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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까지 다양한 계장품이 개발되어 재료시험로 또는 연구로에서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은 물론 동위원소 연구, 방사화 분석, NTD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와 개량 원자로에 새로운 핵연료와 재료를 적용하기 위해 최근 연구에서는 

조사시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도, 치수변화, 열전도도, 핵분열기체 방출, 균열, 

coating buildup, 열 및 고속 중성자속 등과 같은 인자들을 조사시험동안 실시간으로 

측정/제공할 수 있는 계측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Gen-IV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연료/재료의 조사시험을 연구로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장품의 개선이 필요하고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로에서도 신뢰성있고 

정확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계장품의 성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계장품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조사시험을 위한 계장기술 개발에 적극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계장품에 대한 개발 가능성, 개발기간, 활용성 등과 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 기술 현황 분석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로에서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계장품 및 기술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을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에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하나로에서 향후 조사시험 기술 향상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여 하나로에서 연구개발해야 하는 항목을 도출하고, 연구수행 

추진계획 및 추진전략, 예상결과 및 기대효과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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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ver 50 years of nuclear fuels and materials irradiation testing has led to many 

countries developing significant improvements in instrumentation to monitor physical 

parameters and to control the test conditions in Materials Test Reactors (MTRs) or 

research reactors. Recent effort to deploy new fuels and materials in existing and 

advanced reactors has increased the demand for well-instrumented irradiation tests. 

Specifically, demand has increased for tests with sensors capable of providing real-

time measurement of key parameters, such as temperature, geometry changes, 

thermal conductivity, fission gas release, cracking, coating buildup, thermal and fast 

flux, etc. This review paper documents the current state of instrumentation 

technologies in MTRs in the world and summarizes on-going research efforts to 

deploy new sensors.  

There is increased interest to irradiate new materials and reactor fuels for advanced 

PWRs and the Gen-IV reactor systems, such as SFRs (Sodium-cooled Fast Reactors), 

VHTRs (Very-High-Temperature Reactors), SCWRs (Supercritical-Water-cooled 

Reactors) and GFRs (Gas-cooled Fast Reactor). This review documents the current 

state of instrumentation technologies in MTRs in the world, identifies challenges faced 

by previous testing methods and how these challenges were overcome.  

A wide range of sensors are available to measure key parameters of interest during 

fuels and materials irradiations in MTRs. Such sensors must be reliable, small size, 

highly accurate, and able to withstand harsh conditions. On-going development efforts 

are focusing on providing MTR users a wider range of parameter measurements with 

increased accuracy. In addition, development efforts are focusing on reducing the 

impact of sensor on measurements by reducing sensor size. 

This report includes not only status of instrumentation using research reactors in 

the world to irradiate nuclear fuels and materials but also future directions relating to 

instrumentation technologies for measuring specific characteristics during irradiation 

tests in MT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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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1995년 2월 연구용원자로(이하 “연구로”)인 “하나로” 가동

을 계기로 핵연료 및 재료의 조사시험 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이에 2010년 말까지 원자

력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하나로에서 핵연료 및 재료를 조사시험할 수 있도록 개발한 조

사장치로는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을 위한 무계장 캡슐, 계장캡슐, 조사시험중 재료의 

크립특성과 피로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크립캡슐 및 피로캡슐, 핵연료를 상용 원자력발

전로(이하 “상용로”) 조건에서 조사시험할 수 있는 FTL(Fuel Test Loop) 등이 있다[1,2]. 

이와 같이 개발한 조사장치들을 이용하여 하나로 이용자들에게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

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조사시험동안 핵연료 및 재료의 조사특성

을 측정할 수 있는 계장기술도 함께 개발하였다. 현재 하나로에서 조사시험 중 핵연료 

및 재료의 조사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계장품으로는 핵연료 중심/표면온도 

및 재료 시편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전대(Type K, Type C), 핵연료봉 내압과 핵연

료 길이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및 관련 

부품, 조사시험동안 재료시편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micro-heater, 열중성자

속을 측정할 수 있는 SPND(Self-powered neutron Detector), 중성자 누적조사량 평가를 

위해 이용되는 F/M(Fluence Monitor), 그리고, FTL(Fuel Test Loop)을 이용한 핵연료봉 

조사시 IPS 내부의 냉각수 입출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전대(Type K)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시편의 최대 도달 온도를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온도 모니터 (TM; Temperature 

Monitors)가 있다. 

1999년 10월부터 하나로의 이용자 확대를 위한 하나로공동이용활성화사업이 착수되었

고, 2003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하나로, 전자가속기, cyclotron의 이용을 확

대하기 위해 대형연구시설이용활성화사업으로 확대되었다. 하나로 이용활성화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로는 미국의 INL/ATR (Idaho National Laboratory/Advanced Test Reactor)이 

있다. INL/ATR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ATR의 이용자 확대를 위한 user workshop을 매

년 개최하여 왔다. 특히, US/DOE는 2007년 4월에 INL의 ATR을 미국의 원자력 과학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NSUF(National Scientific User Facility)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user workshop을 users week로 확대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미

국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요구를 충족하고, 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

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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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을 비롯한 상용로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60년에서 80년까지 연장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

에 발표된 차세대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3]에 따라 제4 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가 많은 국가에서 진행 중이다[4]. 국내에서는 2008년말에 확정된 미래원자력시스

템 개발 계획에 따라 핵연료주기와 연계하여 고속로를 개발하고 있으며, 수소생산을 위

한 고온가스로, SAM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원자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로를 이용한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의 필요성이 확대되

고 있고, 조사시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시험중 조사특성을 실시간

(real-time)으로 측정하기를 원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시험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등의 외국에서는 계장기술

개선과 함께 다양하고 상용로 조건보다 더 열악한 조사시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

는 계장품들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기술현황분석보고서에서는 

1) 제 2장에 연구로를 이용한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에 있어 계장기술 향상의 필요

성을 정리하고,  

2) 제 3장과 제 4장에 재료시험로(또는 연구로)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외국에서 현재 

핵연료/재료 조사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계장과 개발 현황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3) 제 5장에 하나로에서의 조사분야와 관련있는 계장 현황을 분석하여,  

4) 제 6장에 향후 하나로에서 조사시험 분야에서 조사시험 기술 및 계장기술 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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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시험을 위한 계장기술 향상의 필요성 

현재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용로는 대부분 2세대 또는 3세대 원자로들이며, 1

세대 원자로들은 수명을 다해 원자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재료시험로 또는 연구로를 

이용하는 핵연료 및 재료의 조사시험은 상용로 운영에 필요한 핵연료 및 재료들을 평가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험이다. 한편, 재료시험로(MTRs; Material Test Reactors) 또는 연

구로를 이용한 대부분의 핵연료/재료 조사시험들은 상용로 (LWRs; Light Water Reactors, 

CANDU; Canadian Deuterium) 조건에서 수행되거나, 핵연료 또는 재료의 조사특성을 평

가하는데 필요한 제한된 조건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조사시험에 있어 조사특성

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계측기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이다. 최근에는 Gen-IV 원자

력시스템을 포함한 개량 원자력시스템, 핵융합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와 중성자파쇄원(SNS; spallation neutron source)이 환경적으로 허

용되는 미래 에너지 요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다. 

이들 시설의 안전하고, 신뢰성있고, 경제적인 운영은 사용되는 연료와 재료의 성능에 의

존한다. 참고문헌[5-8]에서는 핵연료와 재료 조사시험과 관련된 연구개발 항목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연료 조사시험은 경제성 향상을 위한 고연소도 핵연료, 핵연료의 효율적 

사용, 방사성 물질 및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Pu (plutonium) 및 MAs (minor actinides) 

연소와 핵비확산성 향상, 핵분열기체방출 및 피복관부식 저항성 향상, VHTRs(Very-

High-Temperature Reactors) 및 SFRs(Sodium-cooled Fast Reactors)용 핵연료 및 재

료 등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5-7]. 원자로시스템에서 중성자 조사로 인해 노심부품 

및 구조재의 재료특성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많은 부품들이 원자로 수명기간을 고려하

여 설계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된 관심사항이다: (i) LWRs과 CANDU 등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 및 노심 구조재료의 성능; (ii) 고온가스로의 hot duct 재료와 핵연료 

피복재료의 성능; 그리고, (iii) 핵융합로에서 plasma를 가두는데 필요한 조사저항을 갖는 

재료의 성능[8]. 그러므로, 개량 PWRs, SFRs, VHTRs, SCWRs (Supercritical-Water-

cooled Reactors)과 GFRs (Gas-cooled Fast Reactor)과 같은 Gen-IV 원자력시스템 및 

ITER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재료 및 핵연료를 조사시험하기 위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MTRs에서 이러한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조사특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신뢰

성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시험 이용자에게 이를 제공하고, 시험단가를 낮추기 위해 

MTRs에서 좀 더 열악한 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 새로운 sensors를 개발하고, 이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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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 설치하는 계장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1 개량 PWRs의 실험 프로그램 

동아시아에 주로 건설된 많은 개량 LWRs (소위 Generation III)은 안정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킨 설계로 1990년대에 개발되었다. Generation III를 개선한 원자로 (소위 

Generation III+) 는 몇몇 국가에서 개발하여 건설 중에 있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Generation III+ PWRs (APWRs)에는 AP600 (Advanced Pressurized Water Reactor 600), 

AP1000 (Advanced Pressurized Water Reactor 1000), APR1400 (Advanced Power 

Reactor 1400), APWR+ (Advanced Pressurized Water Reactor Plus), EPR (European 

Pressurized Water Reactor) 등이 Generation III+에 속한다. 이와 같은 3세대 원자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9].  

• 설계 표준화 (인허가 촉진, 총 건설비용 절감, 건설기간 단축);  

• 간편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의 설계: 운전 용이성과 운전 취약성 보완; 

• 높은 효용성과 더 긴 운전수명(60 년);  

• 노심용융 사고 가능성 저하;  

• 항공기 공격에 의한 방사성 물질 방출이 될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의 저항성; 

• 고연소 핵연료 (핵연료 사용 및 폐기물 감축);  

• 핵연료 수명 연장 (가연성 독극물 사용) 

위 항목 중 높은 효용성과 수명연장, 고연소도 핵연료와 핵연료 수명연장의 세 항목

은 MTRs에서 조사시험하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원자로의 수명을 평가할 

때 재료의 조사손상(radiation damage)이 주요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60년에서 80년동안 

중성자 조사에 견딜 수 있는 재료특성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핵연료 성

능과 수명연장을 위해 첨가물을 통해 핵분열기체방출을 감소시키는 큰 결정입자를 갖는 

핵연료, 고연소도 핵연료, 새로운 피복재료 및 핵연료 수명기간동안 파손율 감소 등도 

조사시험과 관련한 관심사항들이다. 

2.2 Gen-IV 원자력시스템(SFRs, VHTRs, SCWRs, GFRs)의 실험 필요성  

현재 2030년 후에 상업적으로 운전될 유망한 Gen-IV 원자력시스템으로는 VHTRs, 

SCWRs, GFRs 및 SFRs 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중, 미국에서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NGNP)로 불려지는 고온가스로(VHTR; 냉각재 출구 온도를 750 °C로 낮추

었음)가 2021년에 운전될 계획이므로 2030년대에 상업적으로 운전될 가장 유력한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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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다. 프랑스는 202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4세대(Gen-IV) 고속원형로

(prototype fast reactor)를 개발하고 있다. 고속로 기술개발 부문에서 풍부한 설계․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소듐냉각고속로 (sodium-cooled 

fast reactor)는 ASTRID(Advanced Sodium Technological Reactor for Industrial 

Demonstration)이다. Table 1에는 Gen-IV 원자로(VHTR, SCWR, GFR 및 SFR)의 주요 

설계인자들을 보여준다[3,4]. 또한, Table 1에는 Gen-IV 원자력시스템에서 고려하고 있

는 핵연료와 재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표에는 원자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것이 반영되어 있지만, 다양한 응용에 필요한 특정 합금 및 재료 등을 선택하기 위한 자

료로는 아직 부족하다. 

Table 1. Details of the fuels and materials options considered for Gen-IV reactor systems [3,4]. 

Structural Materials 
System Coolant, 

Toutlet 
Neutron 

Spectrum Fuel Cladding 
In-core Out-of-core 

GFR He, 
850 °C Fast 

Carbide fuel 
(U, Pu)C or 
(U, Pu, 
MA)C 
with MAs 

Ceramic (SiC-
SiCfibers 
Composite)  

Refractory 
metals and 
alloys, 
Ceramics, 
ODS Vessel: 
F-M 

Primary Circuit: Ni-based 
super- alloys 
32Ni-25Cr-20Fe-12.5W-0.05C
Ni-23Cr-18W-0.2C F-M 
w/thermal barriers 
Turbine: Ni-based alloys/ODS 

SFR 
(Metal) 

Na, 
520 °C Fast 

Metal (U-
TRU/ 
10%Zr 
Alloy) 

F-M (HT9, 
HT9M or ODS) 

F-M ducts 
316SS grid 
plate 

Ferritics, austenitics 

SFR 
(MOX) 

Na, 
550 °C Fast 

MOX, MA 
bearing 
fuel 

F-M (HT9, 
HT9M or ODS) 

F-M ducts 
316SS grid 
plate 

Ferritics, austenitics 

SCWR-
Thermal 

Water, 
550 °C Thermal UO2 ThO2 

F-M (12Cr, 9Cr, 
etc.) (Fe-35Ni-
25Cr-0.3Ti)  
Incoloy 800, ODS 
Inconel 690 & 
625 & 718 

Same as 
cladding 
options 

F-M 

SCWR-
Fast 

Water, 
550 °C Fast MOX, 

Dispersion 

F-M (12Cr, 9Cr, 
etc.) (Fe-35Ni-
25Cr-0.3Ti) 
Incoloy 800, ODS 
Inconel 690/625 

Same as 
cladding 
options 

F-M 

VHTR  He, 
1000 °C Thermal 

TRISO, 
UOC in 
Graphite 
Compacts; 
ZrC coating, 
Plutonium 
and MA 

ZrC coating and 
surrounding 
graphite 

Graphite,  
PyC, SiC, ZrC
Vessel: 
advanced 
super-alloys 
(nickel based 
and 9Cr 
ferritic steels)

Primary Circuit: 
Ni-based super-alloys 
32Ni-25Cr-20Fe-12.5W-0.05C
Ni-23Cr-18W-0.2C F-M 
w/ thermal barriers 
Turbine: Ni-based alloys/ODS 

Abbreviations: 
MA; Minor Actinide, TRU; Transuranium, ZrC; Zirconium Carbide, MOX: Mixed oxide ((U,Pu)O2), TRISO; Tri-
structural-isotropic, F-M; Ferritic-martensitic stainless steels (typically 9 to 12 wt% Cr), ODS;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steels (typically ferritic-martensitic), PyC; Pyrolytic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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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V 원자력시스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핵연료 및 재료는 노내성능이 확인되

어야 하고, 설계 인허가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원자로형

에 사용될 핵연료 및 재료들의 조사시험이 필요하다. 제안된 핵연료 및 재료들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인해 광범위한 연구/개발 (R&D) 프로그램들이 원자력시스템 개발 초기에 

제안되어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제안된 R&D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Gen-IV 원자력시스템

과 관련있는 정보와 특성 자료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연구 초기에 진

행되어야 하지만, 개발할 시스템들이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자료 필요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은 시스템 설계와 안전성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핵자료 측정과 같은 것이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세대원자로 개발을 위한 새로운 핵연료 및 재료를 

MTRs에서 조사할 때 상용로 조건보다 2-3배 더 열악한 조건하에서 견딜 수 있고, 정확

하고 신뢰성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장치 및 계장품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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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장 현황 및 특성 

IAEA의 Nuclear Research Reactor Database [10]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는 약 230

기 이상의 연구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연구로는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 중성자 빔 

이용 연구, 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 중성자방사화 분석, NTD, 교육 및 훈련, BNCT, 

nuclear data provision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들 중 미국의 ATR(advanced 

Test reactor), 프랑스의 OSIRIS, 노르웨이의 HBWR(Halden Boiling Water Reactor), 벨

기에의 BR2(Belgian Reactor 2), 일본의 JMTR(Japan Material Testing Reactor), 네덜란

드의 HFR(High Flux Reactor) 등은 50년 이상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

로이다. 이들 연구로의 활용이 증가하고, 일부 연구로는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새로

운 재료시험로(연구로), Jules Horowitz Reactor (JHR)이 OSIRIS를 대체하기 위해 2014

년 임계목표로 프랑스에 현재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HFR과 JMTR은 노후시설들을 교

체하여 HFR은 2010년 9월에 재가동하였고, JMTR은 2011년에 재가동될 예정이다. 

Table 2는 하나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연구로에서 활용 또는 개발하고 있는 계장 

현황을 나타낸다[11-19]. 지난 50년 이상 MTRs에서 핵연료와 재료 조사시험은 조사특

성을 실시간으로 감시/측정하고, 조사시험 조건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내 계장에 의

존해 왔다.  

Table 2. Instrumentation technologies at SCK·CEN, CEA, JAEA, KAERI, IFE-HRP, INL and NRG. 
Technology Research 

Organization/Country Sensors Parameter Detection Status 

SP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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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s (LVDTs) 
with unstressed 
bellows and stressed 
bellows 

Length / Creep-
induced elon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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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iecentrum voor 
Kernenergie • Centre 
d'Étude de l'énergie 
Nucléaire (SCK·CEN) / 
Belgium 

Flux wires, foils, and 
melt wires 

Fluence (neutron) and 
temperature Op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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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ssariat à 
l’Energie Atomique et 
aux Energies 
Alternatives 
(CEA) / France 

SPGDs Gamma flux Operationa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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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ys thermocouples under 
development with French vendor 
(THERMOCOAX). (long-duration 
testing) 

Noise thermometry Temperature Under development 
Counter-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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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sion Chambers 
(1.8mm diameter) 

Thermal flux (with U- 
235 deposits) Op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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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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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 / Japan 

DCPD method with 
CT specimens and 
bellows loading 

Crack growth Op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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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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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SPNDs) 
LV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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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e for Energy 
Technology/Halden 
Reactor Project (IFE-
HRP) / No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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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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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rods. 

SPNDs Thermal flux, power, 
fuel hea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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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ma thermometer Power measurements Operational 
Electrochemical 
corrosion potential 
probes 

Water chemistry Op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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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al 

Melt wires (peak),  Temperature Operational 
Melt wires (peak), 
Paint s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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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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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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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itter) Thermal Flux Under evaluation at ATR Critical 

(ATRC) facility 

Idaho National 
Laboratory (INL) / US 
Idaho National 
Laboratory (INL) / US 

Miniature and 
Subminiature Fission 
Chambers 

Fast and Thermal Flux Under evaluation at ATR Critical 
(ATRC)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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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NDs Thermal flux, power, 
fuel heat-up rate 

Operational. (Using commercially-
made SPNDs) 

Thermocouples (Type 
K and N) Temperature Operational 

LVDT Pressure Operational (Using IFE/HRP 
LVDTs) 

Nuclear Research & 
consultancy Group 
(NRG) / Netherlands 

Silicon chip transducer Pressure 

Operational (Using Kulite 
Semiconductor Products outside 
high neutron and gamma radiation 
locations) 

Abbr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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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C; Silicon Carb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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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로에서 핵연료와 재료 조사시험중 조사특성을 실시

간으로 감시/측정하고, 조사시험 조건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계장 현황

은 다른 연구로와 비교해 볼 때 계장기술 개발에 더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조사시험시 

측정하는 조사특성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Table 3에는 현재까지 각국의 MTRs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노내 계장품들이 

있다[11,16,18,20,21]. 이와 같은 계장품들은 기본적으로 50년 전에 개발되었지만, 1980

년대 이후에는 계장품들을 개발하고, 개선하려는 연구개발이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최근 쟁점으로 정확한 노내 측정과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품질의 계장

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품질의 새로운 계장은 개량원자로시스템 개

발을 위한 핵연료 또는 재료의 특성과 관련하여 modeling 및 simulation 향상, 조사시험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특성 측정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Table 3. Representative in-pile instrumentation currently implemented in MTRs. 
Measurements Representative in-pile instrumentation 

Temperature 

Thermocouples with metal sheath and mineral insulation : 
   Below 1100 °C : Ni-Cr / Ni-Al (Type K) 
                 Ni-Cr-Si / Ni-Si (Type N) 
   Above 1100 °C : W-Re alloys (Typ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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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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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oustic sensors (on-line gas composition measurement) 

Neutron flux 
Activation foil dosimeters and wires (post-irradiation analysis) 
SPNDs 
Fission Chambers 

Gamma flux SPGDs 
Gamma heating / Local 
power (fuel power) 

Gamma thermometers 
Differential calorimeters 

Thermal Conductivity Multiple thermocouples 
 

3.1 온도 측정 (Temperature measurements) 

온도는 조사시험에 있어 측정해야 하는 주요인자이다. MTRs 에서 조사시험동안 또는 

조사시험 후 온도를 측정 또는 평가하기 위해 온도모니터 (T/Ms; Temperature monitors), 

열전대 (T/Cs; Thermocouples)와 expansion thermometer (ET) 등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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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도 모니터 (Temperature monitors; T/Ms) 

MTRs 의 대부분 조사장치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동적 온도 monitors 

(melt wires 또는 paint spots)는 어떤 온도가 초과되었는지 아닌지 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melt wires 는 MTRs 에서의 재료 조사시험동안 재료가 도달하는 최대온도를 

결정하기 위해 캡슐 내부에 자주 적용된다. 조성이 정확하고 용융온도가 확실한 melt 

wires (순수한 재료, 2 원계 또는 3 원계 합금)는 일반적으로 온도 모니터로 사용되고, 

석영 또는 Vanadium 과 같은 금속용기 내에 설치된다. Table 4 에는 ASTM 에서 

상용로의 T/Ms 으로 추천하고 있는 합금[20]과 MTRs 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금들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INL 은 100 °C 에서 1450 °C 까지의 온도 영역을 갖는 melt 

wires 를 고려하여 melt wires 를 선택하였다. INL 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종변환이 

일어나지 않는 흡수단면이 적은 재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상용로에 적용하기 위해 

Table 4 에 제시된 온도모니터들은 전형적으로 압력용기 가까이에 설치된다. 이에 따라 

핵종변환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적어도 한개의 melt wire 가 최고 예상온도보다 높은 

용융온도를 갖고, 5 °C 에서 12 °C 의 온도 간격이 있도록 melt wire 재료들이 선택된다.  

     Table 4. Some alloys used to temperature monitor. 
Material (wt%) Melting Temperature (°C) Material (wt%) Melting Temperature (°C) 

16Sn/32Pb/52Bi 95 Sn/20Ag 295* 

97In/3Ag 143 Pb/In/Ag 300* 

62Sn/38Pb 183 Pb/Ag/Sn 304* 

Sn/9.0Zn 199 Pb/2.5Ag** 304 

Sn 232 Pb/1.5Ag/1.0Sn** 309 

Sn/1.0Sb 235 Pb/1.75Ag/0.75Sn 310 

Pb/25In 264 Cd/1.2Cu** 314 

Cd/17.4Zn** 266 Pb/1.0Sb 320* 

25Sn/75Pb 268 Cd** 321 

Pb/In/Sb 270* Pb** 327 

Pb/15In 280* 60Pb/40Zn 343 

Au/20.0Sn** 280 Zn 420 

Pb/Sn/Sb 285* Be 1278 

Pb/Sn/Ag 290* Ni 1453 

Pb/5.0Ag/5.0Sn** 292   

 *These M.P. are specified by producer. 

 **There are specified by A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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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된 시편에서 최대 조사온도를 평가하기 위해 SiC의 전기저항 변화[22,23] 

및 길이변화[24]를 측정한 것이 보고되었다. SiC 모니터는 200 °C에서 1000 °C 사이의 

일정온도 조사에 전형적으로 응용된다. 초기에는 SiC 모니터에 의한 온도는 등시 소둔

(isochronal annealing) 후에 길이변화로부터 추정되었다. SiC 모니터는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 내의 조사온도를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모니터이기 때문이 유용하다. 

1960년대 초 이후, SiC는 조사후 온도 모니터로 이용되고 있다. Pravdyuk[25]는 조

사후 소둔온도가 조사온도보다 높을 때 중성자 조사에 기인한 SiC의 격자팽창(lattice 

expansion)이 나타난다고 최초로 보고하였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small interstitial 

clusters가 팽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되었지만[29], Snead 등[26,27]은 이와 같

은 팽창(swelling)은 점결함 형성 (point defect formation)[28]에 의한 격자 팽창과 관련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온도의 함수인 이러한 팽창은 변화에 따라 < 5 x 1021 n·cm-2 

(E>0.1 MeV) 조사량에서 포화한다[30-32]. 다른 연구들은 길이변화 측정기술에 어떠한 

개선없이 격자 상수변화[33,34], 열확산도, 밀도, 및 전기전도도[35]를 알 수 있는 X-

ray line broadening과 같은 다른 기술을 연구하였다. 정확한 길이측정 기술이 이용됨에 

따라 Price[35]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조사온도에 따라 20 °C 에서 30 °C의 정확성이 

있다고 하였다. Snead[27]는 향상된 정확성, 측정 용이성 그리고 비용절감 때문에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Table 5 [27,28]에 기술된 내용들은 시편을 소둔

(annealing)하는 동안 큰 저항 변화가 있고, 전기저항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

에 전기저항 측정이 향상된 정확성을 보여준다.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SiC (1 

에서 105 ohm-cm)에서 관찰된 전기적 저항의 큰 변화는 기본적으로 첨가원소(dopant 

impurities)에 기인한다[27]. 그래서, Snead[27]는 SiC 재료가 충분한 밀도 (3.203 

g/cm3)를 갖고 당량적(stoichiometric)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Snead 등[26]은 Table 5

에 정리된 정확성을 얻기 위해서는 측정은 30±2 분의 소둔동안 조절된 분위기 (측정온

도의 ± 0.4 °C 범위)에서 행하도록 추천한다.  

     Table 5. Comparison of various SiC temperature monitor measurement techniques [26,27]. 

Technique Measurement 
Accuracy (%)

Property recovery 
upon anneal 

(%/10°C anneal) 

Property 
recovery/
accuracy

Accuracy 

Dimensional Change 0.05 ~ 0.007 ~ 0.3 12-100°C 
Electrical Resistivity 0.01-1 ~ 0.3 ~ 0.03 Less than 20°C 
Thermal Conductivity 3 - 5 ~ 0.08 ~ 13 Within 25°C 
Density Gradient Column ~ 0.02 0.02 ~ 5 Within 20°C 

Lattice Spacing not applicable 
(NA) NA NA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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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rmocouples 

지난 40년에서 50년 동안 조사시험 동안 실시간 온도측정은 피복 열전대(Type N, 

K, 또는 C)를 이용해왔다. Table 6에는 MTRs에서 사용하는 이들 열전대의 사용온도 및 

사용조건 등을 보여주고 있다[36-42]. 이와 같은 열전대들은 MTRs에서 핵연료 또는 재

료의 조사동안 온도를 감시하고 조절하는데 이용된다. 1000 °C 이하의 온도에서의 실험

은 스테인레스 또는 Inconel로 피복된 직경이 1.0~3.0 mm 인 Type K 또는 Type N 열

전대((Ni–Cr/Ni–Al 또는 Ni–Cr–Si/Ni–Si), 알루미나(Al2O3) 또는 MgO 절연체를 이용하여 

왔다. 이 열전대들은 심지어 1022 n·cm−2을 초과하는 고중성자속 조사량에서도 우수한 

신뢰성과 신호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고온 측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장

기간 조사이다. 1000 °C 이상의 온도에서 Type K와 Type N 열전대(허용한도 약 

1080 °C)는 보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온도 이상에서는 Type C 열전대 (W-Re 합금)를 

사용하여 왔다[43]. 그러나, Type C 열전대 재료는 열중성자속 영향으로 매우 빠르게 변

환한다 [44-48]. 그래서, IFE-HRP는 이러한 decalibration을 보상하기 위해 보정인자 

(correction factor)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정인자는 열전대가 접하게 되는 

첨두온도 (peak temperature), 첨두 중성자속 (peak flux) 및 중성자속/열적 변화를 고려

해야 한다. 

     Table 6. Some thermocouples used in MTRs [36-42]. 
Type Composition Useful Temp. 

Range (°C) 
Max. Temp. 
Range (°C) Environmental Sensitivity 

K 
90%Ni-10%Cr / 
95%Ni-2%Al-2%Mg-
1%Si 

0 to +1100 −180 to +1300
Well suited for low 
temperatures. Can work in 
radiation environments. 

N Ni-Cr-Si/Ni-Si 0 to +1100 −270 to +1300
More resistant to oxidation 
than Type K. Can work in 
radiation environments. 

S 90%Pt-10%Rh (+wire)  
/ 100% Pt(-wire) 0 to 1600 −50 to +1750

Become brittle with heat 
cycling. Decalibrate in 
radiation environments. 

C W5%Re / W26%Re 0 to 2000 0 to 2320 

D W3%Re / W25%Re 0 to 2000 0 to 2320 

Not oxidation resistant - 
requires vacuum, hydrogen 
or inert atmosphere. 
Become brittle with heat 
cycling. Decalibrates in 
radiation environments.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Type K와 Type N 열전대는 1000 °C 이하 온도에서 장기

간 성능을 유지한다. 그러나, 상용 열전대들은 1000 °C 이상에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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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안 핵종변환이 일어난다. 이러한 열전대들은 더 높은 온도에서 Figures 1과 

2[49,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각한 변화(drift)가 있다. 외경이 1.5 mm인 Type N 및 

Type K 열전대 22개가 1200 °C에서 4000 시간동안 관상로(tube furnace)에서 가열되었

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N 및 Type K 열전대들은 이 실험에서 100 °C 이

상 변화가 있다[49]. INL에서 개발한 HTIR-TCs(High-Temperature Irradiation-Resistant 

Thermocouples)는 이 실험에서 2% (또는 20 °C) 이내의 변화를 보여 안정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CEA에서도 Type K, Type N 및 Type C, CEA에서 개발한 Mo/Nb 열전대의 

성능 평가를 위해 이와 유사한 실험을 1100 °C에서 수행하였다. 열전대들은 1100 °C에

서 2500시간동안 가열되었으며, 500시간마다 육안검사를 하였다. Figure 2는 이와 같은 

시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0]. 직경이 1.5mm인 채택된 Type K와 

Type N 열전대들은 1100 °C에서 Type C 열전대만큼 안정적이지만, 더 높은 온도에서 

이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Figure 1의 결과는 Type N 및 Type K 열전대는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더 큰 변화(drift)가 있음을 나타낸다.  

 
Figure 1. Representative results from thermocouples in INL 1200 °C tests. [49]. 

 
Figure 2. Signal measured by different thermocouples during 1100◦C test compared with anticipated 
in-pile drift of a Type C thermocouple under a constant thermal neutron flux of 4×1014 n·cm-2·s-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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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온용 Type C 열전대는 장기간 조사동안 핵종변환으로 심

각한 변화(drift)가 일어난다. Figure 3은 Type C 열전대가 실험로(Experimental Test 

Reactor)에서 열중성자속 4×10 14 n·cm-2·s-1에 노출되었을 때 조사량에 따른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46-50]. 이 실험결과가 매우 선형적으로 보이지만, ‘decalibration’은 열전

대가 접하는 열중성자속과 중성자속 gradient에 매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 Drift of Type C thermocouples at fluences exceeding 1021 n·cm-2 [44-50]. 

MTR의 고온실험에서는 신뢰성있고, 일정한 in-pile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형적

으로 900 °C에서 1500 °C 사이에서는 <2% 불확실도를 요구함.), 좀 더 정확한 고온용 

계측기들이 조사시험에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INL과 CEA는 독

자적으로 Mo/Nb 합금의 새로운 열전대를 개발하였다. INL은 상업적으로 알려진 doped 

molybdenum/niobium 합금 열전대선을 사용하는 열전대(HTIR-TC)를 개발하여, 이 열전

대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51,52]. 개발 초기에 열전대 부품의 후보재료들은 고온과 방사

선에 견딜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되었다 [11,14,15]. 이에 부품들은 재료 상호시

험 (interaction tests), 연성연구 및 분석평가를 통해 선택되었다. 그래서, 고온(1800 °C

까지)에서 장기간(4000 시간까지) 실험과 열적 주기실험(thermal cycling tests)에서 INL

이 개발한 열전대가 Figure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음을 보여준

다(<2% drift). INL에서 개발한 HTIR-TCs는 Figure 4 [11,14,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핵

종변환에 따른 성능저하없이 1200 °C까지 고온에서 고온가스로 (advanced gas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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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AGR-1)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 2007년 2월에 시작

한 실험은 2009년 10월에 종료되었다. Figure 4는 한 조사장치에 설치된 INL에서 개발한 

2개의 HTIR-TCs 열전대와 한개의 Type N 열전대로 부터의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신

호변화는 ATR의 출력변동과 운전정지에 의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N 열전대 (TC-4-3) 근처에 있는 HTIR-TC (TC-4-1) 열전대는 이 조사시험 초기에 

Type N 열전대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그리고, 조사장치 내의 더 높은 온도 영역에 있는 

HTIR-TC (TC-4-2) 열전대는 높은 온도에도 일관된 신호를 보여준다. 그러나, 2008년 

10월에 Type N 열전대는 손상되었다. ATR에서의 조사시험에 더하여 최근에는 이 열전대

들(enhanced HTIR-TCs)을 MIT 연구로의 조사장치에 성공적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다른 시험로에서도 이 HTIR-TC 열전대를 사용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 

2003년에는 CEA는 새로운 고온용 노내 계장품을 개발하고 자격화하는 연구 프로그

램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들 중에 Mo/Nb 합금을 포함한 새로운 열전대가 

MTR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49]. 1100 °C에서 2500 시간동안 가열

시험에서 견디는 Mo/Nb 합금 열전대의 견본(prototype)를 제조하였지만 (Figure 5 참조), 

이 열전대의 노내 자격화실험은 아직 수행되지 않고 있다 [50,53,54]. 

 
Figure 4. HTIR-TCs installed in AGR-1 test capsule and representative HTIR-TC and Type N data 
[1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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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ignal measured by Mo/Nb thermocouples developed by CEA during 1100°C 1000 hours 
test. 

c) Expansion thermometer (ET) 

ET는 HBWR에서 핵연료를 조사하는 동안 평균 온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Figure 6 [16,45-56] 참조). 이러한 온도측정은 핵연료 전체길이를 관통하는 중심구멍

(hole)에 설치된 텅스텐 봉의 길이 팽창 측정에 기초한 것이다. 텅스텐 봉의 열팽창은 

LVD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T는 장기간 시험과 고온 실험에 자주 이용된다. 핵종변

환 가능성이 있는 장기간 조사에서는 텅스텐 봉을 몰리브데늄과 같은 다른 재질로 변경

될 가능성도 있다 [63].  

 

Figure 6. Expansion thermometer schematic drawing [55]. 

3.2  치수 측정 (Dimension measurements) 

조사시험동안 측정할 수 있는 치수변화도 관심있는 주요인자이다. 현재, 핵연료 및 

재료의 길이 및 직경 변화는 LVDT 를 이용한 계측기에 의해 기본적으로 측정된다.  

a) LVDT-based Elongation Measurements 

LVDT는 기계적인 움직임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Table 1에 기술한 

바와 같이 IFE-HRP에서 만든 LVDTs는 대부분의 MTRs에서 사용하고 있다. Figure 7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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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HRP에서 제조되는 LVDT의 기본적인 설계를 보여준다. IFE-HRP는 LVDT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in-pile 계측기를 만들고 있다.  

 
Figure 7. Key LVDT components [55]. 

IFE-HRP에서는 1차 코일을 400 Hz 정격전류 발생기(constant-current generator)로 

작동하며, 코일과 관련이 있는 자성 코아의 위치는 2차 코일로부터의 신호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어떠한 기계적인 움직임은 자성코아의 위치를 변화시키며 위치변화에 

따른 대응신호가 발생한다. IFE-HRP에서 개발한 LVDTs는 PWR 조건 (350 °C/150 

bars)에서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온도 제한(< 350 °C )은 Ni의 Curie 점(Curie 

point)에 의한 것이다. 코일로 사용되는 wire는 Ni로 피복된 Cu 전도체이다. 온도가 Ni의 

Curie 점(356 °C ∼ 358 °C)보다 높으면 출력신호에 큰 변화가 있고, 계측기의 

민감도가 변한다. 하지만, 온도 600 °C까지 작동할 수 있는 LVDT를 IFE-HRP에서 

부품과 제조기술을 변경하여 개발 중이다. 현재 노외실증시험은 완료되었으며 노내 

실증시험은 2011년에 계획되어 있다. 

IFE-HRP는 다양한 크기의 LVDTs를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type 

5” LVDT이며, 이것의 선형 구간은 ± 2.5 mm (예, “type 5” 에서 “5”는 LVDT의 

선형구간임)이다. 이 LVDT의 직경은 11.5 mm이고 길이는 55 mm이다. 신호선의 

절연체는 Al2O3이며, Inconel 600으로 피복되어 직경이 1.0mm인 MI (insulated mineral) 

선 2개를 사용한다. IFE-HRP가 노내 측정을 위한 계장품을 만들기 시작한 후 2200 개 

이상의 다양한 LVDT를 HBWR에서 조사장치에 설치하였다. IFE-HRP LVDTs의 결함율은 

5년동안의 실험에서 10% 이내이다.  

Figure 8은 HBWR에서 응력이완 (stress relaxation) 연구에 사용한 계장 인장 시편을 

나타낸다 [16,60]. 재료시편을 위한 하중 system은 시편에 응력(applied load)을 on-

line으로 변화를 전달하는 압력체계가 연결된 금속 bellows를 포함한다. 시험 목적과 

유용가능한 공간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갖는 bellows가 채택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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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에서 온도는 기체를 이용하여 조절되고, 시편 길이팽창은 LVDT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Figure 8. IFE-HRP test rig used to detect tensile specimen elongation [60]. 

IFE-HRP는 Figure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복관 길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LVDT를 사용한다 [62]. 이 실험 구조에서 코아(magnetically-permeable core)는 피복관

에 바로 연결되는 핵연료봉단에 부착되었다. 이와 같은 측정은 피복관 축방향 변형자료

를 제공한다. 

 
Figure 9. IFE-HRP test rig for detecting cladding elongation [62]. 

또한, IFE-HRP는 핵연료 길이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Figure 10에서 보는 바와 같

이 LVDTs를 사용한다 [16,62]. 이 조사장치에서 자성 코아(magnetic core)는 핵연료와 

접촉하는 spring과 결합되는 plate(spring loaded plate)에 부착된다. 핵연료봉단 내에 있

는 자성 코아의 위치가 변하면 신호가 발생한다. 

 
Figure 10. IFE-HRP test rig for detecting fuel elongation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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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iameter Changes (DG) 

직경 변화측정을 위해 IFE-HRP에서는 LVDT 원리를 이용한 DG를 사용하고 있다. 

DG는 LVDT와 구분된다. 먼저, 두개의 1 차 코일(primary coils)과 2개의 2차 코일

(secondary coil)이 LVDT의 인코넬 보빈(bobbin)에 반대로 감긴 것과 같이 페리틱 보빈

(ferritic bobbin)에 감긴다. 두번째로 DG는 LVDT에 사용된 코아(magnetically-

permeable core) 대신에 armature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Figure 11 [16,55]에 파란색

으로 표시된 2개 loop에 있는 공기간격에서 변화는 DG로부터 신호출력 변화 (2차 코일 

신호 차이)로 야기되는 2개에서 생성된 신호 사이의 균형을 변화시킨다. 

 
Figure 11. Schematic diagram of a diameter gauge [55]. 

3.3  핵분열 기체 검출 (Fission Gas Detection) 

핵연료봉 내부의 핵분열기체 방출을 in-situ로 측정하는 것은 연구로에서 진행하는 

핵연료의 조사시험 프로그램에서 주된 관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핵분열기체 방출 기구

(kinetics)는 핵반응의 중요한 인자이며 핵분열기체 방출이 핵연료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에 핵분열기체 방출 측정은 핵연료 조사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a)   Sampling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에서 핵연료의 온도는 조사시험동안 공급되는 He와 

Ne 기체의 혼합량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핵분열기체는 핵연료 파손

을 감지하기 위한 배출 가스에서 감시할 수 있다. Figure 12 (a)는 HFR에서 HFR-

EU1bis 시험을 위해 사용한 기체 혼합, 압력조절 및 기체 sampling을 감시하기 위한 장

치와 Figure 12 (b)는 ATR에서 AGR-1 핵연료 시험에 사용한 실험장치 흐름도를 보여준

다 [64-68].  

Figure 12 (a)의 장치는 HFR-EU1bis 시험에서 기체 판넬 (panel)은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controlled command cabinet으로 작동되며, 또한 이것

은 방사능 준위가 초과할 경우 조사장치에 연결된 모든 기체 배관의 자동 차단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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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보기능을 포함한다. 시편 holder로 부터 나오는 기체 흐름은 HFR off-gas 체

계로 방사능 물질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성탄 필터(filter) (activated charcoal filter)

를 항상 통과한다. 기체 sampling을 위해서는 이 필터를 우회한다. 그리고, 기체는 분리

할 수 있는 grab sample로 보낸다. 이 grab sample은 glove box로 부터 분리되어 5종

의 동위원소 (85mKr, 87Kr, 88Kr, 133Xe 과 135Xe)의 측정을 위해 보정된 multi-channel HP 

Ge gamma spectrometer의 외부에 설치된다. 각 sample은 수 차례 측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측정수치는 기체 sampling 순간에 순수한 기체에서 특정 동위원소 농도를 결정

하기 위해 붕괴(decay)에 대해 보정된다. 알려진 기체 흐름, 압력 및 온도와 함께 핵분

열기체 방출비는 피복입자핵연료에 대한 핵적 계산으로부터 결정되고, 생성비를 결정한

다 [64,65,69,70]. 이 실험에서 측정은 주 1회 수행되었다. 

AGR-1 실험에 있어 각 캡슐로부터 나오는 기체는 Figure 12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핵분열생성물 감시장치를 통과한다. 그러나, 캡슐로부터 나오는 기체의 흐름(outlet 

flows)을 감시하는 어떤 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여분의 on-line 감시장치로 흐를 수 

있다. 각 캡슐로부터 나오는 기체의 grab sample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핵분열생성

물 감시기는 핵분열기체가 감시기를 통해 한번 방출되었을 때 핵분열기체 핵종을 분류하

고 정량화를 하는 spectrometer와 핵분열기체를 감지하는 gross gamma detector를 포

함한다. 또한, gross gamma detector는 방출 시간을 감지한다. Gross gamma detector와 

spectrometer가 계속적 on-line으로 결합되어 있어 gross gamma detector 결과들은 면

밀히 조사하는데 필요한 많은 spectrometer data를 확립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전형

적으로 핵분열기체의 방출 (puff release)은 TRISO 핵연료 피복층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

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동위원소의 분류와 불확실성이 있는 정량화를 통해, 핵분열기체

가 검출되었을 때 동위원소 방출 대 생성비 (R/B)를 결정하는데 spectrometer가 이용된

다. R/B 비는 새로운 TRISO 핵연료 피복층이 파손되었는지, 핵분열생성물이 존재하는 

결함으로부터 방출되었는지 또는 핵연료 입자 외부에 오염이 되었는지를 결정한다 [66-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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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12. (a) Glove box insert and command panel at the HFR (NRG) (b) AGR-1 experiment flow 
path at the ATR (INL) [64-68]. 

b)  핵분열기체 방출에 의한 핵연료봉 압력 

IFE-HRP에서는 조사시험동안 핵분열기체 방출로 인한 핵연료봉 내부 압력변화를

감지한다. 압력변환기(pressure transducer)는 핵연료봉 봉단에 설치된 소형 bellows를 

포함한다. 자성 코아는 bellows 한 쪽끝에 연결되어 움직이게 되고, bellows의 다른 한

쪽은 봉단에 고정되어 있다. Bellows는 초기 핵연료봉 압력보다 약 2 bars 낮게 가압되

어 용접된다. Bellows/core 운동은 LVDT에 의해 감지된다. Figure 13 [16,55]는 압력변

환기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압력변환기는 다양한 압력 영역을 갖는다. 가장 일반적인 영

역은 Δp (bwllows의 내외부 압력차이) 가 15 bar (type I), 30 bar (type II) 또는 70 bar 

(type III)이다. 이와 같은 압력 차이들은 같은 형의 LVDT (type 5)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

에 70 bars 감지기의 민감도는 30 bar 감지기의 민감기보다 낮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30 

bar 감지기의 압력 불확실도는 ±0.2 bar이지만, 70 bar 감지기 경우 불확실도는 ±0.5 

bar이다. Type II 변환기로 동일한 정확성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변환기가 설계되

었다. 강도(stiffness)가 다른 2종의 bellows가 연결되었다. 이 방법에서 30 bars까지의 

압력영역은 type II 변환기와 같은 동일한 정확도로 측정되었다. 

 
Figure 13. Schematic diagram of pressure transducer [16,55]. 

CEA는 핵연료봉 내부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연료봉 내부 압력과 핵연료 외부로부터 

감지되는 counter-pressure 사이의 균형을 감지하는데 근거하여 특별한 감지기를 개발

하였다 [13,71-75]. 이러한 감지기들은 예비 조사된 PWR 핵연료봉에 부착하여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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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악한 환경하에서 작동할 수 있다.  

Counter-pressure 원리에 근거한 개념은 중성자 조사에 기인한 어떠한 변화(drift) 

현상을 피한다. 핵연료봉 내부압력과 counter-pressure 사이의 불균형은 bellows의 

운동에 의해 작동되는 2 종의 전기적 접촉에 의해 정확하게 감지된다. Figure 14 

[51,54,71]에서는 금속 bellows에 의해 구분된 2개의 gas 공간(cavities)을 보여준다. 

첫번째 공간은 핵연료봉 내부 압력과 교신하고, 두번째 공간은 “counter-pressure” 

회로로 불려지는 외부 He 기체 회로에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계측기는 OSIRIS에서 

조사됨으로써 자격화되었다. 결과는 120 bars까지의 전체 압력영역에서 약 ±0.32 

bars의 정확성을 갖는 감지기들의 매우 좋은 성능을 증명한다.  

 
Figure 14. CEA test rig for measuring fission gas release [51,54,71]. 

c)  핵분열기체 성분 및 압력 (Fission gas release) 

압전 세라믹(Piezoceramic)은 노내 조사시험을 위해 관심있는 재료이다. 이는 

핵연료봉 내에 핵분열기체 방출에 의해 증가하는 압력을 측정하고, 노내응용을 위해 

적당한 주파수에서 초음파를 생성하고 감지하는 유익한 방안을 제공하는 비파괴장치를 

만드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시험 결과는 압전 세라믹재료가 조사동안 

성능저하 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6 년에 두께와 직경이 다른 15 개의 압전 

세라믹 감지(sensors)가 벨기에 BR1 연구로에서 조사되었다. Figure 15 는 BR1 

연구로에서 150 일 조사시험동안 두께가 1 mm, 직경이 10 mm 인 PZT27 disc 로부터 두 

공명인자의 노내 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13]. 이 결과는 조사시험 초기에 공명주파수와 

공명 진폭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만 바로 안정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급격한 

변화가 있지만 원자로 출력변화와 연관되어 나타난 것이다. 150 일 시험후, sensors 에 

누적된 열중성자 조사량은 1.6×1017 n·cm-2 이었다. 비가역 변화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명주파수의 변화는 1% 이하에 있다. 진폭 공명은 감소하였으나, 시험된 모든 

piezoelectric 재료는 가동되고 있었다. 그래서 Institut d’Electronique du Sud (I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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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nch cross-faculty research entity of the University of Montpellier 과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CNRS))는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는 재료의 음향 impedance 의 

측정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piezoceramics 의 원래 인자에서의 변화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핵분열기체방출 측정 체계에서 조사에 의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음파 impedance 의 어떤 영향에도 불구하고 

시험된 piezoelectric 재료에 대한 조사 영향이 고려하고 있는 최종 측정 체계에 단지 

약간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in-pile 음파 검출기로서 

piezoceramics 의 사용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Figure 15. Evolutions of maximum frequency and maximum amplitude for a PZT27 disc (thickness= 
1 mm, diameter = 10 mm) during irradiation in BR1 reactor [13,71]. 

CEA는 조사시험동안 핵연료봉내 핵분열기체 방출을 on-line으로 축정하기 위해 

압전 변환기(piezoelectric transducer)를 포함하는 민감한 음파 감지기 (acoustic 

sensor)를 개발하였다 [75,76]. Figure 16은 이와 같은 음파 핵분열기체 방출 감지기 

설계와 관련있는 일부를 나타낸다 [13]. 이 assembly는 분석될 기체를 포함하는 작은 

원통형 cavity를 포함한다. Cavity의 상부는 얇은 스테인레스 판에 의해 밀폐된다. 압전 

변환기(piezoelectric transducer)는 gas cavity에서 판을 통하여 음파주파를 생성하고 

측정하기 위해 이 판에 고정된다. 전선(cables wires)은 압전 전극에 바로 용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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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coustic sensor designed to be implemented on a PWR fuel rod [13,71]. 

Figure 17은 음파 감지기의 원리를 나타낸다. 신호와 울림(echoes)은 기록되며, 

신호의 전달시간(time of flight)와 이의 감쇠(attenuation)는 측정된다. 이와 같은 

측정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것을 추론할 수 있다 [112]: 

- 음파속도(acoustic waves velocity) 기체의 몰 질량(molar mass), 

- 음파감쇠(echoes attenuation )로부터 기체의 압력.  

이러한 두 인자의 on-line 평가는 핵연료봉에서 방출되는 핵분열기체의 분율에 관한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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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Principle of acoustic sensor for fission gas release measurement [13,71]. 



26 
 

CEA는 prototypes의 acoustic sensor에 관한 실험을 최초로 완료하였다. 2008년에 

예비 조사된 핵연료봉에 바로 적용할 목적으로 최종적인 sensors를 설계 및 제조하였다.  

이 장치와 관련한 주된 기술적 어려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3]: 

 • 스테인레스 판에 압전세라믹 재료 부착, 

 • 크기 제한; 최대 직경 16.25 mm 및 길이 80 mm, 

 • 변형없이 봉압력 250 bars까지 견디는 능력, 

 • 약 140°C의 가압된 물에서 가동되는 능력,  

 • 추가(parasitic) 음향파를 제한하는 공간(cavity)의 엄격한 설계 

예비 조사된 PWR 핵연료봉에 이 장치를 부착한 최초 노내 조사실험 (REMORA-3)은 

OSIRIS에서 2011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74,75].  

3.4  조사량 측정 (Fluence (or Flux) measurements) 

조사시험동안 고속중성자속 및 열중성자속, 조사량을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MTRs

에서 사용하는 중성자속/조사량 측정도구에는 fluence monitors (F/Ms), SPNDs(Self 

Powered Neutron Detectors), 그리고 fission chambers 등의 3 종류가 있다. 

a) Fluence monitor 

조사장치에서 누적 중성자속 윤곽 및/또는 조사량은 조사장치에서 시편 가까이 

위치한 중성자속 wires 또는 foils로부터 평가가 가능하다. 중성자에 노출되는 원소들은 

방사화되어 지연 감마선을 방출한다. 재료가 원자로로부터 나왔을 때 재료로부터의 감마 

방출은 Ge(germanium) detector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에서의 중성자속 형상

과 조사량은 Ge detector로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될 수 있다. 중성자속 모니터 

(flux monitors; F/M)는 일반적으로 Ag, Fe, Nb, Ni, Co 또는 Cu와 같은 재료의 합금으로 

구성되며(Figure 18 참조), F/M은 V 또는 석영 용기에 넣는다. 고속 대 열중성자를 구분

하기 위해 Cd 또는 B과 같이 열흡수단면적이 큰 재료로 만들어진 덮개(curtain)를 F/M 

용기주위에 설치한다. 이와 같은 F/M에 대해 평가한 중성자 조사량의 오차범위(정확성)

은 일반적으로 3에서 10% 영역에 있다. 조사온도의 상한은 선택된 재료와 F/M을 담는 

용기 재료에 의존한다. 시편은 모든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이 소멸되기 전에 단기

간 내에 분석되어야 한다. F/M이 원격으로 취급되거나 조사후 빠른 처리가 어렵다면 신

뢰성있는 자료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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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Fluence monitors usually manufactured and operated by CEA. 

b) SPND 

SPNDs는 MTR에서 중성자속을 감시하고, 노심측정 또는 MTR에서 조사시험동안 

핵연료의 상대적인 선출력을 근거로 노심출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된다. Figure 19는 

SPND의 개략도이다 [76]. SPND는 3개의 주요부분으로 구성된다: emitter (V, Rh, Co, 

etc.), 절연체 (insulator; Al2O3 or MgO) 및 collector (Inconel) [77,78]. 작은 크기와 상

대적으로 간단한 전자장치와 같은 몇몇 장점이 있지만, 어떤 SPND들은 낮은 수준의 출

력, 느린 반응시간 및 빠른 민감도 변화와 관련한 일부 고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이 장기간 사용을 어렵게 한다. Table 7에서는 emitter로 이용되는 Co, Pt, Ag, 

Rh, 및 V의 특성을 나타낸다. SPND에서 감지하는 재료는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전자

를 방출하는 emitter이다. 이 전자들은 emitter 주위에 있는 얇은 절연체를 투과하여 외

부 피복에 다다른다. 또한 어떤 전자들은 절연체와 피복으로부터 방출된다. Emitter로부

터의 새로운 전자흐름은 emitter와 피복사이의 외부회로에 입사 중성자속에 비례하는 

DC 신호 증가로 나타난다.  

 
Figure 19. Schematic diagram of self-powered neutron detector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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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ve emitter materials [77,78]. 
Emitter Co59 Pt195 Ag Rh103 V51 Remarks 

Thermal neutron 
absorption cross section 

(Barns) 
37 24 113(109

47Ag)
45(107

47Ag) 145 4.9  

Sensitivity 
(× 10-22 A/nv/cm) 1.4-4.1 1.4-2.5 2.5 1.4-4.1 1.4-4.1 

Current (nA) 
(Emitter length 20 cm, 
φ=1013 n·cm-2·s-1) 

~3.4-25 ~10-18 ~280 ~230-540 ~15-96 

Dependent 
on emitter 
diameter 

(0.5-2 mm). 

Response time (sec) > 0.05 > 0.05 51 68 330  

Burn-up rate/month (%) 
at 1014 n·cm-2·s-1 1.0 0.3 1.6 3.9 0.12  

Thermal neutron signal 
(μA) at 1014 n·cm-2·s-1 0.54 - - 0.87 0.51  

 

Rh 및 V SPNDs는 (n, β) 반응에 근거하여 작동하며 중성자속 mapping에 이용된다. 

반면에 Co 및 Pt SPNDs는 (n, γ-e) 지연 반응에 근거하여 작동하고 원자로 조절 및 안

전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60Co과 61Co의 생성은 Co 검출기의 기초 신호를 증가시켜 

사용수명을 감소시킨다 [79]. Pt 검출기 경우, 검출기는 원자로 중성자 대 (n, γ, e) 상호

작용 (reactor neutrons 대 (n, γ, e) interaction)과 감마선 대  (γ, e) 상호작용 (gamma 

rays 대 (γ, e) interaction) 모두에 반응한다. 감마 민감도가 같게 유지되는 동안 연소 결

과로 중성자 민감도는 조사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혼합반응 검출기의 동적 반응은 시간

에 따라 변한다. 이와 같은 Pt SPND의 혼합 및 시간 의존 반응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 [80,81]. 

c) Fission chambers 

실시간 중성자속 측정은 fission chambers를 이용하여 감지할 수 있다. Fission 

chamber에서 핵분열성 물질의 선택은 관심 중성자의 에너지에 의존한다. 영출력 원자로

(예; 임계시설) 중성자 연구와 MTRs의 조사장치 중성자 감시를 위해 on-line spectral 

정보 결과는 가치가 있다. Fission chamber는 전형적으로 2개의 coaxial cylindrical 전극

과 핵분열성 물질로 구성된다. 전극 사이의 간격에는 Ar 과 같은 기체가 채워진다. 중성

자가 핵분열을 일으키면 핵분열생성물중 일부가 기체로 나오게 되며 이 것이 많은 전하

쌍(charge pair)를 만든다. 이 전하들은 전류펄스(current pulse)를 유발하는 전극 사이에 

작용하는 polarization voltage에 의해 모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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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fission chambers는 기본적으로 열중성자 감지에 사용된다. 

Laboratoire Commun d’Instrumentation (LCI) CEA-SCK·CEN에 의해 수행된 FNDS 

(Fast Neutron Detector System; Figure 20 참조) 연구로 높은 중성자속 (~1014 n·cm-

2·s-1 또는 이상)에서 고속 중성자 부분을 on-line으로 측정하는 fission chamber를 개발

하였다. OSIRIS 또는 BR2와 같은 MTRs에서는 이와 같은 중성자속은 일반적이다. 핵분

열 물질(deposit)의 선택은 다음 두 이유로 이와 같은 fission chambers에서는 중요하다 

[82]: 

(1) 핵분열 단면적은 고속 중성자에 대한 것보다 열중성자에 대한 것이 항상 매

우 크다. 더구나, 238U 또는 242Pu와 같이 1 MeV 근처에서 energy threshold 를 나타

내는 약간의 동위원소에 대해서 조차 핵분열 단면적은 고속중성자에 대해 꽤 적게 

(수 barns) 남아있다. 

(2) 동위원소(Possible isotopes)들은 주로 열중성자의 radioactive capture로 또

한 변할 수 있다. 직접적이거나 약간의 방사화 붕괴이든 이 과정은 열중성자에 선택

적으로 핵분열할 수 있는 물질(deposit)에서 새로운 동위원소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

한 동위원소에 근거한 camber의 열중성자 민감도는 점차 증가한다. 열중성자가 

camber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screening absorbers는 이들의 크기, 열중성속의 국

부적인 섭동(perturbation) 및 추가 방사능 때문에 선택적이 아니다[83]. 

 
Figure 20. Fast Neutron Detection System developed by CEA and SCK•CEN [6]. 

CEA가 개발한 고속 핵분열 chambers (fast fission chambers)는 2개의 coaxial 전극

이 있다. 외부 전극 (cathode)는 소형 chamber 경우 3 mm 이하의 직경을 갖는다. 심지

어 1.5mm 인 sub-miniature chambers도 있다. 전극 간의 간격에는 가압된 기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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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ars의 Ar)로 채워진다. 핵분열 물질의 얇은 층(수 mg 에서 to 수백 μg)은 내부 전

극 (anode)에 대부분 적층된다. 중성자가 핵분열 물질에 도달하면 두개의 무거운 

charged ions, 반대방향으로 방출되는 핵분열 fragments를 생성하는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물질 외부로 방출되는 하나는 이것이 날아가는 괘도에 있는 기체를 이온화시킨

다. 두 전극 사이에 수백 volts의 DC 전압을 가하면 전자와 양이온은 분리되고 기체를 

지나 이동하여 전류신호를 발생한다. 결과적인 DC 전압은 모든 charges를 모으기 위해 

충분히 커야 하고 2차 이온화 pairs의 생성이 방지되도록 충분히 낮아야 한다. 만약 두 

조건이 만족되면, fission chamber는 포화구역에서 작동한다. 주로 중성자에 기인된 전류

신호는 핵분열 비에 비례한다. 직접 채워진 기체를 이온화하는 γ photons도 신호를 발

생한다. 

3.5  기타 

a) 균열 성장 (Crack growth) 

조사시험동안 균열성장비(crack growth rates)를 측정하기 위하여, IFE-HRP는 소

형 CT 시편과 DCDP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방법을 활용한다. DCPD 방법은 전

류를 시편을 통해 보내고 CT 시편의 몇몇 위치에서 전압(potential)을 측정하는 것이다. 

균열이 있으면 측정되는 전압은 변한다. 따라서, 균열길이는 측정된 전압차로부터 결정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다양한 금속에 대해 냉각수 pH 변화에 기인한 균열 성장

비 변화를 감지하는데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60]. IFE-HRP는 이 기술을 핵연료 피복

관 부식에서 냉각수 인자 (pH, 불순물, 보론 농도 등)의 영향을 감지하는데 응용하였다. 

그리고, HRP는 상용로에서 조사된 핵연료에 대해서도 이러한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Figure 21에서는 HBWR에서 사용되는 on-line 균열측정비 측정을 위한 CT 시편과 

CT 시편 설치를 위한 loading unit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16,60]. Figure 21 (a)는 DCPD 

방법을 이용하는 균열성장을 감지하기 위해 계장된 CT 시편을 나타낸다. 이 그림은 사

각 구조를 갖는 CT 시편을 나타낸다. 재료의 유용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CT 시편은 신규 

재료, 예비 조사된 재료 또는 예비 조사된 다양한 형태 (사각, 원형)로 준비할 수 있다. 

동적 하중은 외부 시스템을 통해 He 기체로 가압되는 bellows가 있는 개별적으로 보완

된 하중 units에 의해 CT 시편에 가해진다 (Figure 2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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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1. Schematic diagrams of (a) CT sample for on-line crack growth rate measurements and (b) 
loading unit for CT specimens [16,60].   

b) 핵연료 출력 (Fuel Power) 

핵연료 출력 (또는 local power)은 핵분열과 핵분열 생성물의 감마선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감지하는 gamma thermometer (GT)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차등 열전대 

(differential thermocouple)에 의해 온도 차이가 측정되지만 열은 가까이 있는 전달 

경로를 따라 coolant sink 로 이동한다. 핵연료 출력에 비례하는 일반 신호는 연소도에 

따라 강하고 일정하다. GT 는 Type K 차등 열전대로 구성된다. 열전대의 hot junction 은 

기체가 채원진 원통에 moderator 로 부터 절연되어 있다 (Figure 22 [16] 참조). 

열적으로 분리된 본체에 감마 흡수로 발생하는 별은 국부적인 온도 상승이 일어난다. 

GT 의 온도 증가와 시간상수는 실제 감마 조사(gamma irradiation)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GT 는 차등 열전대에 낮은 직류전압을 가함으로써 노내에서 재보정할 수 있다. 

 
Figure 22. Schematic diagram of a gamma thermometer [16]. 

c) Electrochemical Corrosion Potential (ECP) 

ECP (electrochemical corrosion potential)는 시편의 표면 조건과 용해된 

산화제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ECP는 원자로 구조물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이다. 노내 계장에서 기준(reference) 전극(electrodes)은 노내 조건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상용 ECP 검출기가 있지만, IFE-HRP는 상용품이 노내에서 견디지 못하여 

자체 ECP 기준 전극을 개발하였다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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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준 전극은 다른 분위기에 필요하다. Pt 전극은 환원 분위기(reducing 

conditions)에서 사용하기 위해 IFE-HRP가 개발하였다. Potential-sensing element는 Pt 

cylinder와 end plate로 구성된다. Pt의 큰 표면적은 다른 금속 부품에 기인된 어떤 혼합 

potentials 의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Figure 23 (a)은 개략도를 보여준다. IFE-

HRP가 만든 다른 Pt 기준 전극은 산소가 주입된 물에서 사용할 수 있다. Pd 수소 

전극의 potential-determining reaction은 Pt 수소 전극의 것과 유사하다. Pd는 격자 

내에 수소를 잡아둘 수 있는 것이 Pt와 다르다. 수용액에서 수소는 Pd의 음극 

charging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수소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일부는 Pd 표면으로 

확산하는데 수소 전극과 같이 기능을 할 수 있다. Pd 전극의 개략도는 Figure 23 (b)와 

같다. IFE-HRP는 in-core 압력 flask에 설치될 수 있는 conductivity cell을 개발하였다. 

이 설계는 가동 온도와 압력에서 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검출기는 Halden Pt ECP 

전극이 개선된 것이며, Pt sensing element가 두번째 Pt cylinder에 의해 쌓여져 있다. 

추가 신호선은 전류를 공급하도록 포함되어 있고, 전도도는 두 Pt cylinders 사이의 

측정된 전압차로부터 결정된다. 이 개략도는 Figure 23 (c)에서 보여준다. 

 

Figure 23. (a) Pt ECP sensor, (b) Pd ECP sensor and (c) Conductivity Cell [16,60]. 

화학적 조건을 알기 위해, IFE-HRP는 최근에 새로운 소형 Pt-전극 (Figure 24 (a))와 

소형 Fe/Fe3O4 기준 전극 (Figure 24 (b)) [16]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극들은 

autoclave 내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노내 시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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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24. (a) Brazed Pt-electrode, (b) Brazed Fe/Fe3O4 electrode [16]. 

d)  열전도도 저하 (Thermal Conductivity Degradation) 

    열전도도는 핵연료 또는 구조재료 조사시험에서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주요특성

이다. 열전도도는 물리적 구조, 화학조성 및 물질 상태에 크게 의존한다  

예전에는 in-pile 열전도도 측정은 핵연료 중심에 설치한 1 개의 열전대 (또는 그 이

상)와 핵연료 외부(냉각수 또는 핵연료봉 외부 구조물)를 이용하였다. 조사동안 산화물 

및 금속의 열전도도 변화 감시를 위해 두 열전대를 사용하는 방법은 1960대 이후에 진

행되었다 (예, 참고문헌 84~86 참조). 전형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부터 열전도도 

저하 지표로서 조사되는 동안 팽윤 및 균열 등에 기인하는 핵연료의 노내 저하(in-pile 

degradation) 관련이 있다 (핵연료, 피복관과 gap의 ‘유효’ 열전도도가 측정되고, 열전도

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연료에서의 변화를 바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임). 대부분 초

기 연구는 Na 결합을 갖는 피복관 내부에 있는 금속 핵연료에 대해 진행되었다. 현재 

HBWR은 복수 열전대 방법(multiple thermocouple approach)를 이용하여 노내 핵연료 

열전도도 측정을 수행한 유일한 연구로이다. Figure 25는 온도와 연소도의 함수로서 열

전도도의 저하를 나타낸 전형적인 결과이다 [87]. 

 
Figure 25. Thermal conductivity changes detected by IFE-HRP during irradiation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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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 진행중인 계장 

   MTRs에서 개량 원자로시스템 조건하에서 핵연료 및 재료를 조사시험하는 동안 

더 편리한 계장품과 신뢰성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1  온도 측정(Temperature measurements) 

a) Ultrasonic Thermometer 

Ultrasonic thermometers (UTs)는 금속봉 내에서 음파 전파 비행 시간을 측정하

여 온도를 추정하는 장치이다 (Figure 26 참조). 이전의 실험결과[88]에 따르면 UTs는 

고온 (1860 °C까지)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며, single probe로 여러 지점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UTs는 PHEBUS 원자로(프랑스/CEA/Cadarache)에서 성공적으로 활

용되었다 [89]. 이전에도 UTs는 Power Burst Facility (PBF) 핵연료 중심온도 측정을 위

해 INL에서도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 [11]. UTs가 고가이고 복잡한 신호처리를 필요로 

하지만 노내의 2000 °C 이상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이다. 참고문헌 87에 

기술된 바와 같이, software를 포함한 최근에 개발된 것은 초기 UT 응용과 관련한 신호

처리 난점을 해결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특히, 참고문헌 87에서는 간단하고 작은 직경을 

갖는 sensor로 노내 온도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MTRs 조사시험에 있어 UTs를 평가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Figure 26. Schematic view of an ultrasonic thin-wire therm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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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frared pyrometer  

Figure 27은 적외선 온도측정기(infrared pyrometer)에 관한 신호수집 및 처리 

체계를 보여준다 [71]. 적외선 온도측정기는 조사에 의한 흡수(radiation-induced 

absorption (RIA))를 자동으로 보상하여 원격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Figure 27. Signal acquisition and processing system for infrared pyrometer [71]. 

c) In-pile noise thermometry 

Figure 28은 “hardened” mixed TC-NT probe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71]. 이 

probe의 out-of-pile 실험과 특성화는 완료되었으며, 자료수집 및 처리 체계를 포함한 

노내실험은 2010년 OSIRIS에서 MUSICA 실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Figure 28. Schematic design of a “hardened” mixed TC-NT probe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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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치수 측정 (Dimension Measurements) 

a) Enhanced LVDTs 

Curie 온도 영향에 따른 decalibration을 피하기 위해 HRP는 LVDT coil 재료를 

anodized aluminum 또는 절연된 은 합금선(silver alloy wire) 등의 재료로 교체하기 위해 

이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INL은 IFE-HRP가 은 합금선을 이용하여 

개발한 LVDT가 500 °C에서 1000 시간동안 실험에서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Figure 29 참조). 

 
Figure 29. Developmental LVDT response during INL long duration testing. 

또한, CEA는 IFE-HRP와 협력하여 고온에서 LVDTs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

였다 [11,71]. 2007년에 CEA는 LVDTs와 LVDTs에 근거한 DG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한 일련의 out-of-pile 실험을 수행하였다. CEA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었

다: 

• LVDT를 이용할 수 있는 온도 영역의 정량화 

• LVDT의 최대 측정 영역의 정량화 

• LVDT 신호와 측정 범위에서 최적 상관관계 개발 

• 실험 전후의 LVDT 조절 (Gain – Phase) 

실험은 불활성기체, 물 및 NaK 조건의 고온(380 °C까지)과 상온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결과의 일환으로, CEA는 현재 IFE-HRP에서 제조되는 LVDTs 설계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LVDT의 사용온도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CEA는 IFE-HRP에서 구입하

는 LVDTs의 신호처리를 위해 polynomial equation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CEA

는 ‘fifth wire’ 또는 “self compensating electronics setup”을 개발하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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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은 이와 같은 구조에서 사용한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wire 3 과 4는 Type K 

“B” 열전대선이고, wire 5는 Type K “A” 열전대 선이다. 4-wire 구성에서는 단지 2차 코

일 사이의 전압차만 측정된다. 그래서 전압출력은 core 변위에 비례한다. 5-wire 구조에

서 추가 wire는 2차 coils 사이에서 zero reference로서 연결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시스

템에서 전체적인 변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인 신호가 비(ratio)이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장점이 있다.  

• 선형성 향상 (improved linearity) 

• 온도 민감성 억제 (suppression of temperature sensitivity) 

• 신호 변이 억제 (suppression of signal aberrations in its central area) 

• 니켈(Ni)의 Curie 온도 억제 (suppression of Curie temperature effects of nickel) 

• 조사에 따른 신호 변화 억제 (suppression of signal shift due to irradiation) 

 

Figure 30. Wiring schematic for LVDTs using the five-wire method for DG [71]. 

특히, 2차 코일로부터의 신호비는 연결된 2차 신호보다 길이를 정량화하는데 이용된

다. LVDT가 균일한 온도에 있는 한 신호는 더 정확할 것이다. (Curie 온도 영향이 더 이

상 없을 것이기 때문임). 2011년 OSIRIS에서 진행될 MELODIE 실험[89]에서 개선된 설

계의 성능을 평가하기로 되어 있다. MELODIE 시험에서는 350 °C에서 PWR 핵연료 피복

관의 노내 조사로부터 실시간 길이 및 직경 변화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시험용 캡슐은 

60 MPa 에서 180 MPa까지 조절되는 기계적 하중(stress steps)과 0 (hoop stres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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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axial stress)까지 변하는 축방향 응력비를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b) Fuel Diameter Measurement 

 Figure 11 [55]로부터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DG 설계는 조금 복잡하고, 비자성 

재료 부분이 자성재료부분에 용접되어야 한다 (Figure 11의 회색부분). 그러므로, 새로운 

설계가 IFE-HRP에서 진행되고 있다. DG의 외부는 Inconel 600 관(single uninterrupted 

tube)을 포함한다. 설게는 FEM (finite element calculations)으로 최적화된다. 결과적인 

자장 모형은 Figure 31에 나타나 있다.  

 
Figure 31. Magnetic field pattern in the simplified DG [55]. 

이 설계에서 다른 특이성은 코일 분리체가 내부 자성체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제조는 더 단순화된다. 자성 코일 분리체와 ferritic armature 

(“anchor”) 사이에서 중성자속 연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분리체는 ferritic armature

와 접하는 쪽의 높이가 감소되었다. Figure 32[55]에서 이것을 보여준다. 

 
Figure 32. Inner body of the simplified DG [55]. 

외부에 Inconel을 사용하면 자성체 내부 부분과 anchor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는데 

이는 민감도 손실을 초래한다. 이 것을 보상하기 위해 anchor와 외부 관사이의 거리를 

약간 감소시켰다. 추가로 내부체는 Carpenter 사의 silicon iron “B-FM”로 만들어질 것

이다. 이 재료는 현재 표준 DG에서 사용되는 AISI 403보다 더 큰 magnetic permeability

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재료의 다른 가능한 이점은 온도 민감도 감소가 있는 eddy 

current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Figure 33은 coil이 감긴 DG를 보여준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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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Picture of the coiled DG body [55]. 

실험으로 자체 보상 mode에서 작동되는 새로운 DG가 ±0.9 mm 이상에서 선형 반

응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0.2mm의 영역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된 구역에서 선형

성은 매우 좋다 (그리고, 표준 DG보다 우수하다). 

c) Oxide thickness measurements on fuel cladding 

다양한 화학적 및 출력하중 조건에서 핵연료 피복관의 부식관찰은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IFE-HRP DG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부식 연구들은 거의 항상 조사후시험으

로 수행된다. 정확한 probe를 이용한 on-line 연구는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

라서, IFE-HRP는 산화층 두께를 on-line으로 노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probe를 개발하

고 있다. Probe는 eddy current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Figure 34[55]은 이 probe의 

개락도이다.  

 
Figure 34. Schematic drawing of the oxide thickness probe [55]. 

Probe는 sensing coil (slightly extruding)과 reference coil (housing 내에 위치하여 

차폐됨)로 구성된다. 두 coils은 resistance bridge circuit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coil 

impedance 에서 적은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Probe 내부에 위치한 reference coil을 갖

는 (and not on the outside of the reactor) 이유는 온도변화에 기인한 coil과 신호선에서

의 저항변화에 대한 보상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Sensing coil 상부는 외부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probe의 성능은 autoclave test (at 350 °C and 165 bar)

로 sensing coil의 상부가 압력을 견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robe housing 자체는 두 

coil에 대해 common earth connection(and in turn connected to the cable sheath)으로 

이용된다. 

상온에서 수행된 시험결과들은 0-100 µm 구간에서 선형반응을 보인다. 시험정치는 

Figure 35에서 보여준다. Calibrations show that the probe has a resolution as low as 

one micrometer. 다음 단계의 시험에서는 autoclave (165 bar and 350 °C)에서 고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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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에서 probe response이 시험될 것이다. 만약 이 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HBWR

에서 노내시험이 수행될 것이다. 

 
Figure 35. Picture of the test set-up showing the test probe and the Zircaloy test tube. [55]. 

HBWR에서 성공적으로 노내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기 (In-core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기술로 산화층의 산화비, 산화층 

두께와 반도체 특성을 부식비를 유추할 수 있다. 지르칼로이 피복관 재료의 단면에서 일

반적으로 소형시편을 이용한 potential drop 방법의 적용은 노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

었다. HRP는 eddy current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노내 균열 감지와 산화층 두께 측정을 

계획하고 있다. 첫번째 단계로 실험실 시험으로 측정원리를 자격화하고 균형감지 probe

의 민감도를 알아내었다. Prototype을 이용하여 폭과 깊이가 0.1 mm이고, 길이가 3 mm

인 홈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신호의 크기로부터 깊이와 폭이 0.05 mm이고, 수 

mm의 길이를 갖는 균열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2009년에 prototype 

oxide thickness probe를 이용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d)  Ultrasonics (초음파) 

초음파는 조사동안 치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소형화하고 더 높은 온도에서 더 

정확하고 다차원(multi dimension)으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검출기이다. UT

는 시편을 측정하기 위해 고주파 음향을 이용한다. 변환기는 전기적인 신호를 시편내부

에서 전달하는 초음파인 기계적인 진동으로 변환한다. 시편을 통과하여 전파한 후 초음

파는 pulse-echo mode 또는 through-transmission mode로 적용된다. 그때 접수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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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하나의 변환기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기록된 파장 형태는 구조의 여러가

지 특성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크립과 관련있는 소성변형은 접수된 신호의 주파

수 spectrum으로 바뀔 수 있다.  

노내 검출기로서 초음파 검사 기술은 두 이유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일

반적인 가동온도(350 °C)는 상용 변환기 재료의 Curie 온도 이상[90]으로 기능이 멈출 

것이다. 두번째로, 상용 변환기는 방사선 노출에 적합하지 않다. 방사선은 변환기 재료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변환기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91,92]. 더 나아가 상용 변환

기는 핵종 변환이 일어나면 위험한 물질로 변하는 종종 납, 리튬과 금과 같은 원소를 함

유한다.  

한가지 가능한 해결은 변환기를 방사선 환경 외부에 설치하고 초음파를 wire wave 

guide를 통하여 시편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93,94]. 이것은 guided wave 현상 때문에 

가능하다. Guided waves는 초음파가 시편의 표면경계와 상호작용하고 건설적인 간섭이 

특이한 파장구조를 나타낼 때 일어난다. 시편의 경계가 초음파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시편은 매우 긴 파장 끝에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Figure 36에서는 INL이 펜실바

니아 주립대학과 협력하여 연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접근방식의 개념설계를 나타낸다. 

 
Figure 36. Typical setup for detecting sample length changes with an ultrasonic transducer [11,93]. 

초기 실험에서 에너지는 시편으로 전달될 수 있고, pulse-echo 및 through-

transmission 모드로 수신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달신호는 contact piezo 1.5 

MHz broadband 변환기를 사용하여 감지되었다). 진행되고 있는 평가는 Figure 36에서 

보여주는 최적화 부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alternate coupling 방법은

magnetostrictive 변환기가 직접 스테인레스 강 파장 guide에 접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

이다. Mo 또는 인코넬과 같은 alternate wave guide 재료들이 더 높은 온도와 더 나은 

반복 특성을 갖는다고 나타날 것이다. 또한, INL에서는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시편에 

acoustic horn 설계를 최적화하고 autoclave에서 PWR 온도와 압력에서 이 구조를 평가

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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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ber optics (광섬유) 

MTRs은 비원자력 응용에서 사용되고 있는 광섬유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이점

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환경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제한적

이다. 예전의 연구[95,96]로 광섬유 부품의 수명이 광섬유성분, 온도, 총 dose와 가동 

파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감마 및 중성자 노출)은 빛과 특정 파장을 흡수

하는 다양한 점결함 생성에 의해 silica의 빛 전달에 영향을 미친다 [97,98]. RIA 

(Radiation-Induced Absorption)는 특히 UV 영역에서 강하다. UV는 짧은 광섬유로 매우 

낮은 총 dose (< 10-100 Gy)에 응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다. UV와 비교하여 가시광 영

역에서 광-섬유 전달은 덜 심각하다. 그러나, 광-섬유 전달은 600nm의 흡수 영역 형성

때문에 관심대상으로 남아있다. 630 nm 에서0.5 dB/m 보다 낮은 광흡수는 6 MGy 이상 

감마선이 조사된 Al이 피복된 섬유에서 확인되었다 [98]. 그리고, 약 20 MGy까지, 중성

자조사량(En>0.1MeV) 5×1017 n·cm-2까지 원자로 조사에서 5 dB/m 보다 적게 나타났다 

[99,100]. MTRs의 높은 dose 영역에서 광섬유의 사용은 단지 800 nm 이상의 파장에 

대해서 가능하다. 유럽과 일본의 MTRs에서 수행된 이전의 노내실험으로 RIA가 800-

1100 nm에서 수 dB/m에 심지어 GGy 수준과 1019 n·cm-2까지 강한 조사 후에도 제한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103]. 적외선 spectrum 영역 근처에 있는 이와 같은 

RIA는 OFS (Optical Fiber Sensors) 기술에 근거하여 새로운 노내 계장품을 개발하는 가

능성이 열려있다 [104,105].  

압전 세라믹스와 같이, 광섬유는 연구로에서 조사시험동안 원자력 재료의 치수변화를 

on-line으로 측정하는 비파괴장치를 만드는데 이용될 수 있다. CEA와 SCK·CEN 사이의 

공동연구 일환으로, MTRs에서 핵재료 조사에서 치수변화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OFS prototype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착수되었다. 이 연구의 일부로서, COSI 실험은 

완료되었다. 이 실험에서 Table 8에 정리한 single mode (SM; an optical fiber designed to 

carry only a single ray of light)와 multi mode (MM; an optical fiber mostly used for 

communication over shorter distances) 광섬유는 OSIRIS에서 92일동안 (열중성자 조사량 

1021 nthermal ·cm-2, 고속중성자 조사량 1020 nfast·cm-2, 계산 감마 dose 비 7.2 x 106 

Gy/hr, 축적 ionizing dose 16 GGy 에 해당) 조사되었다. 이 기간은 전형적인 재료 조사

시험 프로그램동안 대표적인 조건으로 문헌에서 보고된 다른 광섬유 실험보다 높은 조사

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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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Single mode and multimode optical fibers tested in OSIRIS COSI test [96]. 
Fibers Manufacturer Manufacturer reference/type Core/cladding diameter Coating 

FORC 
1&2&3* 

Fiber Optic 
Research 
Center 
(Moscow) 

-/SM ~10 μm/150 μm acrylate 

BI 1&3* Blaze Photonics 
(Cristal Fiber) HC 1060-02/SM 9.7 μm (hole)/125 μm acrylate 

STU 1&2* Polymicro FIP100.110.125 STU//MM ~100 μm /110μm polyimide
FIL 1&2* Polymicro FIP100.110.150 /MM ~100 μm /150μm aluminum
FVL 1&2* Polymicro FIP100.110.150 /MM ~100 μm /150μm Aluminum

  *fiber label 

Figure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섬유는 Al 판에 설치되고 직경이 2 mm인 스테인레

스 관 내부에 위치한다. 광섬유는 bend 반경이 23 mm 또는 32 mm를 갖는 loop를 형

성하였다. 열중성자 조사량은 SPND로 측정되었다. 원자로 노심 주위에 위치하지만, 40 

mm 광섬유의 중심부분은 원자로 노심에 근접하였다. 이 실험의 결과는 SM 및 MM 광

섬유는 연구로 실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손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Figure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유용한 spectral region은 800-1200 nm 영역 내에 있다. 

 
Figure 37. COSI test rig setu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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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Representative results from COSI-Change in loss for the STU2 fiber (22 days corresponds 
to 3 x 1020 n·cm-2 and 3 x1019 nfast·cm-2) [13,95,96]. 

Figure 39는 조사시험동안 재료시편의 길이를 감지하기 위해 CEA와SCK·CEN 가 공

동으로 개발한 광섬유 sensor를 보여준다. 이 sensor의 자격화를 위한 조사시험은 2009

년 BR2에서 수행되었다. 

 

Figure 39. Optical fiber based elongation detection sensor developed by CEA and SCK·CEN [13,95]. 

4.3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 

Schleirmacher가 처음으로 transient hot wire method (THWM) 또는 line heat source 

method을 제안하였다 [106]. 이 방법을 응용하여 고체, 액에 및 기체의 열전도도를 측

정하기도 하였다 [107-111]. THWM 는 열전도도를 측정할 재료내부에 선형열원을 심는 

것이다. 평형 조건으로부터, 열원은 활성화되고 일정한 출력으로 시편을 가열한다. 시편

의 온도 반응은 시편의 열적 특성함수이다. 열전도도는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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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증가에 의해 알게 된다. 다음에 설명하는 단시간의 transient period 구간에서 시간

의 자연대수에 따른 온도는 Figure 40 (t1과 t2 시간 구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을 나

타낸다. 

 
Figure 40. Typical time versus temperature plot for hot wire method. 

Single probe 내에 열원과 열전대를 포함하는 새로운 hot wire probe 설계는 ASTM 

D 5334-05[113]을 토대로 INL이 Utah 주립대학과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Needle probes

는 상온 proof-of-concept 평가와 고온시험을 위해 설계되어 만들어졌다. 실험 결과는 

INL/USU가 개발한 needle probe가 용융된 silica의 열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보

여준다. 이 silica 재료는 ASTM이 상온, 250 °C, 400 °C 및 600 °C에서 2%이내에 있는 

재료로 추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서 probe 설계는 재료와 치수가 제안된 실험 온

도와 후보 봉 재료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최적화되었다 (예; probe로 사용된 

wire의 직경과 재료는 예비 핵연료봉에서 가열을 최적화하고 다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르다). 이와 같은 최적화 기술은 조사시험에 적용될 것이다. 조사시험에서 핵연료봉에

서 자료수집 장치까지의 거리는 온도 차이에 거의 없다. Prototypic THWM 열전도도 

probes는 INL HTTL에서 성공적으로 성능이 검증되었다[114]. 현재 MITR에서의 조사시

험은 2011년 1월에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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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나로의 조사시험과 계장 

본 장에서는 하나로 설계인자를 포함한 하나로 현황을 기술하고 조사시험과 

관련한 조사시험공, 그리고 중성자 조사와 관련이 있는 계장기술에 대해 기술하였다. 

 

  5.1 하나로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로인 하나로를 1995년 2월부터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다. 

Table 9에서는 하나로의 일반적인 설계인자를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로의 초기임계 

달성과 함께 다양한 이용분야의 활용시설이 개발되었다[1,2]. 하나로의 이용분야로는 

핵연료/재료 조사시험, 열중성자 및 냉중성자를 이용한 빔 이용, 동위원소 연구 및 생산, 

방사화분석 및 NTD 분야 등이 있다. 

           Table 9. General design features of the HANARO [1,2]. 
Type Open-tank-in-pool 
Maximum thermal power 30 MWth 
Maximum thermal neutron flux 5.4×1014 n/cm2•sec 
Maximum fast neutron flux 3.0×1014 n/cm2•sec 
Coolant Light water (upward forced convection flow) 
Reflector Heavy water 
Absorber Hafnium 
Fuel materials U3Si, 19.75 enriched 
Reactor building Confinement 

 

  5.2 하나로 조사공 

  Table 10은 핵연료/재료 조사시험, 동위원소 연구 및 생산, 방사화 분석 및 NTD 등

에 활용되고 있는 하나로 노심의 조사공에 대한 특성과 현황을 나타낸다[1,2]. 

 Table 10. Test holes for fuel and material irradiation in the HANARO [1,2]. 
Hole Neutron Flux (n/cm2•sec) 

Location 
Name No. 

Inside 
Dia. (cm) Fast (0.82 MeV) Thermal (0.625MeV)

Remarks 

CT 1 7.44 2.10×1014 4.39×1014 

OR 2 7.44 1.95×1014 3.93×1014 Core 

IR 4 6.00 2.23×1013 3.36×1014 

Fuel/material 
irradiation 
Isotope production 

LH 1 15.0 6.62×1011 9.77×1013 

HTS 1 10.0 9.44×1010 4.79×1013 Reflector 

IP 17 6.0 
1.45×109 

~2.20×1012 
2.40×1013 

~1.95×1014 

Fuel/material 
irradiation 
Isotope production 



47 
 

  5.3 하나로의 조사분야 

  앞에서 언급한 조사시험, 동위원소 연구 및 생산, 방사화분석 및 NTD 등은 중성자 

조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통칭 조사분야라 할 수 있다. 하나로에서의 조사장치로는 핵연

료 및 재료를 조사시험할 수 있는 장치로는 캡슐과 FTL, 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를 위한 

RI rig, 방사화분석을 위한 PTS, Si 반도체의 NTD을 위한 장치 등이 있다. 

 

  5.4 하나로의 활용 계장품 현황 

하나로의 조사시험 및 운영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장품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하나로의 각 분야에서 활용하는 계장품의 활용과 측정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계장품 활용에 있어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나로에서 핵연료 및 재료 조사장치인 캡슐과 FTL에 장착할 수 있는 계장으로는 조

사시험중 온도, 압력, 변형, 중성자조사량 등의 특성측정에 필요한 온도 monitor(T/M), 

열전대, LVDT, SPND, 조사량 monitor(F/M) 등이 있다. 이들 중 열전대, LVDT, SPND 등

은 실시간으로 특성변화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계장품은 모두 외국으로부터 구입

하여 사용하고 있다. T/M과 F/M은 자체개발을 통하여 활용하고 있다. 

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를 위해서 하나로 가동 초기에 T/M 및 F/M을 활용하였으나, 현

재는 계산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NTD의 경우 기술개발 초기에는 온도를 온도 마커

(paint spo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중성자속 측정은 Co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현재

는 중성자속 측정은 Rh-SPND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Zr foil을 이용하

여 조사후 절대 중성자속 평가를 하고 있다. NAA에서도 초기에 T/M과 F/M을 활용하였

으나, 현재에는 계산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로 운영과 관련하여 중성자속 측

정은 fission chamber (U3O8 enriched to ≥ 90% in U-235), 온도 측정은 RTD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를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계장품들에 의한 측정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계산치와 비

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측정 자료들의 

신뢰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조사목적에 합당한 계장품을 

활용할 수 있고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수출용 연구로에서 활용이 가

능한 계장품을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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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로에서 조사시험 및 계장 기술향상을 위한 제언 

Table 11에는 LWR, Gen-IV 원자력시스템, 계장품 개발, 동위원소 및 NTD 등을 위해 

재료시험로 또는 연구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사시험 내용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Figure 41은 상용로 운전중 또는 연구로에서 조사시험중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

는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2장의 Table 1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Gen-IV 원자력시스템의 냉각수 조건, 중성자 스

펙트럼, 후보 핵연료 및 재료 등에 관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Gen-IV 원자력시스템의 핵연료와 재료는 현재 운전중인 LWR 조건보다 더 열악한 조

건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Gen-IV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연료/

재료 조사시험은 현재까지 재료시험로 또는 연구로에서 주로 수행한 조사시험 조건보다

는 보다 열악한 조건에서의 조사시험이 요구된다.  

Table 11. Representative research reactor irradiation programs. 

 Evaluations Program  

Materials  
 Reactor vessel steels  LWR, SFR, MTRs  
 Metallic reactor internal structure  LWR, Fusion, MTRs  
 Graphite  HTR  
 Fuel Cladding  LWR/SFR  
 Zr/Nb Alloys  HWR  
 Ceramics  GCR, Fusion  
 Refractory materials  Fusion  
 Nuclear Physics Parameters  LWR, ALWR, MTR, SFR, Fusion  

Fuels 
 Power Ramp/Transients  LWR, ADSs, HWR, SFRs  
 High Burnup  LWR, HWR  
 New Design Qualification  LWR, ALWR, MTR, ADS, SFR, GCR  
 Nuclear Physics Parameters  LWR, ALWR, MTR, SFR, Fusion  

Others  
 Isotope Production  Radioisotopes (Tracers, and Nuclear Medicine) 
 Transmutation/Doping  Electronics (semiconductors), Gemstones  
 Instrumentation Qualification  MTRs, LWRs  

 Medical Treatment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Intensity  
Modulated Radiotherapy  

 Radiography  LWR, industry component 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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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Main in-pile measurements needs. 

이에 따라 상용로 조건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적합한 조사장치와 새로운 계장품 개발

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기관 (프랑스 CEA, 미국 INL 등)에서는 연구로에서 조사시험에 

필요한 새로운 계장품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3장의 Table 2에는 하나로를 비롯한 

BR2, OSIRIS, JMTR, HBWR, ATR 및 HFR 등 각국의 연구로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계

장 및 계장기술 현황이 요약되어 있다. Table 3에는 현재까지 이들 MTRs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노내 계장품들을 정리하였다 

Figure 42는 미국 INL, Figure 43은 프랑스 CEA가 수년 전부터 계장품 및 계장기술 

개선을 위해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는 연구항목과 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양 기관

은 계장기술 개발 협력을 위해 2008년에 MOU를 체결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벨기에 CEN-SCK, 노르웨이 IFE-HRP와도 기술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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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Current schedule for ATR NSUF advanced instrument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11]. 

 

 

Figure 43. Status of the on-going developments in the framework of the INSNU Project (CEA) [71]. 
 



51 
 

하나로에서는 캡슐을 이용하여 핵연료/재료 조사시험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FTL을 이용한 상용원전용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관련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하나로에서는 이용자 요구조건을 고려한 조사장치를 지속적

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용자 요구에 따른 조사시험 또는/및 조사후시험을 수행하여 이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하나로에서는 조사시험에 필요한 대부분

의 계장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 기술수

준은 40년에서 50년 가까이 조사시험을 수행한 유럽의 프랑스 OSIRIS, 네덜란드 HFR, 

벨지움 BR2, 노르웨이 HBWR, 미국 ATR, 일본 JMTR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은 격차가 

있다. 이와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 격

차로는 조사장치에 계장품을 설치하는 계장기술, 조사시험 완료후 핵연료 및 재료의 조

사자료 분석/평가 및 DB 구축, 조사특성 자료측정에 필요한 다양한 계장품 개발 등이 

있다.  

먼저 신뢰성있는 유용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에 활용

하고 있는 계장품의 성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하고 신뢰성이 큰 조

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시험 장치, 계장 및 조사자료 분석/평가에 개선사항을 도출

하여 적용해야 한다. 또한, 조사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계장품의 독자적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 가능성, 개발기간, 활용성 등을 검토해야 하고, 

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연구로 또는 재료시험로의 조사시험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자료를 생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해야 하고, 조사시험 이용자

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하나로에서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 이용자들에게 

보다 신뢰성있는 조사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조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프랑스 CEA는 JHR 연구로에 적용할 계장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71], 미국 INL

에서도 ATR에 적용할 새로운 계장기술을 개발하고 있고[11] 최근에는 핵연료 주기 연

구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계장품 개발을 위한 전략계획을 검토하고 있다[115]. 이를 참

조하여 하나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장품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수

행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분석하여 추진전략을 세워 타당성이 있다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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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조사대상물, 조사장치 및 계장 (instrumentation) 

1) 조사대상물 

- Fuel ; 상용로용 핵연료, VHTR과 SFR 핵연료, 환형핵연료 등 

- Material ; 상용로용 재료, Creep/Fatigue, VHTR과 SFR 재료 등 

- 동위원소 생산표적물 

- 방사화분석물 

- 반도체 

2) 조사장치 ; Capsule, FTL, RI Rig, NAA 용 rabbit, NTD 장치 등 

3) 계장기술 현황 검토, 개선 및 개발 사항 검토 

6.2  하나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장품의 성능 개선 

1) 온도 Monitor (T/M); melt wire 

2) Fluence monitor(F/M): wire, foil 

3) On-line monitors 

- TCs (Type K, Type N, Type C) ; 조사온도 측정  

- LVDTs ; 온도, 압력, 길이 등 측정 (Halden 개선사항 포함) 

- SPNDs 

6.3  현재 다른 국가에서 활용 또는 개발하고 있는 계장품을 하나로 조사시험에 활

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독자적으로 계장품을 개발한다면 다른 국가의 계장품 

개발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가? 

1) 타 국가에서 활용 또는 개발하고 있는 계장품을 하나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 있다면 개선사항은? 

- 온도 Monitor ; SiC 

- 직경, corrosion layer, 상용로 구조물 건전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장품 

- Optical fiber ; 길이, 온도 등 측정 

- Infrared thermometer ; 온도 측정 

- Ultrasonic(Acoustic) ; 온도, 치수(length/geometry), 핵분열기체방출 등 측정 

- Piezoelectric (핵분열기체 방출 및 성분) 

2) 이를 독자적인 기술개발 가능성(차별화, 추진전략 및 개발기간, 상품화, 타 

산업 적용가능성)은? 

- 이를 독자개발하기 위한 개발기간 및 추진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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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화 가능성(개발기간, 개발비)은? 

- 연구로 적용 또는 상용로/차세대원자로 적용 가능성은? 

- 대학/산업계 등과의 협력 연구 방안은? 

6.4  독자개발할 항목이 없다면 조사자료의 정확성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행

해야 할 항목은? 

1) 개선사항은? 

2) 해외로부터 구입하여 성능검증을 위한 실험해야 하는 항목은?  

3) 조사자료 검토/분석/평가하여 해외기관과 비교 

4) 해외 연구자들과의 협력하는 방안 

6.5  추진 전략 및 계획은? 

- 국내 학계/산업계 협력 

- 국제 협력 

- 추진계획 수립(실증시험, 연구비 및 연구인력 포함) 

6.6  예상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는? 

한편, 현재 수출형 연구로 건설을 2015년에 완료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하나

로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하나로 조사시험 분야에서는 조사시험 

분야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116]. 이에 따르면 국내외 조사시험 시설 

및 현황, 향후 조사시험 계획, 계장기술 현황, 향후 연구업무 등을 검토/분석하여 현재 

캡슐과 FTL로 이분화되어 있는 조사시험 분야를 통합하여 조직을 재정립하여야 하고 각 

분야의 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로 조사시험 분야의 활성

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계장품 개발과 관련이 있는 부분도 함께 고

려하여 현재의 과제별 조직보다는 기능별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54 
 

7. 결론 

현재까지 다양한 계장품이 개발되어 연구로에서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은 물론 

동위원소 연구, 방사화 분석, NTD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 기술 현황 분석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로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장품 및 기술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을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에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분석하였다. 최근에 연구로에서 Gen-IV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조사시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장품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연구로의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계장기술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로에서 

조사시험동안 조사특성을 측정하는 계장기술과 관련된 향후 개발 방향도 검토하였다.  

먼저 신뢰성있는 유용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에 활용

하고 있는 계장품의 성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조사

시험을 위한 계장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계장품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야 한다. 이 경우 개발 가능성, 개발기간, 활용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타 산업에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연구로 또는 재료시험로의 조사시험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국과의 기술격

차 해소와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조사자료를 생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

해야 하고, 조사시험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하나로에서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 이용자들에게 보다 신뢰성있는 조사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계

장품에 대한 성능 검토와 조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시급하다. 

그리고, 하나로에서 향후 조사시험 기술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분석하여 

하나로에서 연구개발해야 하는 항목을 도출하고, 연구수행 추진계획 및 추진전략, 

예상결과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여 연구의 타당성이 있다면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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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록 (15-20 줄내오I)

현재까지 다양한 계장품이 개발되어 연구로에서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힘은 물론 동위원소

연구， 밤사화 분석， NTD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와 개량 원자로에

새로운 핵연료와 재료를 적용하기 위해 죄근 연구에서는 조사시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도， 지수변화， 열전도도， 핵분열기체 밤출， 균열， coating buildup , 열 및 고속 중성자속

등과 같은 인자들을 조사시힘동안 실시간。로 측정/제공할 수 있는 계측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조|근에 Gen-IV 원자력시λ 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연료/재료의

조사시힘을 연구로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장품의 개선이 필요하고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로에서도 신뢰성있는 。용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시힘에 활용하고 。AA| 」L-

계장품의 성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장품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조사시힘을 위한 계장에 적극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계장품에 대한 개발 가능성， 개발기간， 활용성 등과 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 기술 현황 분석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로에서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힘에

활용하고 있는 계장품 및 기술 현황을 조사하였。며， 이들을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힘에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하나로에서 항후 조사시힘 기술 항상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분석하여 하나로에서 연구개발해야 하는 항목을 도출하고， 연구수행 추진계획

및 추진전략， 예상결과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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