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연구보고서 KAERI/RR-2451/2003

한․일간 하나로를 활용한 

동  성자 래디오그래피 력기반 구 축  

기술 개발을 한 국제공동연 구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with Japan 

for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tructure and 

Technology for Dynamic Neutron Radiography 

Using HANARO

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소

과 학 기 술 부



제   출   문

과 학 기 술 부 장  귀하

본 보고서를  “ 한․일간 하나로를 활용한 동  성자 래디오그래피 력기반 

구축  기술 개발을 한 국제공동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7. 13

                                      연 구 기  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 구 책 임 자     : 임 인 철

                                      연    구    원     : 심 철 무

이 번 헌

최  산

백 원 필  

                                           차 재 은

윤 병 조

주 인 철



최종연구보고서 록


과제 리

번호

해당단계

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단계구분 1/1

연구사업명
 사 업 명  원자력국제 력사업

 세부 사업명  

연구과제명

 과제명  

 세부과제명
한․일간 하나로를 활용한 동  성자 래디오그래피 

력 기반 구축  기술 개발을 한 국제공동연구

연구기 명

(연구책임자)

한국

원자력연구소

(임인철)

해당단계

연구인력

내부 : 0.4 M․Y

연구비

정부 :22,000  천원

외부 :    M․Y 민간 :     천원

계 : 0.4 M․Y 계 :22,000 천원

탁연구  연구기 :             연구책임자: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일본      상 국연구기 명: KURRI 참여기업

색 인 어

(각5개이상)

한
: 한일 국제 력, 하나로, 성자, 동  래디오그래피,

  이상 유동, 유동 가시화  

어
: Korea/Japan Co-operation, HANARO, neutron, dynamic 

radiography, two-phase flow, flow visualization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면수 157

 1. 연구개발목표  내용

  하나로의 IR 성자빔 설비와 한국과 일본의 계 기 이 가지고 있는 열수력 실험 설비를 공동 

투여하여 동  래디오그래피를 활용한 이상 유동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이 분야 선진국인 일본과의 

력 계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도모함.

 2. 연구결과

 - 아래와 같은 실험을 공동 수행

   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작한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기포율 측정

   나.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작한 모의 하나로 채 에서의 이상 유동 패턴 측정

   다. KURRI에서 제작한 Pb-Bi 채 에서의 유동장 측정

   라. Kobe 학에서 제작한 디젤 엔진 노즐에서의 cavity 찰

 - 공동 연구를 통하여 일본 문가와 지속 인 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계 구축

 3. 기 효과  활용방안

 - 본 과제는 “한국이 동북아 R&D 허 ”가 되기 한 안 과제 의 하나인 “하나로와 같은 형 

연구 시설의 국제 공동 활용”을 실천하는 과제 음.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모델이 될 것임.

 - 본 과제 수행을 통하여 구축한 계를 바탕으로 한 일본 문가들과의 지속 인 교류는 이 분야

에 있어 계 증진에 기여할 것임.

 -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는 이상 유동 해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동  래디오그래피의 유

용성을 보여주어 이 분야 국내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고속카메라 사용 경험은 하나로에 구비할 동  래디오그래피 장비 사양 결정에 도움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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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한․일간 하나로를 활용한 동  성자 래디오그래피 력 기반 구축 

 기술 개발을 한 국제공동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성자 래디오그래피는 핵종마다 성자 투과 특성이 다른 것을 이용하

여 육안으로 찰하기 불가능한 물체의 내부를 찰하는 비 괴 검사 기법

의 하나이다. 성자 래디오그래피를 이용한 분석 기술은 정  래디오그래

피(SNR: Static neutron radiography)와 동  래디오그래피(DNR: Dynamic 

neutron radiography)로 나뉘어진다.  동  래디오그래피는 상 장치를 이

용하여 연속 인 래디오그래피 상을 얻는 기술을 말하며 이 분야의 선두 

국가는 일본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정량  결과를 얻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연구가 국내에서는 수행된 가 없어 이 분야 선진국인 일본과 국제 

력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 력을 통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일본 문가와의 실험  공동 연구 수행을 통하여 력 계를 구축하

고 국내 기술 기반을 다진다는 목  하에 아래의 사항을 구체 인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 

- 하나로 BNCT 시설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실험  공동 연구 수행

   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작한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기

포율 측정

   나.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작한 모의 하나로 채 에서의 이상 유동 

패턴 측정

   다. KURRI에서 제작한 Pb-Bi 채 에서의 유동장 측정

   라. Kobe 학에서 제작한 디젤 엔진 노즐에서의 cavity 찰

 - 공동 연구를 통하여 일본 문가와 지속 인 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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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연구 개발 목표  4개의 공동 실험에 한 달성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작한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기포율 

측정

  가. 성자 래디오그래피를 활용하여 2차원  기포율 분석에 필요한 

상 획득

  나. 복잡한 채 에서의 기포율 측정에 필요한 한 교정 방법 개발  

-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작한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이상 

유동 패턴 측정

  가. 성자 래디오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이상 유동 패턴 자료 획득

  나. 음  방법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성자 래디오그래피 방법을 이

용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

  - KURRI에서 제작한 Pb-Bi 채 에서의 유동장 측정

  가. 성자 래디오그래피를 활용한 PIV/PTV 방법 용에 있어 빔의  

평편도가 작은 성자빔의 유용성 평가 

  - Kobe 학에서 제작한 디젤 엔진 노즐에서의 cavity 찰

  가. Cavity 찰에 있어 BNCT 시설의 유용성 평가

  지속 으로 력 계 구축에도 성공하여 본 과제를 이어 한국원자력 연

구소에서 수행될 자체 연구 과제에도 일본 문가들이 력하기로 되었다. 

한, 공동 실험 결과를 국제 학회에 여러 편 발표하게 되어 형 연구 시

설의 국제 공동 활용이라는 안을 실 하는 좋은 가 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유용성

- 본 과제는 “한국이 동북아 R&D 허 ”가 되기 한 안 과제 의 

하나인 “하나로와 같은 형 연구 시설의 국제 공동 활용”을 실천하

는 과제 다.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모델이 

될 것이다.

 - 구축된 계를 이용한 일본 문가들과의 지속 인 교류는 국내 련 

기술의 발 과 양국 간의 계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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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공동 연구 수행을 통하여 얻은 기술  자료는 련 연구의 수행과 

동  래디오그래피의 유용성을 보여주는데 매우 요한 자료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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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with Japan for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tructure and Technology for Dynamic Neutron 

Radiography Using HANARO

Ⅱ.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The neutron radiography(NR) is one of the non-destructive testing 

technique to observe the inside of opaque materials using that the 

neutron attenuation depends on the isotopes composing the object 

material. The NR technique is categorized into the static neutron 

radiography(SNR) and the dynamic neutron radiography(DNR). DNR is 

the technique to obtain radiography image continuously using a imaging 

system and Japan is the leading country in this field. Considering that 

no research has been performed to obtain quantitative parameters using 

DNR in Korea,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tructure 

with Japanese experts and to develop the DNR technique throughout this 

project. 

Ⅲ. Contents of the Research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 Conducting cooperative experiments using the HANARO BNCT 

facility

   A. Measurement of void fraction in a channel simulating 

HANARO fuel channel made by KAERI

   B. Observation of flow patterns in a channel simulating 

HANARO fuel channel made by KAERI

   C. Flow field observation in a Pb/Bi channel constructed by 

KU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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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bservation of cavity in a fuel engine nozzle using the test 

facility made by Kobe university 

 - Establishment of a relationship with Japanese experts which makes 

it possible to maintain continuous communication 

Ⅳ. Reserach Results

    From the 4 cooperative experimen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Measurement of void fraction in a channel simulating HANARO 

fuel channel made by KAERI

A. Radiography images to obtain two dimensional void fraction 

distribution 

B. Development of a method necessary to obtain the void 

fraction in a complex geometry 

- Observation of flow patterns in a channel simulating HANARO 

fuel channel made by KAERI

  A. Radiography images to determine flow patterns 

  B. Comparison of NR technique and ultrasonic technique in the 

observation of flow patterns 

  - Flow field observation in a Pb/Bi channel constructed by KURRI 

 A. The effectiveness of a low-L/D beam in the application of  

PIV/PTV technique was tested. 

  - Observation of cavity in a fuel engine nozzle using the test facility 

made by Kobe university 

 A. The effectiveness of HANARO BNCT facility in the 

observation of cavity Cavity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experts in two countries was 

well established that the Japanese experts will continue to work with 

Korean experts for a DNR project which will be funded by KAERI. In 

addition, some of research papers outcome from this project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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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at several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others are accepted for 

the presentation. Thus, this project is believed as a model project to 

realize the theme to use the mega research facility such as HANARO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Ⅴ. Value of Research Results

- This project is believed as a model project to realize the theme to 

use the mega research facility such as HANARO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 The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 Japanese experts under the 

cooperative structure achieved from this project should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NR technique in Korea and contribute to the 

construc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 The technical data from the experiments performed in this project 

should be very important for the related research and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DNR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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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동  성자 래디오그래피 소개

  성자 래디오그래피는 핵종마다 성자 투과 특성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찰하기 불가능한 물체의 내부를 찰하는 비 괴 검사 기법의 

하나이다. 성자 래디오그래피를 이용한 분석 기술은 정  래디오그래피

(SNR: Static neutron radiography)와 동  래디오그래피(DNR: Dynamic 

neutron radiography)로 나뉘어진다.  동  래디오그래피는 상 장치를 이

용하여 연속 인 래디오그래피 상을 얻는 기술을 말한다. 성자의 투과 

특성은 그림 1에서와 같이 핵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데 수소에서는 투

과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물이 비등하여 생기는 이상 유동이나 고체와 액

체로 구성된 이상 유동의 실험  연구에 동  래디오그래피는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동  래디오그래피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자동차  항공기 부품 련 연구: 유동 가시화를 이용한 오일 필터, 

연료 노즐, 연료 펌  등에서의 유동 연구

  ‧ 이상 유동: heat pipe, 원자로 열수력(기포율, 표면 , CHF, flow 

pattern), fluidized bed

  ‧ 농업: Spouted bed에서의 유동, 콩 세포에서의 Gd의 분포

  ‧ 환경 문제: 흙에서 물의 흐름 연구, 쓰 기 건조 상의 가시화

  ‧ 여러 공학  이용: 물을 이용하여 sand stone에서 기름을 빼는 방법, 

powder metal에서의 균열 성장

제 2    연구 개발의 배경과 목  

  이 기술을 이용하여 정량  결과를 얻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연구가 국내

에서는 수행된 가 없어 이 분야 선진국과 국제 력 기반을 구축하고 국

제 력을 통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

소에서 운 하고 있는 하나로의 IR 성자 포트에 설치된 BNCT 시설은 

DNR을 하기에 세계 인 수 이다. 이는 2002년에 KURRI(Kyoto 

University Research Reactor Institute)의 문가를 비롯한 일본의 DNR 

문가들이 하나로를 방문하여 시설을 보고 확인하 다.  2003년 3월에 

KURRI에서 한일 래디오그래피 공동 웍샵이 개최되었고 DNR 련 국제공

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 다. 한편, 2003년 3월 20일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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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과학기술부의 통령에 한 업무 보고에서 한국이 동북아 R&D 허 가 

되기 한 안 과제 의 하나가 “하나로와 같은 형 연구 시설의 국제 

공동 활용”이었음을 고려할 때, 본 일본과의 공동 연구 수행은 이 안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단하 다. 따라서, 일본 문가와의 실험  공

동 연구 수행을 통하여 력 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술 기반을 다진다는 

목  하에 아래의 사항을 구체 인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 

- 하나로 BNCT 시설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실험  공동 연구 수행

   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작한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기

포율 측정

   나.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작한 모의 하나로 채 에서의 이상 유동 

패턴 측정

   다. KURRI에서 제작한 Pb-Bi 채 에서의 유동장 측정

   라. Kobe 학에서 제작한 디젤 엔진 노즐에서의 cavity 찰

 - 공동 연구를 통하여 일본 문가와 지속 인 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계 구축

그림 1. 여러 원자의 성자 흡수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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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이상 유동과 DNR

  이상 유동이란 기체, 액체  고체의 삼상(三相, three phase) 에서 두 

개의 상이 서로 혼합하여 흐르는 유동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이상 유동의 

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물이 끓는 상, 공기를 이

용한 곡물의 건조 과정, 물이 흙 속으로 침투하는 상 등을 들 수 있다.  

이상 유동에 한 해석은 단상 유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속 방정식, 운

동 방정식  에 지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해석을 해서

는 기포율, 계면 면   계면 와 같은 상간 정보(interfacial information)

가 매우 요하며 이러한 상간 정보에 한 모델은 실험  찰에 기 하여 

만들어진다. 이상 유동에 한 측정을 통하여 정확하고 자세한 상간 정보를 

도출하려면 몇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DNR을 이용한 측정법은 이러한 요건

을 잘 만족시킨다. 

  먼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상에 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해서

는 시간 분해능이 뛰어나야 하는데 카메라의 발달로 인하여 당 500회 내

지 1000회의 속도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며, 이 정도의 시간 분해능으

로는 유동 양식의 천이나 노심 용융물이 물과 반응하는 상의 자세한 찰

도 가능하다. 두 번째로, 상간 경계를 확실히 구별하기 해서는 공간 분해

능이 뛰어나야 하는데 DNR을 이용하면 약 0.05 mm 정도의 공간 분해능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이상 유동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측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 DNR의 경우에는 실험부를 지나면서 성자의 세기가 감쇄

되는 원리를 이용하므로 실험부에 탐침자와 같은 센서를 별도로 삽입할 필

요가 없어 측정 기구에 의하여 유체의 흐름이 왜곡되는 상을 방지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다차원의 측정을 동시에 하여 측정의 동시성을 높이고 측

정에 드는 노력을 일 수 있어야 한다.  측정 설비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만 20 cm X 20 cm 정도 크기의 공간에서의 다상 유동을 이차원으로 동시

에 측정할 수 있으며 tomography 기술을 이용하면 삼차원의 측정도 가능하

다. 마지막으로, 고온‧고압 조건에서 수행되는 다상 유동 실험의 경우에는 

실험 가 빛이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내부의 

유동을 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 의 구성물로 사용되는 

SUS나 Al에 하여 성자는 X-ray에 비하여 투과력이 좋아 불투명한 실

험 를 사용하는 경우에 내부의 유동 상을 찰하기에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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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외국의 연구 황

  DNR을 이용한 이상 유동의 연구는 연구용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학을 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국가간  학간의 공

동 연구도 수행되었다. 1980년 에는 미국의 학에서 연구가 활발히 수행

되었으며 1990년 에는 일본과 캐나다의 학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각 학  연구소의 연구 동향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Oregon State University

  이곳에서는 3000 MW까지의 펄스 운 이 가능한 TRIGA 원자로를 이용

하여 고속 래디오그라피에 한 연구가 일 부터 수행되었다[1,2,3]. 

Bossi[4]는 물에서 공기 기포가 상승하는 것을 1000 frames/s의 속도로 촬

하 고 여러 종류의 환막(converter)의 반응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Robinson과 Wang[5]은 철사(wire) 주변의 수조 비등(pool boiling) 

상을 integrated flux pulsed(flash) radiography를 이용하여 찰하 고 

물 속에서의 공기 기포의 이동과 증기(steam)의 이동을 각각 5000  1000 

frame/s의 고속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하여 찰하 다. 한 이상 유동 상

을 찰하기 해서는 수가 물보다 함을 지 하 고, 각 frame의 상

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출력 펄스 운 과 속 촬 (125 

frames/s)이 필요함을 지 하 다.

2.  Penn State University

  Penn State 학에서는 TRIGA-III 원자로를 이용하여 단상 유동 패턴의 

연구와 이상유동에서의 기포율 측정에 성자래디오그라피를 활용하 다. 

Cimbala [6,7]는 원형  주변에서의 유동 양식(flow pattern)을 실시간 래디

오그라피를 이용하여 찰하 고 TRIGA형 원자로의 특성인 펄스 운 을 

활용하여 jet에 의한 유동과 자동차 자동변속기에서의 오일 유동 양식을 

snap-shot 방법을 이용하여 찰하 다. 펄스 운 시의 고속 래디오그라피

(HSNR: High Speed Neutron Radiography)의 가능성도 고찰하 으나 해상

도가 만족스럽지 못하 으며 1000 frame/s에서 제한 으로 성공하 다. 

한, Glickstein[8]은 5 cm 폭의 oval 형 채 에서의 기포율을 실시간 래디오

그라피와 상 처리 방법을 통하여 정량 으로 측정하 는데, 상 처리에 

있어서는 frame들을 평균(averaging)하는 방법만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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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chigan University

  Michigan 학의 PML(Phoenix Memorial Laboratory)에서는 2 MW의 

MTR인 FNR(Ford Nuclear Reactor)을 이용하여 단상  이상 유동 시험을 

수행하 다. 1984년에는 엔진의 스 이(spray)와 윤활류의 거동에 한 

연구를 하 고 스 이의 NCT(Neutron Computed Tomography)도 수행

하 다[9,10]. 한, 자동차 자동변속기에서의 기어 오일의 흐름과 땅속으로 

물이 침투하는 과정을 실시간 래디오그라피(RTNR: Real Time Neutron 

Radio- graphy)를 이용하여 찰하 다[9,10]. 1994년에는 KURRI와의 공동

연구로서 원형 과 사각채 에서의 유동 양식을 찰하 는데, FNR에서의 

RTNR 결과가 KURRI나 JRR-3M에서 촬 한 결과보다는 우수하지 못하

다[11]. 이 연구에서는 화상 강화(image enhancement)를 하여 상 처리 

방법이 사용되었다.

4.  Kobe University와 JAERI

  Kobe 학에서의 성자 래디오그라피에는 Sumitomo 공업의 Cyclo- 

tron과[12,13,14] JRR-3M이 사용되었다[15,16,17]. 노즐(nozzle)을 통한 이상 

유동에서 기포율의 변화를 상 처리 방법을 통하여 측정하 는데, 특히 

Sonoda는 tomography 방법을 사용하여 기포율의 삼차원  변화를 찰하

다[13]. 한, Pb-Bi 액체 속(liquid metal)의 유동을 고체 추 자(tracer: 

Ag-Cd)와 염료(dye: Pb-Bi-Cd)를 이용하여 찰하 고[14,15], tube-bank 

열교환기에서의 기포율 분포를 측정하 다[16].  최근에는[17] JRR-3M 원

자로의 시설을 이용하여 BWR 4X4 핵연료 채  형상에서의 기포율 분포를 

물과 공기를 매체로 하여 측정하 는데, CCD 카메라와 NIH image 

processor를 이용하여 tomography를 수행하 다. 

5.  Nagoya University와 JAERI

  Nagoya 학에서는 주로 교토 학의 원자로를 이용하여 래디오그라피 

기술을 발 시켜 왔다. 1988년에는 NCT processing 방법을 개발하 고[18], 

그 이후에는 주로 heated pipe에서의 증발(evaporation) 상과 응축

(condensation) 상을 찰하는데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하 다[19,20]. 한, 

이상유동 상 해석에 필수 인 수평 에서의 유동 천이 상(Flow pattern 

transition)을 찰하 고 핵융합로 blanket에서의 Li와 Pb의 혼합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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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 다[21]. 최근에는, JAERI의 JRR-3M 원자로를 이용하여 자연 류

시의 기포율 분포를 측하 다[22].

6.  KURRI(Kyoto University Research Reactor Institute)와 JAERI

  KURRI에서는 80년  반부터 성자 래디오그라피에 필요한 상 처리 

계통에 한 연구를 KUR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23,24,25]. 상 처리 계통

의 구축 이후, 핵융합로의 blanket의 냉각과 상형 핵연료에서의 열수력 

상의 규명에 필요한 사각 채 에서의 기포율과[26,27], 유동 양식에 한 

시험을 수행하 다[28,29]. 성자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하여 측정한 기포율

과 기 도도 탐침자(conductance prove)를 이용하여 측정한 기포율을 비

교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30]. 90년  에 높은 성자속을 내는 JRR-3M

이 완공되면서, KURRI의 이상 유동에 한 연구의 심은 JRR-3M으로 옮

겨 갔으며[28], 가는 (직경 1-4 mm)에서의 기포율 측정이 수행되었다

[31,32].  KUR의 성자속(1X10
6 n/cm2sec)보다 100배가 높은 JRR-3M의 

공은 고속 래디오그라피에 한 연구를 진하여 사각 채 에서의 기포율

의 분포와 유동 양식 천이  환상류(annular flow)에서의 교란 (distur- 

bance wave)를 1000 frame/sec의 속도로 찰할 수 있었다[33,34,35]. 한, 

상 승압기(image booste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UR의 성자속으로도 

고속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한 이상 유동의 찰이 가능함을 보 다[36]. 최근

에는 산란된 성자가 기포율의 측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37]  

Pb-Bi 유동장 측정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38].

7.  McMaster University

  캐나다 McMaster 학에서의 성자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한 이상유동 

연구는 80년  말에 시작되었다.  기에는 이 와 CANDU형 핵연료집

합체 채 에서의 물-공기 유동을 성자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하여 찰하

다[39]. 이들 시험에서는 상 처리 계통의 미비로 인하여 image 

subtraction과 같은 보 인 상 처리만이 가능하여, 유동의 변화에 따른 

계면(interface)의 변화만을 찰할 수 있었고 정량 인 분석은 불가능하

다. 물-공기 자연순환 유동에 한 실험에서는 Taylor bubble을 찰하 는

데 background image의 averaging, low pass filter, edge contour map  

intensity contour map 등과 같은 화상 강화 기술을 시도하 다[40]. Bubble 

column에 한 시험에서는 계면 면   기포율을 정량 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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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 처리 계통  방법이 정비된 후, Abel 

inversion technique를 이용하여 에서 횡방향으로 측정한 기포율 분포로부

터 반경방향의 기포율 분포를 구하 고[42], 환형 채  형상에 하여 

X-ray를 이용한 측정 방법과 결과를 비교하여 측정 방법의 정당성을 확인

하 다[43,44]. 그런데, 이 환형 채 에 한 실험은 개량형 PWR 핵연료에 

한 시험에 앞서 비 단계로 행해진 것이다. 한, CANDU 핵연료집합체

를 상으로 유동 양식과 stratified wavy flow에서의 계면 (interfacial 

wave)의 형상을 찰하 고[45], swirl flow가 비등(boiling)에 미치는 향

을 연구하 다[46].  

제 3   국내의 연구 동향

 국내에서는 1983년에 TRIGA Mark III 연구로에 성자 래디오그라피 

시설이 설치되었으나, 그 활용은 미미하여  고고학  유물의 촬 , 산업기계

의 촬 , 핵연료 의 손상 찰 등 정 인 촬  방법을 이용한 활용에 그치

었다[47].  SIT 카메라를 이용한 동  래디오그래피를 시도한 은 있으나 

여건 미비와 TRIGA 원자로의 성자속이 낮아 지속되지 못하 다. 그러나, 

하나로가 가동되고 성자 래디오그래피 장치가 설치된 이후 2000년부터 하

나로에 DNR 설비를 갖추기 한 노력과 상을 획득하기 한 노력을 지

속해왔다. 2000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반 연구 과제로 “이상 유동 연

구를 한 하나로 NR 설비의 특성화 연구를  수행하여 기술 황 분석, 필

요 설비에 한 연구  기 인 실험을 수행하 다[48]. 2001년에 하나로

의 IR 빔포트 면에 BNCT를 한 차폐방이 완공되고 성자속을 측정한 

결과 IR 빔포트가 동  래디오그래피를 하기에 매우 한 것이 밝 졌다. 

2002년에는 IR에서 나오는 성자 빔의 평행도와 평균 에 지를 측정하

다[49]. 2002년에 표면  실험 장치를 이용한 동  래디오그래피 실험을 IR 

포트에서 수행하여 상을 획득하는데 성공하 다[50]. 

제 4   본 과제 수행의 의의

  하나로의 BNCT 시설은 DNR 기술 활용에 있어 최고 수 의 시설이나 

이 시설을 활용하여 본격 인 DNR 실험이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과

제의 수행은 이 분야에 있어 가장 앞서있는 일본의 기술력과 우리의 시설을 

결합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분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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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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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연구 개발 수행 략

  본 력 과제 추진 기에 세운 기본 략은 아래와 같다.

- 신뢰할 수 있는 력 트 를 찾는다.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단 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력 트 를 찾는

다.

 - 력 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실험 자체로서도 의미있는 실험을 택하

여 공동 실험을 수행한다.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역량을 최 한 활용한다.

- 실험 수행에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력 트 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설비나 장비를 최 한 활용한다.

  이러한 략 아래 력 트 로는 일본 KURRI의 Mishima 교수를 선택

하 고 Kobe 학의 문가도 참여하게 되었고, 공동 실험 주제로 4가지를 

택하 다. 주요 력 상자의 인  사항과 그들의 역할을 표 1과 같다. 

표 1. 일본측 력자의 인  사항과 역할

성명 소속 직책 공 역할

K. Mishima  KURRI 교수 원자력공학 일본측 리더

N. Takenaka Kobe 학 교수 원자력공학

- 디젤 엔진 노

즐 실험 주도

- 하나로 채  

시험 조

Y. Saito KURRI 연구원 원자력공학

- Pb-Bi 실험 

주도

- 하나로 채  

시험 조

  공동 실험 주제로 택한 4가지는 각각 아래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기포율과 이상 유동 패턴 측정 실험

  ․하나로형 핵연료 채 에 한 기포율  이상 유동 패턴 측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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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에 수행된 바 없음.

․본 실험에서 나오는 결과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하 고 하

나로의 열수력 해석에 사용하고 있는 MATRA난 MARS와 같은 

컴퓨터 코드의 검증이나 필요한 요소 모델의 개발에 매우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음.

- Pb-Bi 채 에서의 유동장 측정 실험

․본 실험을 통하여 익힌 기술은 ADS(Accelerator Driven System) 

타겟의 열수력 설계  해석 련 실험에 유용함.

- 디젤 엔진 노즐에서의 cavity 찰 실험

․자동차 공업에 동  래디오그래피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

는 좋은 임.

각 실험에 있어 역할 분담은 표 2와 같았으며 원자력 연구소의 역량을 최

한 활용하기 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소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 다.

- 하나로에서의 DNR 실험 비: 하나로운 부와 하나로이용부의 인력

- 열수력 실험 문 인력 활용: 열수력안 연구부와 핵화공연구부의 인

력 활용

- 음  실험 장비  고속 카메라: 열수력안 연구부의 장비 활용

- Pb-Bi 실험을 한 주변 장비: 핵화공연구부의 장비 활용

이들 공동 실험  력은 아래의 단계로 추진하 다.

- 본 실험에 수행에 앞서 하나로 IR 빔의 특성과 BNCT 시설 사용시필

요한 장비를 악하고자 비 실험 수행

- 2003년 10월에는 일본측 문가가 주도하는 실험 수행

- 2004년 4월에는 한국이 주도하는 실험 수행

제 2   2003년 8월 비 실험

  비 실험 8월 27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수행되었고 다음 두 가지의 

악에 을 두고 수행되었다.

- Pb-Bi 실험

․하나로 IR 빔의 직진도가 낮은 것을 활용하여 3차원 유동장 측정

이 가능한지에 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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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 엔진 노즐 실험

표 2.  공동 실험 수행 순서  역할 분담

실험

순서
실험 제목

주도 

기
업무 분담

1

Pb-Bi 채 에서 

PIV/PTV 기법을 이용한 

유동장 측정

KURRI

KURRI

실험 기획

Test section 비

고속 카메라 비

상 분석 로그램 비

실험 수행 주도

실험 자료 분석 수행

KAERI

실험 주변 장치 비

Test section 비

실험 수행 보조

2
디젤 엔진 노즐에서의 

cavity 측정
KURRI

KURRI

실험 기획

Test section, CCD 카메라 

비

상 분석 로그램 비

실험 수행 주도

실험 자료 분석 수행

KAERI

Cooled CCD 카메라 비

실험 주변 장치 비

실험 수행 보조

3

하나로 핵연료 채 을 

모사하는 유동 채 에서

의 기포율 측정

KAERI

KAERI

실험 기획

Test section 비

Cooled CCD 카메라 비

실험 수행 주도

실험 자료 분석 수행

KURRI

상 분석 로그램 비

실험 수행 보조

실험 자료 분석 보조

4

하나로 핵연료 채 을 

모사하는 유동 채 에서

의 이상 유동 패턴 측정

KAERI

KAERI

실험 기획

Test section 비

음  실험 장치 설치

실험 수행 주도

실험 자료 분석 수행

KURRI
고속 카메라 비

실험 자료 분석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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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엔진 노즐에 기름이 차 있을 때와 비어 있을 때의 DNR 

상을 촬 하여 두 상의 dynamic range가 충분한지에 한 검토

한 이때에 DNR에 심있는 한일 계자들이 모여 한일간 DNR 세미나를 

개최하 는데 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은 표 3과 같다. 세미나에 

참석한 연구자의 발표 제목은 아래와 같으며 발표물은 첨부 1부터 6과 같

다. 

- N. Takenaka: Quantitative measurement methods of void fraction 

in two-phase flow by neutron radiography

- T. Kadowaki: Towards the visualization of fuel cavitation in a 

nozzle of a diesel engine by neutron radiography

- Y. Saito: Measurement of two-phase flow by using high 

frame-rate neutron radiography

- 임인철: Void fraction and flow regime experiment for HANARO 

fuel channel

- 김무환(포항공과 학교): Phase change heat transfer in micro/mini 

channel

- 강용태(경희 학교): Visualization of Marangoni convection 

enhancement in a binary nano fluid using neutron radiography 

  본 세미나는 DNR 분야 국내 연구진의 수가 1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연구 수행 기 의 수도 1개에서 3개로 증가하 다.

제 3   2003년 10월 1차 공동 실험

  1차 공동 실험은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수행되었다. 1차 공동 실

험에서는 디젤 엔진 노즐에서의 cavity 찰과 Pb-Bi 유동장 측정을 한 

DNR 실험이 수행되었다. 각 실험에 하여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이 두 

실험의 수행을 하여 일본에서는 여러 사람이 방문하 는데 1차 실험에 참

여한 일본 사람들의 명단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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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일간 DNR 세미나 참석자

이름 직책/직 주소 E-mail

MOO HWAN KIM Professor

790-784

경북 포항시 남구 효가동  산 

31 포항공과 학 기계공학과

mhkim@postech.ac.kr

JAE EUN CHA
Senior

Researcher

305-600

 유성구 덕진동 150 한국

원자력연구소 핵화공연구부 

핵종변환기반 기술개발

jecha@kaeri.re.kr

JIN KYEONG KIM
Ph.D

Candidate

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경희 학교 기계공학과 에

지/물질 순환연구실

marangoni@ewpal.co

m

JUN YOUNG JUNG Student " junto@orgio.net

YONG TAE KANG Professor " ytkang@khu.ac.kr

YOUNG JIN KIM Director
KAERI,

하나로 이용기술 개발부
youkim@kaeri.re.kr

CHEUL MUU SIM Researcher
KAERI,

하나로 이용기술 개발부
cmsim@kaeri.re.kr

SEUNG WOOK 

LEE
Post-Doc

KAERI,

하나로 이용기술 개발부

Ex-seungwook

@kaeri.re.kr

BYONG JO YUN Researcher

KAERI

Thermal Hydraulics

Research  Dept.

bjyun@kaeri.re.kr

N. Takenaka
Prof.

Kobe Univ.

Dept. Mechamical

Eng.,Kobe Univ. 1-1

Rokkodai, Nada, Kobe

651-8501 Japan

takenaka@mech.kobe

-u.ac.jp

Y. Saito Instructor

Research Reactor

Institute, Kyoto

University 1010,

Nada,Kumatori,Sennan,

Osaka 590-0494 JAPAN

ysaito@rri.kyoto-u.ac

.jp

T.  Kadowaki Student

1-18-317, Nishigawara, 

Ibaraki city,Osaka,

567-0023 JAPAN

tkadowaki1@hotmail.

com

K. Yasuhara Student

Dept. of M.E. POSTECH, 

San31,

Hyoja-dong,Pohang 

yasuhara@postech.ac.

kr

T. J. Kim
Student

Dept. of M.E POSTECH 

San31, 

Hyoja-dong Pohang

dragon11@postech.ac.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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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 1 차 공동 실험 일본측 참여자 명단

이름 직책/직 주소 E-mail

N. Takenaka
Prof.

Kobe Univ.

Dept. Mechamical

Eng.,Kobe Univ. 1-1

Rokkodai, Nada, Kobe

651-8501 Japan

takenaka@mech.kobe

-u.ac.jp

Y. Saito Instructor

Research Reactor

Institute, Kyoto

University 1010,

Nada,Kumatori,Sennan,

Osaka 590-0494 JAPAN

ysaito@rri.kyoto-u.ac

.jp

T.  Kadowaki Student

1-18-317, Nishigawara, 

Ibaraki city,Osaka,

567-0023 JAPAN

tkadowaki1@hotmail.

com

K.  Tohara Student

Dept. Mechamical

Eng.,Kobe Univ. 1-1

Rokkodai, Nada, Kobe

651-8501 Japan

K. Kawabata Student

Dept. Mechamical

Eng.,Kobe Univ. 1-1

Rokkodai, Nada, Kobe

651-8501 Japan

Y. Sawai Student

Research Reactor

Institute, Kyoto

University 1010,

Nada,Kumatori,Sennan,

Osaka 590-0494 JAPAN

1. 디젤 엔진 노즐 분사 실험 장치를 활용한 Cavity 찰

가. 실험 목표  추진 방법

   - 디젤 엔진 노즐에서의 cavity는 디젤 엔진 효율과 소음에 큰 향을 

미침. 하나로 BNCT 시설의 성자속이 높음을 이용하여 노즐에서의 

cavity를 성자 래디오그래피 법을 이용하여 찰하는 것을 시도함. 

   - 이를 하여 일본측은 test section과 성자 래디오그래피 상 장치

를 마련하 고, 원자력연구소는 실험 수행에 필요한 주변 장치를 마련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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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내용

   - 하나로 BNCT 시설 내에 설치된 test section의 모습 

그림 2. 하나로 BNCT 시설 내에 설치된 test section 모습

- 성자 래디오그래피를 이용하여 얻은 상을 처리하여 디젤 엔진 노

즐에서의 cavity의 발생 치를 찾음. 

0.38mm

1.8mm

low high
1mm

5ms 0.38mm

1.8mm1.8mm

low high
1mm

5ms

그림 3. NR 상을 처리하여 얻은 엔진 노즐에서의 Cavity 모습 

  연구 결과는 2003년 제 11차 APCNDT(Asia-Pacific Conference on Non- 

Destructive Testing)에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첨부 7과 같다.

  

2. Pb/Bi 채 에서 PIV/PTV 기법을 이용한 유동장 측정 

가. 추진 략

   - 하나로 BNCT 시설의 성자 빔은 평편도가 낮아 이를 활용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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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래디오그래피를 이용한 3차원  유동장 측정이 가능한지를 악하

여 보려 하 음.

   - 이를 하여 일본측은 test section과 성자 래디오그래피 상 장치

를 마련하 고, 원자력연구소는 실험 수행에 필요한 주변 장치를 마련

하 음. 

나. 주요 연구 내용

   - Test section 제작

 그림 4. 소형 Pb-Bi test section의 모습

     

그림 5. 형 Pb-Bi test section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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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 주변 장치 제작

그림 6. 원자력 연구소에서 마련한 Pb-Bi 실험을 한 주변 장치

  - 성자 래디오그래피 상 획득

 

그림 7. 성자 래디오그래피로 촬 한 Pb-Bi 유동

  연구 결과는 제 5차 ITMNR(International Topical Meeting on Neutron 

Radiography)에 발표될 정이다(첨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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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2004년 4월 2차 공동 실험

  2차 공동 실험은 2004년 4월 26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수행되었고 

KURRI의 Saito 박사가 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하여 실험을 자문하 다.

1.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기포율 측정

가. 추진 략

   - 일본측에서는 실험에 필요한 Image intensifier를 비하고 원자력연구

소는 실험에 필요한 test section과 고속 카메라를 비하여 성자 래

디오그래피 상 획득

   . 단층 분석법을 이용한 상세 기포율 분석까지 시도하려 하 으나 실험 

상 채 의 칭성과 산란된 성자가 상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

기 하여 개발되어 있는 방법의 제약을 발견하여 2차원  기포율 분

포 분석에 필요한 성자 래디오그래피 상 획득으로 신함. 

나. 주요 연구 내용

   - 성자 래디오그래피 실험에 사용할 빔의 기하학  특성을 알면 복잡

한 채 에서의 기포율 측정에 필요한 실험 장치의 제작과 결과의 분석

에 MCNP를 이용한 해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첨부 

9) 

   -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제작 

그림 8.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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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스 텃  볼 트 )

(S T S  304)

1
2
5
6

3

(H e x  B o lt ,  N u t, S /W )

(B o lt, S /W )

R /  T

L /  T

그림 9.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제작 도면

   -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Test Loop 구성 

그림 10.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Test Loop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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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자 래디오그래피를 활용한 상 획득 

그림 11.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기포율 측정을 한 상

(촬  속도: 1000 fps, gate time=750μsec, spacer 있는 경우,

        수 유량 = 7 kg/min, 공기 유량=18 lpm)

  연구 결과  일부는 2003년 추계 원자력 학회에 발표되었고(첨부 9) 기

포율 분석 결과는 제 5차 ITMNR(International Topical Meeting on 

Neutron Radiography)에 발표될 정이다(첨부 10).  

2.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이상 유동 패턴 측정 

가. 추진 략

   -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이상 유동 패턴을 음 법, 성자 

래디오그래피법으로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원래 목표 음.

   - 음 법은 원자력연구소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성자 래디오그래피 

촬 은 일본측과 공동으로 수행함. 

   - 일본측에서는 실험에 필요한 Image intensifier를 비하고 원자력연구

소는 실험에 필요한 test section과 고속 카메라를 비하여 성자 래

디오그래피 상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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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외에 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육안 찰도 시도함.

나. 주요 연구 내용

   - 성자 래디오그래피를 활용한 상 획득 

그림 12.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이상 유동 패턴 상

(촬  속도: 1000 fps, gate time=750μsec, spacer 있는 경우,

        수 유량 = 17 kg/min, 공기 유량=0.5 lpm, bubbly flow)

그림 13.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이상 유동 패턴 상

(촬  속도: 1000 fps, gate time=750μsec, spacer 있는 경우,

        수 유량 = 3.6 kg/min, 공기 유량=18 lpm, chur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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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법을 이용한 이상 유동 측정

그림 14.  음 법을 이용한 이상 유동 측정 실험 계통도 

 연구 결과는 제 5차 ITMNR(International Topical Meeting on Neutron 

Radiography)에 발표될 정임에 발표될 정이다(첨부 11).  



- 23 -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연구 개발 목표  4개의 공동 실험에 한 달성도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연구 개발 목표  공동 실험 수행 분야 달성도 요약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기포율 

측정

가. 성자 래디오그래피를 활용하여 

    2차원  기포율 분석에 필요한 

    상 획득

나. 복잡한 채 에서의 기포율 측정에

   필요한 한 교정 방법 개발   

30 100

- CT법을 이

용한 기포율 해

석의 기술  제

약성을 발견하

고  2차원  기

포율 분포 해석

에 필요한 상 

획득으로 신

함.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이상 유동 

패턴 측정

가. 성자 래디오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이상 유동 패턴 자료 획득

나. 음  방법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성자 래디오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

30 100

Pb/Bi 채 에서 PIV/ 

PTV 기법을 이용한 

유동장 측정

가. 성자 래디오그래피를 활용한

    PIV/PTV 방법 용에 있어 빔의 

    평편도가 작은 성자빔의 유용성 

    평가 

20 100

디젤 엔진 노즐 분사 

실험 장치를 활용한 

Cavity 찰

가. Cavity 찰에 있어 IR 빔(BNCT 

   시설) 빔의 유용성 평가
20 100

총계 100 100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목표로 삼았던 4개의 실험을 성공 으로 종료하

다.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의 기포율 측정을 한 상 취득 실험의 경

우는 당  계획하 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상을 취득하 는데 그 이유

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 당 에는 cooled CCD 카메라와 실시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층 분석

법을 이용한 상세 기포율 분석에 필요한 시간 평균 상을 취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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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 그러나, 상세 실험 계획 작성  산란된 성자가 상에 미치는 효

과를 고려하기 하여 개발되어 있는 방법이 제약이 있음을 발견하

다.

   - 한, 실험 상 채 의 칭성을 고려할 때, 단일 방향 2차원 상만 

있어도 추후 단층 분석법의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하 다.

   - 따라서, 성자 래디오그리피 단층 분석용 촬 을 고속 카메라를 이

용한 단일 방향 2차원  기포율 분포 분석에 필요한 성자 래디오그

래피 상 촬 으로 신하 다.

   -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 한 상을 분석하면 이상 유동 패턴별로 

기표율의 공간  시간  변화를 악할 수 있어 더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일본 문가와의 공동 실험 과정을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 다. 

- 일본과 한국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장 을 확인하 다.

- 유사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실험 장비 통   운송 차

  ․여유있는 실험 일정의 수립  

지속 으로 력 계 구축에도 성공하여 본 과제를 이어 한국원자력 연구

소에서 수행될 자체 연구 과제에도 일본 문가들이 력하기로 되었다. 

한, 공동 실험 결과를 국제 학회에 여러 편 발표하게 되어 형 연구 시설

의 국제 공동 활용이라는 안을 실 하는 좋은 가 되었다.

  한, 목표했던 바 이외에 아래와 같은 부수 인 성과를 얻었다.

- 2003년 8월 28일에는 동  래디오그래피에 심이 있는 16명이 모여 

동  래디오그래피에 한 한일 세미나를 실시하 는데 이는 국내에 

동  래디오그래피 련 연구 변을 넓히는데 기여하 다. 본 세미

나가 계기가 되어 본 분야 국내 연구진의 수가 1명에서 7명으로 증가

하 고 연구 기 의 수도 1개에서 3개로 증가하 다.

  - 본 과제 수행을 통하여 국내 인력이 6편의 논문을 발표 는 게재하

다.  본 과제 수행과 련되어 국내외 참여자가 발표 는 게재한 

논문의 목록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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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카메라 매 업체로부터 고속 카메라를 여하여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 한 성자 래디오그래피 실험을 수행하 는데 이는 

추후 원자력연구소에서 성자 래디오그래피 용으로 어떤 카메라를 

마련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 일본 문가가 만든 고속 성자 래디오그래피 상 분석용 로그램

을 확보하 다.

표 6.  본 연구 결과 발표/게재 실

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권

/호
주 단체

연   구

(발표)자

국내

게재

발표
1

이상 유동 연구를 한 성자 

래디오그래피 실험과 

MCNP를 이용한 모의 계산

2003 추계 원자력학회 2003 한국원자력학회 임인철

국외

게재 1

Characteristics of the IR 

neutron beam in HANARO and 

the recent development for its 

use in dynamic neutron 

radiography

Key Engineering

Materials

2004. 7

(발간 확정)

Trans. Tech.

Publications Ltd.
임인철 

발표

1

Characteristics of the IR 

neutron beam in HANARO and 

the recent development for its 

use in dynamic neutron 

radiography

제 11차 APCNDT 2003. 11 APCNDT 임인철

2

Towards the visualization of 

fuel cavitation in a nozzle of a 

diesel engine by neutron 

radiography

제 11차 APCNDT 2003. 11 APCNDT N. Takenaka

3

A study for L/D determination 

of filtered neutron beams 

including scattering neutron 

components 

제 11차 APCNDT 2003. 11 APCNDT 임인철

4

Measurement of void fraction in 

a channel simulating HANARO 

fuel assembly using neutron 

radiography

제 5차 ITMNR
2004. 7

(발표 확정)
뮌헨 공과 학 임인철

5

Development of the two-phase 

flow pattern map for a 

finned-element assembly using 

neutron radiography

제 5차 ITMNR
2004. 7

(발표 확정)
뮌헨 공과 학 차재은

6

Application of high- resolution 

high frame-rate neutron 

radiography to liquid-metal 

two-phase flow research

제 5차 ITMNR
2004. 7

(발표 확정)
뮌헨 공과 학 Y. Sa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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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유용성

제 1   경제  측면

- 본 과제는 “한국이 동북아 R&D 허 ”가 되기 한 안 과제 의 

하나인 “하나로와 같은 형 연구 시설의 국제 공동 활용”을 실천하

는 과제 다.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모델이 

될 것이다.

  - 본 과제는 국내에서 동  래디오그래피 활용을 진하는 계기가 되어 

하나로의 국가 기여도를 높일 것이다.

제 2   사회  측면

  - 일본 문가들과의 지속 인 교류는 양국 간의 계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 DNR은 자동차, 항공기, 농업, 환경 등 국민 생활과 한 산업에 활

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 수행을 통하여 확보한 DNR 활용 기

술은 이들 산업 발 에의 기여를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제 3   기술  측면

- 모의 하나로 핵연료 채 에서 얻은 기포율과 이상 유동 패턴 자료

  ‧ 하나로형 핵연료 채 에 한 기포율  이상 유동 패턴 측정 시험

은 이 에 수행된 바 없음.

  ‧ 따라서, 본 실험 결과는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하 고 하나로의 열

수력 해석에 사용하고 있는 MATRA와 MARS 같은 컴퓨터 코드의 

검증이나 필요한 요소 모델의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임.

- Pb-Bi 채 에서의 PIV/PTV 기법을 이용한 유동장 실험 결과

  ‧ 본 실험을 통하여 익힌 기술은 ADS(Accelerator Driven System) 

Target의 열수력 설계  해석 련 실험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

- 디젤 엔진 노즐에서의 cavity 찰 실험 결과

  ‧ 자동차 공업에 동  래디오그래피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

는 좋은 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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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측이 가지고 있는 고속카메라와 국내 업체가 여한 고속 카메라

를 사용한 경험과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하나로에 구비할 고속 카메

라  학 장비 사양을 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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