에서 요구되어지는 성

능을 유지해야 하며, 냉각수의 흐름에 대비하여 전기적 봉 및 격리 등이 이루

어져야 한다.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 위치를 원자로 용기 외부의 IST 내

부로 고려할 경우에도 중성자속 검출기는 탱크 내부에 채워져 있는 냉각수(H2O)

를 고려하여 전기적 봉 및 격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5 는 중성자속 검출

기가 설치될 공간의 환경에 대하여 기존 상용로와 일체형 원자로를 비교한 것이

다. 표 5 에서 일체형 원자로의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설치 장소를 IST 내부로 

가정할 경우 내부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는 현재 IST의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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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체형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환경 비교

상용로

(한국표준원전)
일체형 원자로

정상 조건 비정상 조건

IST 내부 설치 용기 내부 설치

정상 조건 비정상 조건 정상 조건 비정상 조건

온도(°C) 10 - 50 up to 188  10 - 310 up to 350

상대습도(%) 5 - 95 100 Submerged Submerged Submerged

압력(Kg/cm2) 0 - 0.35 0.35 - 4.2 0 - 165 170 

(가) 온도

온도는 물리적으로 격리하기 매우 힘든 변수이며, 이러한 물리적 격리는 완

벽한 단열물질의 사용이나 완벽한 진공상태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원자로 내의 열을 격리하는 방법은 거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검출기 자체가 고온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편이 좋다. 

핵분열함은 기체 봉입 전리함의 일종으로서 중성자의 핵분열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전류는 온도에 의존한다. 가스로 채워진 전리함 내의 핵분열 반응에 의

해 생성된 이온은 전리함의 양단의 전압인가에 의한 전기장 형성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양이온은 음극으로 각각 이동하게 되며, 이 때 이온(혹은 전하)의 이동

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μ
E
p

여기에서, v는 drift velocity, E는 electric field strength, μ는 mobility, p

는 gas pressure를 의미한다.. 

수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리함을 통해 흐르는 전하의 흐름인 전류는 외부

에서 인가한 전압에 의해 형성된 전계 E와 μ에 비례하고, 기체압력에 반비례함

을 알 수 있다.  전리함에 인가한 전압에 의해 형성된 전계 E와 μ를 상수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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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경우, 전리함의 출력인 전류 I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I∝C
1
p

where, C is Constant

전리함 내의 체적을 V 라 두면, 절대 온도 T 가 가해질 경우 기체압력은 

온도에 비례하므로 전류는 다음과 같이 온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I∝
1
T

위에서 보듯, 전류가 절대온도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검출기의 민

감도 역시 온도에 반비례하게 되며, 이러한 온도와 민감도의 관계로부터, 일체형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분열함의 경우 모든 원자로 운전범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 변화에 따른 측정민감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상용로에서는 기동운전 시 핵적가열(nuclear heat-up) 대신에 원자로냉각재

펌프에 의한 간접가열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고온대기상태에서 실제 원자로의 

출력증강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검출기의 정상 운전온도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온도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체형 원자로의 경

우 원자로냉각재펌프에 의한 가열이 이루어지지 않고 핵적 가열이 이루어지므로 

저온에서부터 중성자속의 지속적 변화를 측정하기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검출

기는 저온에서부터 고온까지 넓은 측정구간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어 그에 따

른 민감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표 6 은 주요 검출기의 온도관련 사양을 나타낸다. 루프형 경수로에서 사용

된 핵분열함의 경우, 운전온도 범위 또는 최대 온도가 일체형 원자로 용기 내부

의 검출기 설치를 고려했을 때의  용기 내부의 온도보다 작으므로 온도 사양 측

면에서 부적합하다. 또한, 루프형 원자로의 경우 핵분열함이 원자로 용기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검출기의 운전온도 범위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고리 1, 2 

호기에 교체 설치된 핵분열함의 경우 0.05 % / 
o
C의 온도계수를 갖지만

[7]
 운전온

도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온도계수에 의한 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Reuter Stokes 사의 핵분열함은 약 0.18 % / 
o
C 의 온도계수를 가지는데 반

해, 운전온도인 25 
o
C와 300 

o
C에서의 측정민감도는 약 38% 정도의 차이를 지니

므로 측정 불확실도 중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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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온도 관련사양 비교 

정상운전 온도 온도 drift 비고

Maple unit 1&2

고리 1&2 

(TGM, 교체용)

0-150 oC (normal),

Max. up to 220 oC 
0.05 %/oC

BWR 노내 핵분열함

(Reuter-Stokes)

25 oC - 300 oC

(Max. up to 350 oC)
0.18 %/oC

WL-24025

(YGN 3&4 FC)

10 
o
C - 50 

o
C 

Max. up to 188 
o
C

CFUE32

(Photonis)
Max. up to 600 oC

(나) 압력 및 상대습도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바에 따라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는 원자로 용

기 내부 혹은 IST 내부에 위치한 검출기 안내관에 설치된다.  검출기 안내관은 

각각 주변 구조물과의 압력경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일차계통 냉각재 혹은 내

부차폐탱크(IST) 내부에 채워진 냉각재가 검출기 안내관에 유입되어져 검출기 

집합체는 물속에 잠기는 상태가 된다. 

한편, 검출기 집합체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경우 매우 미약하여 외부 잡음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원자로에 사용된 검출기 집합체의 경우, 그림 7 과 

같이 외부와의 절연 및 차폐를 위하여 절연벽, 검출기 하우징, 다중 차폐 동축케

이블로 둘러싸여 있다. 절연 벽은 검출기 집합체와 타 구조물과의 전기적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1차적 장벽이며, 검출기 하우징은 검출기 집합체를 기계적으로 보

호하기 위한 2차적 장벽일 뿐 만 아니라 외부의 전자기장으로부터 검출기를 차

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출기 하우징 내에는 3개의 검출기가 포함되는데 검출

기의 신호선은 2, 3중의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의 잡음(noise) 침투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에서는 검출기 안내관이 물에 잠겨 있는 상태이므로 

상용로의 경우와 비교하여 안내관 자체가 절연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때문에,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검출기 하우징이 1차적인 절연 벽이 되어야만 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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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검출기 하우징 내로 수분이 침투할 경우 검출기의 출력 신호선과 플랜트 접

지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외부 노이즈의 침투가 일어날 수 있다.   

검출기 집합체가 위치하는 계측기 안내관의 압력의 경우 각각 설치되는 장

소에서의 압력과 동일하므로 검출기 하우징은 각각 설치위치의 압력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표 7 은 주요 검출기의 압력, 습도 관련 사양을 나타낸다. 루프형 경수로에

서 사용 중인 검출기 집합체의 압력요건은 표 7 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체

형 원자로의 압력요건인 17 MPa 보다 매우 낮으므로 일체형에 적용하기는 어렵

다.  상대습도는 정상운전동안에는 최대 95%, 설계기준사고 발생시 100%의 수증

기 환경에 직면하므로 일체형 원자로의 침수환경과는 다르다.

일차계통의 압력에 바로 노출되는 검출기는 비등 경수로의 노내 설치 핵분

열함이다. 그러나 이 핵분열함은 비등경수로의 최대 압력이 1250 psig (8.5 MPa) 

정도이므로 가압 경수로의 운전압력에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다.  상대습도 

측면에서는 검출기 집합체를 위한 안내관이 건성조건이므로 일체형 원자로의 침

수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림 7.  핵계측 루프의 그라운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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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압력, 습도 관련사양 비교 

정상운전압력

(최대압력)
상대습도 비고

Maple unit 1&2

고리 1&2 

(TGM, 교체용)

0 - 0.035 MPa

(0.035 - 0.42 (DBE))

10 - 95%(normal),

(steam (DBE))

BWR 노내 핵분열함

(Reuter-Stokes)
(최대 8.5 MPa)

Dry Tube 

Condition

WL-24025

(YGN 3&4 FC)

0 - 0.035 MPa

(0.035 - 0.42 MPa)

5 - 95%

(100%)

CFUE32

(Photonis)

  (3) 구조적 요인과 관련한 보수 유지 관점

일체형 원자로는 주요 일차계통 기기가 원자로 용기 내부에 설치되므로 

원자로 용기 내부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닌다. 이에 따라 노외 중성자속 검출

기 집합체를 원자로 용기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경우, 설치할 공간의 위

치, 공간크기 등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한편, 노외 중성

자속 검출기 집합체를 IST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의 경우, 설치 공간의 위치나 

크기 관점에서 제한된 조건을 가지지만, 검출기 집합체의 삽입 및 제거의 관점에

서 볼 때, 내부 구조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원자로 용기 내부의 설치 시보다, 상

대적으로 이점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를 

설계 및 제작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검출기 집합체의 허용크기, 삽입 및 제거

의 용이성 등 보수유지 관점이다. 

(가) 집합체의 크기

상용로의 검출기 집합체 크기와 허용 가능한 일체형 원자로의 노외 중성자

속 검출기 집합체의 크기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상용로의 경우 설치공간이 충분

히 커 검출기 집합체의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았으나,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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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그 크기가 제한된다. 검출기로 핵분열함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상용

로에서의 검출기 집합체의 설계 및 제작은 크기 측면에서 유연성을 많이 지니고 

있으나,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는 특수하게 제작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출

기 집합체 당 3개의 검출기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단일 검출기의 크기 및 반경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수직방향 노심 길이가 800mm인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800mm 내에 3개의 검출기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단일 검출기의 전극 및 케이블 

공간 등을 고려하면 단일 검출기의 최대 길이는 20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

리고, 검출기 집합체의 직경의 경우 원자로 용기 내부 설치 및 IST 내부 설치에 

대하여 각각 50mm(변경 가능)와 100mm인 검출기 안내관에 삽입/인출이 가능해

야 하므로, 검출기 집합체의 직경은 각각 50mm와 100mm보다 작아야 한다.

중성자속을 실제 감지하는 유효 길이(sensitivity length)는 노심의 크기와 

노심의 반경방향 거리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 유효길이는 단일 검출기의 길

이와 동일하다. 

표 8 은 기존 상용로 및 일체형 원자로의 검출기 집합체의 기하학적 사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GE 형 비등경수로에 사용된 Reuter Stokes사의 검출기의 경우 

단일 검출기 길이가 200mm로서 일체형 원자로 연구로의 요건인 200mm를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기의 반경도 14mm로서 일체형 요건을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중성자속을 실제 감지하는 유효 길이 (Sensitivity Length)는 

75 mm 로서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프랑스 Photonis사의 CFUE32 검출기의 경우 길이가 150 mm, 반경이 14 

mm로서 일체형 원자로의 기하학적 사양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효길

이는 56 mm로서 Reuter Stokes사의 검출기보다 작게 나타났다.

(나) 유지보수 관점

검출기 집합체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검출기 안내관을 통한 삽입 및 인출이 

용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검출기 안내관이 직선 형태이어야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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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검출기 집합체를 IST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예상되어지는 검

출기 안내관은 타 구조물 등에 의한 향을 받지 않으면서, 직선구조를 가질 수 

있다(그림 4, 그림 5, 그림 8 참조). 그러나,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검출기 

집합체를 원자로 용기 내부에 설치할 경우, 타 구조물에 의한 간섭 등으로 계측

기 안내관은 AA', BB' 부분에서 곡선구조를 가진다. 이는 검출기를 검출기 안내

관에 삽입 또는 인출할 때 큰 제약사항이 되며, 이로 인한 검출기 집합체의 설계 

또한 큰 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검출기 집합체는 검출기를 감싸는 검출기 하우징과 케이블 집

합체로 구성된다.  검출기 외관의 경우, stainless steel 등의 단단한 물질로 제작

되며, 이에 따라 검출기 하우징도 구부릴 수 없도록 제작되는 것이 보편적이며, 

현재까지 유연성 있는 검출기 하우징을 제작한 예는 없다. 반면, 케이블 집합체

는 유연한 물질로 제작되므로 구부릴 수 있으나, 이는 허용 구부림 반경(bending 

radius) 이내이어야 한다.

표 8. 상용로 및 일체형 원자로 노외 검출기의 기하학적 사양 비교 

단일 검출기 

길이(mm)
반경(mm) Sensitivity Length

일체형 원자로

IST 내부 약 200mm이하 최대 50 mm 이하  

원자로 용기

내부
약 200mm이하 최대 25 mm 이하

Maple unit 1&2

고리 1&2 

(TGM, 교체용)

As Required
950 mm 

(검출기 집합체 반경임)

Reuter-Stokes 

Detector
200 mm 14 mm 75 mm

WL-24025

(YGN 3&4 FC)
1150 mm 160 mm 975 mm

CFUE32

(Photonis)
150 mm 14 mm 56 mm



- 32 -

그림 8.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설치를 위한 검출기 

안내관의 예상구조(IST내 설치)

(4) 제어전략에 따른 광역 중성자속 측정 요건

일체형 원자로의 운전모드는 루프형 원자로에 비해 복잡하다. 이 중 기존 

경수로에 비해 가장 특이한 점은 원자로를 저온정지 상태에서 임계상태로 가져

오는 핵적 기동운전(nuclear startup)이다. 상용로에서는 원자로를 저온정지 상태

에서 고온대기 상태로 전환시킬 때 주냉각재펌프의 열을 이용하여 일차계통을 

가열시킨 후 제어봉을 인출하여 원자로를 임계상태로 도달시킨다. 반면,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주냉각재펌프의 용량이 매우 작아 주냉각재펌프의 열을 이용하여 

일차계통을 가열시킬 수 없다. 따라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원자로

를 가열시키는데 있어, 붕산수의 사용없이 제어봉으로만 원자로를 임계상태에 도

달시켜야 한다. 이 경우 원자로에서 나온 열은 정격출력의 0.1%를 유지하게 되

며, 일차계통의 냉각재가 매우 낮은 온도로 유지되므로 원자로가 초임계(super 

critical) 상태가 되지 않도록 미세한 반응도 제어가 필요하다. 이때의 제어로직은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으로부터 측정된 노심출력을 출력배가시간(reactor 

doubling time)으로 전환하여 이를 설정치와 비교한 뒤, 그 편차에 따라 제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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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출하여 노심을 임계상태로 보내도록 구성된다. 편차신호 값이 0이 될 때까

지 자동운전하며 노심출력이 0.1%에 도달하면 노심 기동운전을 멈추도록 구성된

다. 

따라서, 기존 발전소의 제어논리가 출력 역(0% - 125% 원자로 출력) 사이

의 선형정보만을 요구하는데 비해, 일체형 원자로는 2×10
-9
% 부터 125% 사이의 

광역 원자로 출력정보를 받아 원자로를 제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설계 

제한 사항은 위의 제어 성능을 만족하는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가 요구된다는 점

그림 9.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설치를 위한 

검출기 안내관의 예상구조(용기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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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국표준원전의 경우 제어용을 위해서는 비보상전리함을 사용하여 선형출력

만 측정하 으며, Westinghouse형도 비보상전리함을 사용하여 선형출력만 측정

하 으므로 선형출력과 광역 지수출력이 동시에 필요한 일체형 원자로에는 적합

하지 않다. 

2. 3. 2. 2. 2  해결 방안

앞서 언급했듯이, 검출기의 설계 및 제작측면에서 일체형 원자로가 갖는 설

계제약사항은 가혹환경, 구조적 요인과 관련된 유지보수, 그리고 저준위 혹은 고

준위의 중성자속 측정 등의 제약사항과 일체형 원자로의 제어전략에 따른 제어

용 검출기의 광역화 요건 등으로 집약되어진다. 본 단락에서는 일체형 원자로의 

특성에 따른 설계제약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기존 검출기를 검토한 결과를 참조

하여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계 방안에 대하여 언급한다.

  (1) 제약 사항별 해결방안

(가) ‘중성자속 세기’에 대한 해결방안 

원자로 용기 외부에 검출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고 중성자속의 

측정능력과 광역 운전 역의 측정 능력을 갖는 검출기로서 핵분열함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까지 상용로에 설치된 핵분열함 중 일체형 원자로의 측정

역 및 수명관점에서 적합한 검출기로는 GE형 비등경수로에 사용된 Reuter 

Stokes사의 핵분열함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리고, IST 내부에 검출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광역운전 경의 

측정능력과 선원 역 측정능력을 만족하는 검출기로서 역시 핵분열함을 사용하

는 것이 타당하며, 상용로에 설치된 핵분열함 중 위의 요건에 근접하는 것으로 

TGM(Thermo Gamma-Metrics)사가 개발한 핵분열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체형 원자로에서 요구되는 선원 역의 1 decade에 대한 범위를 만족시키지 못

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계개선업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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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혹환경’에 대한 해결방안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의 원자로 용기 내의 설치를 고

려할 경우, 검출기 집합체의 설계온도는 일차 측의 설계온도와 동일하게 설계되

어야 하므로 검출기 집합체의 정상 운전온도를 310℃까지로 고려하 으며 비정

상 조건의 온도요건은 일차계통의 설계온도와 동일하게 350℃를 고려하 다. 한

편,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의 IST 내부 설치를 고려할 경우, 검출기 집합

체의 설계온도는 IST가 원자로용기 집합체로부터 전달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수로 채워져 있음을 감안할 때, 검출기 집합체의 설계온도를 저온상태로 고

려하 으며, 그에 따라 정상 및 비정상 운전온도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설계상의 

제약사항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고 판단된다.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의 원자로 용기 내부 설치를 고려할 경우, 고

온 환경에 따른 기존 검출기를 검토한 결과 Reuter Stokes사의 노내 설치용 핵

분열함이 갖는 최대 온도가 350℃인 것으로 나타나 온도변화에 대해서는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용기내 설치의 경우, 저온상태(20℃)에서 350℃

까지 검출기가 운전되어야 하므로 감도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Reuter 

Stokes사의 핵분열함의 경우 25℃에서의 측정 민감도와 300℃에서의 측정 민감

도는 약 38%의 차이를 보이므로 측정 감도를 보상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원자로 용기 내부에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의 설치 방안과 관련한 고

압, 침수환경 측면, 그리고 IST 내부의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의 설치 방

안과 관련된 침수환경 측면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핵분열함은 일체형 원자로

의 압력, 침수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중성자속 측정 역, 수명 및 검출기의 크기 등에서 일체형의 요건에 부합하는 

핵분열함을 이용, 일체형 원자로의 요건에 맞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분

열함 자체는 그대로 사용하고 각각의 핵분열함을 감싸는 검출기 하우징을 설계

하여 17 MPa(in-vessel case)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출기 하우징은 전극으로 사용되는 핵분열함의 외부 몸통과 계측기 안내관 및 

다른 원자로 기기와의 전기적 절연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검출기 하우징

과 핵분열함 사이에는 전도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냉각수가 검출기 하우

징 내로 침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36 -

(다)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해결방안

검출기 집합체는 유지 보수를 위하여 검출기 안내관을 통한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해야 한다. 일체형 원자로의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가 설치될 원자로 

용기 내부 및 IST 내부의 기하학적 구조를 감안하여, 검출기 집합체의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위치별 검출기 집합체의 예비구조를 살펴보자.

원자로 용기 외부에 위치한 IST 내부에 검출기 집합체를 설치할 경우, 검출

기 안내관이 100mm의 직경을 갖고 구부러짐 역이 없는 직선형태를 가지므로,  

기존에 사용한 핵분열함을 선정하여 침수환경 대비를 위한 하우징 설계를 통해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출기 안내관이 100mm의 직경을 갖고 구부러

짐이 없는 직선형태로 구현되어지는 검출기 집합체 예비구조는 그림 10 과 같이  

구현 될 수 있다. 

그림 10. IST 내부의 설치에 따른 검출기 집합체의 개략적 구조

그러나, 원자로 용기 내부에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의 설치를 고려하

는 경우, 여러 구조물에 의한 간섭 등으로 검출기 안내관이 곡선구조를 가지게 

되어 검출기 집합체를 검출기 안내관에 삽입 또는 인출 시 큰 제약사항이 발생

하게 되며, 이로 인한 검출기 집합체의 설계 또한 큰 향을 받게 된다.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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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의 구성부분 중 구부러질 수 있는 부분과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구부러지지 않는 부분은 개별적인 검출기 부분이며, 구부림이 가능한  

설계 부분은 검출기 사이의 연결부분, 그리고 케이블 집합체 부분이다. 그림 11 

은 원자로 용기 내부에 설치 시, 검출기 집합체의 개략적인 구조로서 검출기 집

합체는 3개의 구부러지지 않는 핵분열함 하우징과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진 핵

분열함 하우징 연결부분, 그리고 케이블 안내관으로 구성된다.  

그림 11.  원자로 용기 내부의 설치에 따른 검출기집합체의 개략적 구조

그림 10 과 그림 11 은 현 설계 단계에서의 노심의 크기와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관 직경을 감안하여 각각 IST 내부 설치 및 원자로 용기 내부 설

치에 대하여 예상되어지는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며, 구체적인 수치에 대

해서는 추후 확정시 제공할 예정이다.

(라) ‘제어전략’에 대한 해결방안

일체형 원자로의 제어전략상 광역 중성자속 정보가 필요하므로 광역신호를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한 협역채널의 비보상전리함 대신 핵

분열함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 신호는 핵분열함에서 발생되는 펄스모드

(pulse mode)와 MSV모드(Mean Square Voltage mode)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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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11 decades의 광역 신호의 생성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신호의 정확도

가 협역 신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정 한 제어로직에 사용하기는 곤란하

다. 따라서 원자로의 정 한 제어를 요구하는 출력 역에서는 기존의 제어신호와 

마찬가지로 협역 신호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핵분열함의 전류 모드(Current 

mode)를 사용하면 기존의 협역 신호와 유사한 사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제안된 검출기 집합체의 개략적 구조 

앞서 언급된 해결방안을 토대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체의 개략적 구

조를 그림 10 및  그림 11 과 같이 제안하 다. 그림 10 은 IST 내부에 검출기

가 삽입될 경우, 적합한 검출기 집합체 구조를 나타내며, 그림 11 은 원자로 용

기 내부에 검출기가 설치될 경우, 적합한 집합체 구조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본 

개략도에서 검출기 집합체는 검출기 하우징, 하우징 연결부분(선택사항 임), 그리

고 케이블 집합체 및 안내관 등으로 구성된다. 검출기 하우징은 검출기와 타 구

조물과의 봉 및 격리를 위한 부분으로서 냉각수가 검출기 내로 유입됨을 방지

함으로써 검출기의 건전성과 측정신호의 왜곡현상을 방지하는 경계역할을 한다. 

검출기 집합체의 하우징은 상황에 따라 채널 당 1 개이거나 3 개가 될 수 있으

며, 이는 계측기 안내관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11 은 현재까지 조사된 검출기 중 일체형 원자로의 원자로 용기내부 

설치 요건을 가장 잘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된 Reuter Stokes사의 핵분열함을 근

거로 검출기 집합체를 구성한 것이다. 각각의 핵분열함마다 하우징을 설치함으로

써 고온, 침수 환경에 대비하고 굴곡 역을 가진 계측기 안내관으로부터 자유롭

게 삽입 및 제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설계된 검출기 집합체

의 형상은 집합체 구성부분 중 유연한 부분의 길이가 극도로 제한되어 굴곡 역

을 가진 안내관으로의 삽입 및 제거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

로, 검출기 집합체 형상의 변경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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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3  검출기 공유 방안 

2. 3. 2. 3. 1  개요 및 전제조건  

일체형 원자로의 상위요건은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안전 및 비안전 

채널의 계측기의 공유를 고려하는 것이다. 안전(보호), 제어 및 감시기능을 동시

에 수행해야 하는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역시 기존의 개념과는 달리 가능한  

하나의 검출기를 이용하여 모든 측정 역 및 모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설계전략이다. 특히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제어용 검출기의 광역 측정이 가능해

야 하므로 기존의 비보상전리함 대신 핵분열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

로 검출기의 공유는 필요하다. 

검출기 공유가 실현되면 이를 통해 검출기 집합체의 설치공간을 줄일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며, 더 나아가 각각의 검출기에 대한 신호처리 장비를 단일 신호

처리 장비로 줄임으로서 기기의 단순화 등을 실현할 수 있다.  

공유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공유에 의해서도 검출기는 요구되어지는 기능

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더욱 중요한 

가정은 검출기 공유로 인해 심층방어의 개념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 3. 2. 3. 2  공유 방안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에서의 검출기 공유의 기본은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요소가 비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로 인하여 그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는 것과 심층방어개념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에서는 안전(보호), 제

어, 감시기능을 안전등급으로 설계되는 4채널의 공유를 통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안전신호의 생성은 4채널에서 이루어지며, 비안전 등급인 제어 및 감시(기동)신

호의 경우 각각 4채널 중 2채널씩을 공유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검출기로

부터 신호처리장비까지 모두 안전등급으로 설계하여 신호를 생성한 뒤, 안전(보

호)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격리장치를 거치지 않고 신호를 전송하며, 비안전 등급

인 제어 및 감시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격리장치를 거쳐서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심층방어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어, 감시 및 보호기능이 동일한 검출기 및 

신호처리 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동시에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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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안전등급으로 설계되는 두 개의 채널을 별도로 설치하여 공유를 하지 않

고 다양성 보호계통에 신호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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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4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예비 사양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예비 사양은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이 있는 항목에 

한해서 정리하 다. 

(1) 성능 사양

(가) 환경 요건 (Environmental Requirements)

채널별 기기는 사고 후 감시 계측(Post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기

기와 비 사고 후 감시 계측(Non-Post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기기로 

분류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IST 내부 설치 및 원자로 용기 설치에 따른 기기

들의 환경요건은 추후 제공하도록 한다.  

(나) 내진 요건 (Seismic Requirements)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관련 기기는 내진범주 I (Seismic Category I)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진사고 발생 시 검출기의 물리적 건전성뿐만 아니라 

검출기의 기능도 수행되어야 한다.

(2) 기기검증 및 신뢰도 관련 사양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관련 모든 기기는 품질등급 1(Quality Class 1)로서 

관련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는 일체형 

원자로의 목표 수명인 30년 동안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기기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원자로의 수명보다 검출기의 수명이 적을 경우에는 

적어도 검출기의 성능저하가 안전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Class 1E 등급의 기기

에 대하여 통보 및 승인되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기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

함하는 가용도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 분석, 경험 및 비교 방법을 통한 신뢰도 평가

- 유사한 기 공급기기의 경험을 통한 즉 교정 및 예방정비 주기 및 수행

 예측시간 평가 

모든 기기는 전자기파 장애(EMI)의 발생과 외부에서 발생한 EMI에 대한 

민감도(susceptibility)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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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사양

(가) 핵분열함 성능시험

설계 특성이 제대로 반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 검출기/케이블 절연저항 및 정전용량 결정

- 알파 백그라운드 전류(Alpha background current) 결정

- Breakdown Pulse Noise (BPN) 시험

- 열 중성자속에 의한 시스템 펄스와 자연 알파반응에 의한 펄스를 나타

내는 integral bias curve의 생성

- 전자수집시간 (electron collection time) 결정

- 검출기의 모드 중첩 역 (펄스/MSV 모드) 에서의 중성자속 정보 확인 

시험

- 열중성자 계수 민감도(thermal neutron counting sensitivity) 결정 

- 분열함 출력 펄스 특성 결정

(나) 전치증폭기 성능시험

설계 특성이 제대로 반 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장주기(1,000시간) 드리프

트, 응답시간, 정확도 및 선형성 요건이 설계된 바를 만족하는지 시험되어야 한

다. 일정시간 동안의 burn-in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하며, 만일 이 시험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 다면 보완조치 후 최소한의 기간 동안 burn-in 테스트가 반복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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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설계요건

기존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과 일체형 원자로의 특수한 설계현안을 검토

하여 아래와 같은 설계요건을 정립하 다.  

2. 3. 3. 1  기능 요건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핵연료로부터 생성되는 중성자속을 감지하여 원

자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등급신호를 생성하며 전 운전 역에서 제어등급 신호

를 생성한다. 또한, 기동운전 시 선원 역신호를 주제어실 및 원자로 건물에 제

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3. 3. 1. 1  안전 신호 생산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선원 역에서부터 200% 출력까지의 범위에 대한 

중성자속 정보를 생성하여 보호계통에 전달한다. 보호(안전) 역의 중성자속 측

정은 독립된 네 개의 채널에 의해 이루어진다. 

(1) 광역 안전신호 생산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선원 역(2×10
-8
%)에서 200% 출력까지의 광역출

력신호를 생성하여 플랜트보호계통에 전달해야 한다. 이 신호는 원자로 기동시 

원자로 출력의 급작스런 증강에 대해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한 고 출력증배계수 

트립의 입력변수로 사용되며, 저출력(약 1 %)시에 원자로 과출력 트립의 입력변

수로 사용된다.

(2) 협역 안전신호 생산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원자로 출력운전 역인 0 에서 200%의 협역

운전 역 동안 중성자속 출력신호를 생성하여 플랜트보호계통 및 노심보호계통

에 전달해야 한다. 협역 안전신호는 각각의 원자로 운전모드에서 원자로 과출력 

트립의 입력변수로 활용된다. 협역 안전신호는 세 개의 검출기에서 나온 선형출

력에 대한 대표 값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축 방향으로 설치된 3개의 검출기 

출력신호는 노심보호계통(SMART-P COre Protection System : SCOPS)에 입력

되어 선출력 도(Linear Power Density : LPD) 및 임계열속비(Critical Heat 

Flux Ratio : CHFR)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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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1. 2  제어 신호 생산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원자로의 전 운전범위에 대한 중성자속 정보를 

출력제어계통에 전달해야 한다. 제어 역의 열선속의 측정은 두 채널에 의해 이

루어진다.  

(1) 협역 출력신호 생산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11decades 측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원 역

(2×10
-9
%)에서 125% 출력까지의 광역 출력신호를 생성하여 출력제어계통에 전

달해야 한다. 

(2) 협역 출력신호 생산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원자로 출력운전 역인 0%에서 125%의 협역 운

전 역 동안 중성자속 출력정보를 생성하여 출력제어계통에 전달해야 한다.   

2. 3. 3. 1. 3  감시 신호 생산

(1) 비안전급 감시용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모든 준위의 중성자속을 측정 처리하여 정보처리

계통과 경보 및 지시계통에 전달하여 운전원에게 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감시용 신호는 2개의 채널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 기동운전(혹은, 선원역) 감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다음의 운전기간 중에 선원 역(2×10
-9
% - 

2×10
-4
%)의 약 5 decades 범위의 중성자속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운전원에게 가청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전달해

야 한다.

- 초기 원자로 기동

- 원자로 정지 기간(extended shutdown periods)

- 원자로 정지 또는 핵연료 재장전 후 재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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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역 감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2×10
-8
 - 200% 출력까지의 광역 출력신호를 생

성하여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지시계통에 전달해야 한다. 

(다) 협역 감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0 - 200% 출력까지의 협역 출력신호를 생성하여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및 지시계통에 전달해야 한다.

(2) 사고 후 감시지시용

사고발생 또는 사고 후에 원자로 출력을 운전원에게 알려주기 위해 독립적

인 최소한의 2채널(A, B 채널)에서 중성자속 정보를 생성하여 경보 및 지시계통

에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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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2  성능 요건

2. 3. 3. 2. 1  안전 및 내진등급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안전등급3, Class-1E의 전기등급을 갖는다.  내

진등급은 내진범주 I로서 이에 따른 설계를 만족해야 한다.

2. 3. 3. 2. 2  설계상수

(1) 최대 설계상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다음의 변수에 대한 최대 설계상수를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 용기 내 설치 IST 내부 설치

최대 설계 압력(MPa) 17 미정

최대 설계 온도(℃) 350 미정

최대 중성자속(nv) 1×10
13

1×10
8

속 중성자속 누출량(nvt) 1×1020 1×1016

최대 상대 습도(%) 100 (Submerged) 100 (Submerged)

(2) 운전 특성

광역중성자속 감시계통은 다음의 변수에 대한 운전 설계상수를 만족해야 한

다.

원자로 용기 내 설치 IST 내부 설치

측정 역(%)

(11 decades 가정)

1×10
-9
 - 200 1×10

-9
 - 200

중성자속 범위(nv)

(11 decades 가정)

1×102 - 1×1013 1×10-3 - 1×108

운전 온도 범위(℃) 10 - 350

운전 수명(년)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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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2  설치 및 공간 요건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원자로 내 설치에 따른 다음의 기계적 제약사항

을 만족해야 한다.

원자로 용기 내 설치 IST 내부 설치

검출기 위치
노심지지배럴과 원자로 

용기 사이

내부차폐탱크 내 안쪽에 
위치한 차폐체 주변   
(원자로 반경 1633mm 

지점)

계측기 안내관의 직경(mm) 50 (변경가능) 100

채널당 검출기 수(개) 3 3

노심 길이(mm) 8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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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구조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은 한 종류의 중성자속 검출기로 모

든 역 및 모든 종류의 신호를 생산하기 때문에 검출기 이후의 케이블 및 신호

처리기기가 기존 상용로에 비해 간소해진 특징을 갖는다. 그림 12 는 채널 공유

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신호 연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3 은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채널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신호 연계도 

그림 12, 그림 13 에서 보듯이, 노외중성자속 감시계통은 4개의 안전등급 채

널과 2개의 비안전등급 채널로 구성되며, 각 채널당 하나씩 총 6개의 캐비넷이 

존재한다. 각 채널은 3개의 핵분열함을 갖고 있으며, 중앙의 핵분열함은 기동 및 

광역에 해당하는 중성자속을 측정함과 동시에 원자로 출력 역에 해당하는 선형 

출력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반면, 상.하에 존재하는 두 개의 핵분열함은 원자로 

출력 역에 해당하는 선형(혹은 협역)출력만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이들 핵분

열함은 검출기 집합체에 내장된다.

그림 13 은 안전 및 비안전등급으로 설계되는 각 캐비넷의 내부 구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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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안전(보호), 제어 및 감시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플랜트 보호계통, 

노심보호계통, 특정감시계통, 출력제어계통, 경보지시계통, 정보처리계통 등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4개의 안전등급으로 설계된 채널에서 담당하며, 비

안전등급으로 설계되는 2채널에서 형성된 신호는 다양성보호계통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그림에서 보듯, 안전등급 및 비 안전등급 채널의 내부구조는 동

일한 형태를 가지며, 비 안전등급 핵계측계통의 신호처리장치의 경우 캐비넷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비안전 공정계측 캐비넷 내부에 설치되어진다.

 또한, 상용로에서와 달리 선원역에서 전출력 역까지 하나의 검출기만을 

이용하여 신호를 생산하므로, 기존의 생성신호별 각각의 신호 처리 장비를 하나

의 신호처리 장비로 통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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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등급 채널구성

(b) 비안전등급 채널 구성

그림 13.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의 채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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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원자로 용기 내에 주요 일차계통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노심으로부터 원자

로 용기까지의 폭이 넓은 일체형 원자로의 특성 상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집합

체의 적합한 설치위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었다. 

설치 위치에 대한 검토 결과 일체형 원자로의 경우 ‘내부차폐탱크 내부’와 

원자로 용기내부의 ‘노심지지 배럴’과 ‘원자로 압력 용기 집합체 내벽’ 사이에 검

출기의 삽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성자속 준위, 환경요건 및 주

변 구조물로 인한 설계 및 제작상의 제한 사항이 발생하여 기존의 상용 검출기

를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

어졌다. 

IST 내부 설치를 고려할 경우, 침수 환경으로 인한 전기적 절연 문제 및 저 

중성자속 측정 등이 고려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로 용기 내부설

치를 고려할 경우 넓은 범위의 운전온도로 인한 검출기의 민감도 변화, 고압 및 

침수환경으로 인한 압력경계 및 전기적 절연 문제, 타 구조물과의 공간적 간섭으

로 인한 검출기의 설치 및 제거 문제, 그리고 고 중성자속 측정이 주요 현안으로 

나타났다. 주요 플랜트의 계측기 설치 및 운전경험과 검출기 제조업체들의 제품 

조사를 통하여 일체형 원자로의 요건에 맞는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예상되어

지는 구조 및 사양을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상용로의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과 일체형 원자로의 특수한 

설계현안을 검토하여 일체형 원자로의 기능 및 성능요건을 정립함과 동시에 예

상되어지는 계통의 연계 및 채널구조를 제시하 다.   

본 보고서는 일체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검출기 집합체의 설치 

가능 위치와 위치별 설치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 뿐, 예상되는 설치 위치

들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구현 가능한 최적의 장소 및 그 타당성을 제시하지

는 못했다. 또한, 하나의 검출기 집합체 내에 세 개의 핵분열함을 축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상용로에 비해 노심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은 일체형 원자로에 적

합한 구조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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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구(MMIS 설계기술개발)

연 구 자 및 부 서 명  권호제, 박희윤, 구인수(MMIS 설계기술개발)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4. 12

 페 이 지   55 p. 도  표  있음(  O ), 없음(   )   크  기   27 Cm.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O ), 대외비(   ), 

 __ 급비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일체형 원자로는 일차계통의 주요 기기가 원자로 내부에 위치함에 따라 노심과 원자로 

용기사이의 거리가 루프형 원자로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원자로 용기 밖의 

중성자속 누설율이 기존 상용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준위를 나타내게 되어 선원 역을 

포함하는 광역 중성자속의 측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

계 및 제작측면에서 제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검출기의 설치 위치 분석, 분석된 설

치 위치에 따른 설계 및 제작관련 고려사항, 그리고 해결방안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체

형 원자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 가능 위치로서, 원자로 용기 내부/노심지지배럴과 원

자로 용기사이 혹은 원자로 용기 외부/내부차폐탱크(Internal Shielding Tank , IST) 내부의 

두 위치를 고려하 으며, 그에 따라 중성자속 검출기가 직면하게 될 환경요건 및 기하학적인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 다. IST 내부에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설치를 고려할 경우, 침수 

환경으로 인한 전기적 절연 문제 및 저 중성자속 측정 등이 고려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나타

났으며, 원자로 용기 내부설치를 고려할 경우 넓은 범위의 운전온도로 인한 검출기의 민감도 

변화, 고압 및 침수환경으로 인한 압력경계 및 전기적 절연 문제, 타 구조물과의 공간적 간섭

으로 인한 검출기의 설치 및 제거 문제, 그리고 고 중성자속 측정이 주요 현안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용로의 계측기 설치 및 검출기 제조업체들의 제품 조사를 통하여 일체형 원자로의 설

계 요건에 적합한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의 예상되어지는 구조 및 사양을 제안하 으며, 제안

된 검출기 모델의 공유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 다.  마지막으로, 상용로의 노외 중성자속 감

시계통과 일체형 원자로의 특수한 설계현안을 검토하여 일체형 원자로의 기능 및 성능요건을 

정립함과 동시에 예상되어지는 계통의 연계 및 채널구조를 제시하 다.

 

 주제명키워드

 ( 10단어 내외 ) 
일체형 원자로, 중성자속, 노외 계측기, 핵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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