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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과 안전성은 원자로내 핵연료의 건전성에 크게 영 

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일련의 비파괴 혹은 파괴사험을 통한 핵연료 조사 

후시험이 핵연료의 연소 성능을 평가하고 특성 규명을 위하여 수행되어 왔 

다.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성능시험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핵분열생 

성기체의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시험장치의 원리와 측정방법에 대하여 기술 

하였다. 아울러 측정장벼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부품 및 장치의 특성 

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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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fety and economy of nuclear plant are greatly affected by the

integrity of nuclear fuels. The post-irradiation examination(PIE)

including non-destructive and destructive test is to be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nuclear fuel.

This report was described on the rod puncturing device, which is used

for measuring fission gas in the fuel rod, and operating procedure.

Additionally, the features of components and device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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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핵연료봉 천공 및 핵분열 생성기체 포집 시험은 연료봉 내부의 소결체 

(pellet)와 피복관(c1adding) 사이에 들어 있는 핵분열생성 기체량과 봉 내압 

을 측정하여 핵연료에서 유출된 핵분열 생성가스의 양올 보기 위하여 수행 

한다. 

핵분열생성 기체 유출량의 측정기술은 연료봉의 종류 또는 연료봉의 연소 

도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진공장치 (vaccum system)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원리는 같다. 일반적으로 PWR 연료봉은 핵분열생성 기체량이 비교적 많 

으므로 천공장치 (puncturing device)의 진공도를 0.1 Pa 정도를 유지해야 시 

험이 가능하나， 연구용 시험연료봉과 CANDU형 연료봉은 핵분열생성 기체 

량이 매우 적으므로 가능하면 더 높은 고진공도가 요구된다. 경제적인 면 

에서 보면 한 개의 핵분열생성기체 포집장치로 여러 종류의 연료봉올 시험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장치를 범용화 할 경우 정밀한 측정이 어렵고 

복잡해지는 단점이 었다. 그러나 연료봉의 종류에 따라 전용화할 경우 측 

정정밀도가 향상되고 장치의 운전에 용이 한 장점이 있다.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조사후 핵연료봉에 대한 시험은 핫셀(hot cell)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장치를 설치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한 장치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봉에 대한 시험올 수행할 수 있도 

록 장치를 범용화 하고 연료봉의 종류에 따라 시험조건이나 제약조건을 검 

토하고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분열생성 기체량의 측정방법은 PWR 연료봉의 경우 천공용기와 확장용 

기 (expansion chamber)에 핵분열생성기체를 확장시켜 기체량을 계산하거나 

--‘ 



또는 작은 확장용기에 들어 있는 기체량을 측정하여 전체 체적비와 비교하 

여 계산한다[I] 그리고 연구용 시험연료봉과 CANDU형 연료봉은 핵분열 

생성 기체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토플러 펌프(toepler pump)에 부착되어 있 

는 뷰렛(burette)을 이용하여 기체량을 직접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된 핵분 

열생성기체의 시험자료는 핵연료의 연소특성 평가 및 설계 개선에 이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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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팽창관로를 이용한 측정방법 

1. 측정 방법 

핵분열생성기체는 높은 압력으로 충진하여 넣은 헬륨가스와 혼합되어 잇 

어 낮은 원자변호를 갖는 H2, 02, N2, 공기둥과 같이 이상 가스<ideal gas) 

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체 상태방정식올 이용하여 체적계산을 수 

행할 수 있으며， 핵분열생성 기체량이 비교적 많은 PWR 연료봉올 시험대 

상으로 한다. 

해연료봉을 천공용기 (puncturing chamber)에 장전Ooading)시키고 드릴 또 

는 펀치로 연료봉의 피복관을 천공시키면 핵분열 생성 기체는 방출되어 천 

공용기로 확장하게 된다.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변 해분열생성기체 

의 압력은 안정상태를 이루며， 이때의 온도와 압력을 기록한다. 다음 단계 

로 교정된 확장용기 (expansion chamber)에 핵분열 생성 기체를 다시 확장 

시켜 안정시킨 후， 온도와 압력올 측정하고 여기서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 

하여 핵분열생성 기체량과 봉내압올 계산한다 [2J.[31 

해연료봉에서 방출된 핵분열 생성 기체의 압력은 천공용기와 팽창관로 

(expansion circuit)의 크기와 방출된 핵분열 생성 기체의 양에 따라 정압 

(positive pressure) 또는 부압(negative pressure)상태로 된다. 예를 들어 

방출된 핵분열 생성 기체의 양이 천공용기와 팽창관로의 체적 보다 작으면 

핵분열 생성 기체의 압력은 부압이 되는데， 장치의 기밀 능력이 저하될 때 

공기가 유입될 우려가 있어 핵분열생성 기체량 측정에 오차를 가중시킬 수 

있고 팽창관로에 압력비가 커져서 측정정밀도가 낮아진다. 반대로 핵분열 

생성 기체량이 천공용기와 팽창관로의 체적 보다 클 경우 연료봉에서 핵분 

열 생성 기체를 방출/확장시켰올 때 압력은 정압상태가 된다. 이러한 겨우 

? 

나
 



에는 피복관 천공시 방출된 핵분열생성기체의 압력평형 도달시간이 단축되 

고 확장용기에 핵분열생성기체를 확장시킬 때 압력비가 적어 측정정밀도가 

높다. 

기존 저연소도 핵연료봉의 핵분열생성기체의 양을 측정하는데는 장치의 내 

부압력이 부압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올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고연소 연료 

봉의 경우 소결체 맹윤(swelling)으로 인해 소결체와 피복관(cladding) 사이 

의 간격이 좁아지고 유동성이 감소하여 천공용기 또는 확장용기에 핵분열생 

성기체를 확장시킬 때 평형압력 도달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단점올 보완 

하고 측정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핵분열생성기체 압력을 정압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은 핵분열 생성기체를 이상기체 

(ideal gas)로 취급하고 기체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며 핵연료봉을 천공 

(puncturing)하기 전에 칠소 또는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연료봉이 장전된 상 

태의 천공용기 체적을 미리 측정해 두어야 한다. 

2. 측정 관계식 

Vv 연료봉의 빈공간 체적 (void volume) 

Vs 표준용기의 체적 (standard volume) 

Vc : 천공용기의 체적(연료봉 천공전) 

Vt : 천공용기의 체적(연료봉 천공후) 

Pl : 천공용기에서의 핵분열 가스의 압력 

P2 : 핵분열생성기체 팽창후 평형압력 

Tl : 천공용기에서의 온도 

T2 : 핵분열생성기체 팽창후 온도(압력평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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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공용기 (puncturing chamber)의 체적( 피복관 천공후) 

V.P? Tl 
V t = (Vv + Vc) = D;' S ι l 

P} T 2 - P2 T} 

( Vv + Vc) x P} 
T} 

( Vv + Vc + Vs) x P2 

T 2 

( Vv + Vc) x P} 
T} 

( Vt + Vs) x P2 

T2 

( Vt + Vs) x P2 

T2 

”4-
p 
-e‘ -

v 
-

+ 
-
자
 

‘
/i

p 
-‘‘ -

v 
-

V t P} T2 = V t P2 T} + Vs P2 T} 

(Vt P} T 2) - (Vt P2 T}) = Vs P2 T} 

V t (P} T2 - P2 T}) = Vs P2 T} 

vs+P2Tl 

Y t = P} T 2 - P2 T} 

나. 연료봉의 공간체 적 (void volume in the fuel rod) 

Vv = Vt - Vc (Known) 

다. 연료봉의 내압 (P,) 

보f Vv 

T} 
n4-

p 
-

× 
-

、
，
，
/-

e‘ -

v 
-

+ 
-
、
2 

c 
-‘ 

. 

v 
-

+ 
-U 

-

v 
-/

l
l、-

-h 
u 



여기서 V v+ Vc = V1 이므로 

보L표 (Vt + Vs) x P2 
T 1 T2 

l 
T 

n/
‘ 

P -J 

-
자
 

-”

v 

-v 
+ 
-t 

-

v 
-

/
l
·、--tI

P 

라. 핵분열생성기체의 양 (Aψ) 

( Vt + Vs) P2 T 1 
Aφ = Pf Vv =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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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팽창용기체적과 전체 체적비를 이용한 측정법 

1. 측정방법 및 관계식[1J(4 

팽창관로 중에 정밀하게 교정된 소형 팽창용기 (expansion chamber)를 부 

착하여 핵분열생성 기 체 량올 토플러 펌프(toepler pump)에 부착된 뷰렛 

(burette)으로 측정한 후 소형 팽창용기와 전체체적(천공용기체적+팽창관로 

체적)비를 곱해서 핵분열생성 기체량올 산출하는 방법이다. 천공용기에 는 

연료봉을 천공하였을 때 방출된 핵분열생성기체의 압력이 부압상태 

(negative pressure)로 유지된다. 그리고 중형 팽창용기에 있는 핵분열생성 

기체를 작은 팽창용기로 이동시켜 핵분열생성 기체량을 여러번 측정할 수 

있어 평균값을 구하여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체적과 작 

은 팽창용기의 체적비가 클 경우 핵분열생성기체 양을 측정하는데 오차가 

클 수도 있다. 이방법은 핵연료 피복관을 천공하기 전에 장치의 내부 표면 

에 홉착(adsorption)되어 있는 bla따‘ 값을 촉정해야 된다. 이는 토플러펌 

프에 의해서 소형 팽창용기에 들어 있는 핵분열생성 기체량을 측정할 때 부 

스터펌프로 소형 팽창용기 내에 었는 핵분열생성기체를 이송시키고 토플러 

펌프의 뷰렛(burette)올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의 고전공 상태에서 장치내 

부 표면에 홉착되어 었던 기체가 탈착되어 함께 측정 되므로 이 값은 핵분 

열생성 기체량의 측정값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즉 blank값은 장치내부 표 

면에 홉착되어 었던 기체를 고진공시키므로써 정해진 시간 동안 degassing 

되어서 토플러 펌프에 의해서 포집된 기체의 양을 말하며 blank 값 측정식 

은 다음과 같다. 

V : burette 으로 측정한 기체의 부피 

T: 대기의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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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수은기둥의 눈금차 

Va 표준대기압 상태의 체적 

Pa : 표준대기압(0.1 Mpa) 

Ta : 표준온도 (273 OK) 

Pa Va 
T a 

PV 
T 

PV “ T a 

'a T a Pa 

표준대기압상태의 bla따‘ 값을 Vb라 하면 

px V" 273 Va = V b .. {\ 1 • X 0.1 "273 + T 

여기서 bla따‘ 값은 O.l c미 보다 작아야 하며 만약 이 값 이상이면 재 측정 

해야 된다. blank값이 기준치에 적합하면 피복관의 천공을 진행시키며 작 

은 팽창용기내의 핵분열생성 기체량을 측정한 후 핵연료봉의 핵분열생성 기 

체량을 측정한다. 

Ve : 표준대기압 상태에서의 팽창용기 (Cl)의 체적 

Vb : bla따‘ 값 

V : burette에 서 측정 된 가스 량 

P 대기압 

T 시험실 온도 

Vg : 연료봉의 핵분열생성 기체량 

X u 팽창용기 (Vc1)와 전체 체적비(드릴링챔버체적 + 팽창용기의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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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P x V" 273 
• e 0.1' . 273 + T 

소형 팽창용기의 체적은 표준 대기압 상태로 계산하고 blank값을 배제시 

킨 후 전체 체적비를 곱해서 연료봉의 핵분열생성 기체량을 계산한다. 

Vg = (Ve - Vb) x X t 

연료봉의 공간체적 (void volume) 측정은 피복관의 천공된 구멍을 레진 

(resin)으로 밀봉한 후， 다시 천공하여 연료봉 내부에 들어 있던 공기량을 

토플러펌프의 뷰렛으로 측정한 후 표준 대기압 상태로 환산한다 이때에 

blank값을 측정하여 공간체적에서 blank값을 배제시킨다. 

여기서 공간체적을 Vv, 수은기퉁 눈금차를 P, 뷰렛(burette)에서 측정한 

공기 량을 V라 하고 식올 구하면 

px V" 227 Vκv = (•------ × ) - Vb가 되며 여료봉의 내부 압력은 o . 1 273 + T I • ò' I -'. I 1.: 

기체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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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험장치 

제 1 절 개요 

핵분열생성기체 포집장치는 연료봉의 핵분열생성 기체량， 봉내압 및 연료 

봉의 공간체적 (void volume)을 측정하고 핵분열생성기체의 성분 분석을 위 

한 장치이다. 장치의 구성은 천공용기 (puncturing chamber), 팽창관로 

(expansion circuit), 진공장치 (vaccum system) , 및 기체포집장치 (gas 

collection system)로 구성되어 었다. 현재 조사후시험시셜에 셜치되어 있 

는 시험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3-1과 같다. 각 시험장치에 대한 구성과 측 

정방법은 시험 대상 연료봉의 종류 또는 연료봉의 연소도에 따라 약간씩 다 

르다. 예를 들어 PWR연료봉은 핵분열생성 기체량이 비교적 많아 팽창관 

로를 이용한 방법과 소형 팽창용기와 전체 체적비를 비교한 방법을 이용 

할 수 있다. 장치의 내부 진공도를 중진공(0.1 Pa)정도로 유지해도 시험이 

가능하며， 고연소도 연료봉일 경우는 소결체 (pellet)의 팽윤(swelling)으로 

소결체와 피복관(cladding) 사이에 간격이 좁아져 핵분열생성기체의 유동성 

이 감소하게 되므로 팽창관로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중에서도 

핵분열생성기체의 압력이 정압(positive pressure)인 방법으로 시험을 수행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3-2와 같다. 반면에 연 

구용 시험연료봉(experimenta1 rod)과 CANDU형 연료봉은 핵분열생성 기체 

량이 매우 적어서 핵분열생성기체를 팽창시킬 수 없으므로 토플러 펌프에 

부착된 뷰렛(burette)으로 핵분열생성 기체량을 측정한다. 그리고 핵분열생 

성기체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기폰의 자료와 성분비를 비교/분석하여 핵분열 

생성 기체량， 봉내압 및 공간체적을 추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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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험장치의 구성 

1. 천 공 장치 (Puncturing System) 

연료봉의 피복관을 드렬， 유압펀치 또는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 

며 핵분열생성기체를 연료봉에서 천공용기 (puncturing chamber)로 팽창시 

키는 역할을 한다. 장치의 내부를 진공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드렬축 

이 회전하는 부분， 유압펀치 훌더 (holder)의 직선운동 부분의 기밀이 유지되 

어야 한다. 특히 장치에 연료봉이 삽입되는 부분은 연료봉의 종류마다 직 

경 및 진공도가 서로 다르므로 시험대상 연료봉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기밀 

을 유지해야 한다. 

가. 드릴링 유니트(Drilling U띠t) 

핵연료봉의 피복관을 천공하는 장치로써 주요 구성품은 정/역회전이 

가능한 모터(사용전력 220V, 3 ø, 60Hz, 80 W, 회전속도 180 RPM , 회전력 

4 Nm), 회 전덕 트(rotating duct) , 주름상자(bellows)둥으로 구성 되 어 었다. 

드릴축이 회전할 때 기밀을 유지할 수 었도록 점성이 높은 자성유(magnetic 

oil)가 들어 었다. 그리고 모터와 회전덕트는 수직으로 홈이 파인 기둥 

(column)에 부착되어 있어 래크기어 (rack gear) 9.} 피니온(pinion gear)에 의 

해서 상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조작할 때는 작업자가 원격조종기 

(manipulator)로 위치를 조절하게 된다. 

나. 드릴링 챔버 (Drilling Chamber) 

드릴링챔버는 천공할 수 있도록 연료봉을 고정하고 삽입부분의 기밀을 

유지시킬 수 었는 장치이며 연료봉의 종류에 따라 연료봉의 직경과 핵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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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기체의 양이 다르므로 한 개의 드릴링 유니트에 여러 개의 드릴링 챔버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범용화 하였다 PWR 연료봉은 핵분열생성 

기체량이 많으므로 진공도가 0.1 Pa 정도이면 시험이 가능하며 이에 적합하 

도록 연료봉이 장전되는 부분은 패킹 (packing)을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징은 연료봉을 빠르게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험 연료봉은 핵분열생성기체의 양이 매우 적으므로 진공능력을 낮게 했 

을 경우 핵분열생성기체와 공기의 비율이 커져서 기체량의 정밀 측정이 

곤란하므로 고진공이 요구된다. 또한 피복관의 표면상태가 거칠기 때문에 

패킹으로는 기밀유지가 곤란하므로 드릴링챔버에 경화제를 섞은 레진 

(resin)을 주입시키고 가열하여 연료봉의 표면상태와 관계없이 1 X 10-3 Pa 

의 진공밀폐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 

2. 압력계 

열 측정계와 같은 원리로 진공도를 측정하는 대류형 압력계로써 기체가 

고온에서 일으키는 자연대류현상을 이용하여 측정범위를 대기압까지 팽창시 

켰다. 설치시에는 반드시 수평올 유지해야 하고 사용범위는 0.1 _105 Pa 

이다. 또한 sampling bay console에 있는 숫자표시장치와 연결되어 사용자 

가 임계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접점이 있다. 이 접점은 연료봉의 피복관이 

천공될 때 핵분열생성기체가 드릴링 유니트로 방출되면 패널(panel)표시둥 

에 연결되어서 램프에 점둥되므로 시험자가 피복관의 천공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3. 팽창관로와 팽창용기 

팽창관로(expansion circuit)와 팽창용기 (expansion chamber)는 연료봉에 

π
 ω 



서 방출된 핵분열생성기체를 팽창시키는 장치이며 팽창관로와 팽창용기는 

정밀하게 교정되었다. 팽창용기의 체적은 각각 7.5 c미， 692 c따 이며 PWR 

연료봉을 시험할 때 사용된다. 

4. 진공 펌프 

가. 로타리 펌프(Rotary Pump) 

로타리 펌프는 1차 진공용(1 Pa))으로 사용되는 2단 기계식펌프(2 

stage mechanica1 pump)이며 용량은 15m'/s 이다. 펌프의 구성은 그림 

3-3과 같으며 홉입구에는 오일의 역류와 탄화수소(hydrocarbon)가 홉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펼터 (molecular sieve filter)7} 셜치되어 었다. 펌 

프에 의해서 홉입된 기체는 핫셀 내부로 배출시키며 펌프오일에 의한 방사 

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된 상자속에 설치되어 었으며， 이 상자는 환 

기계통(ventilation system)에 연결되어 었다. 

나. 오일확산 펌프 

오일확산펌프(oil vapor diffusion pump)는 고진공이 요구될 때 2차펌 

프(2 X 10-3 Pa)로 사용되 며 구조는 그림 3-4와 같다. 

펌프의 성능은 팽창관로 및 샘플링 계통의 관로의 굴곡， 천공용기 또는 

팽창용기에 연결되는 유로의 급확대/급축소 및 핫셀 벽을 관통하는 긴 배관 

때문에 훨씬 고성능으로 설계하였으며 펌프의 특성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오일확산 펌프 

가) 용량 : 0.3 m'/s 

나) 최대진공도 : 5 x 10• 7 Pa 

다) 냉각수량 : 1.67 x 1O-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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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inless assembly J Mounting location for safety thermostat 

B Light alloy jet assembly K Mounting location for detector thermostat 

C Integral baff!e L Heater connector 

D Straight water pipe outlet M Exhaust baff!e 

E Straight water pipe inlet N Intake o-ring 

F Heater P Retainer 

G Insulated heater cover Q Spring 

H Cover retaining screw R Oil drain- filling 

Heater retaining nut S Latera1 jet 

Q 

A 
c 

” 

a 

F 

I 

H 

G 

X 

L 

그림 3-4 오일확산 펌프(oil vapor diffusion pump)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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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에 배플(baffle)를 설치 

3) 트로틀 밸브(thrott1e v a1ve) : 외경 100 mm 

4) 3방향 바이패스 밸브 설치 

5) 수동식 공기주업 밸브 

6) 과열방지 스위치 : 냉각계통에 과열올 방지한다. 

다. 부스터 펌 프<Booster Pump) 

방출형 수은 확산 펌프(mercury diffusion ejecter pump)로 진공도 l 

Pa 압력에서 많은 양의 기체와 중기를 펌핑할 때 사용하는 펌프이며 장치 

내부에 450W의 가열기 (heater)가 장치되어 있다. 

펌프의 고열에 대한 안전장치는 냉각수 순환방식으로 냉각수가 없올 때 

자동적으로 히터 (heater)의 전원이 차단되게 되어 있으며 펌프에서 나가는 

냉각수의 온도는 20 o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펌프의 용도는 팽창용기 

내에 있는 핵분열생성기체를 토플러펌프(toepler pump)로 이송시켜 주는 역 

할을 하며 구조는 그림 3-5와 같다. 

1) 펌프의 가동 

수은증기는 독성이 있으므로 펌프의 배출관은 반드시 대기 중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가) Backing pump 위에 있는 냉각수 스위치를 켠다. 

나) Backing pressure가 요구값에 다다르면 가열기의 스위치를 켜고 

어느 정도의 경과시간이 지나면 펌프는 운전상태로 된다. 

다) 펌프가 운전중일 때 냉각수 출구 온도는 20 o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펌프의 가동 중지 

가) 펌프의 가열기 스위치를 끄고 고진공에 연결된 밸브를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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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ake or high vaccum 

connec t1on 

2. Compression ring 

3. C∞ling water outlet 

4. Diffusion nozzle 

5. Ejector nozzle 

6. Ventri tubes 

7. Jet assembly 

8. Ejector nozzle 

9. Ventri tubes 

10. Cooling inlet 

11. Mecury trap 

12. Fore-vaccum connection 

13. Fore-vaccum tube 

14.. C∞ling water jacket 

15. Pump body 

16. Vapor jet chimney 

17. Lower piston 

18. Mercury boiler 

19. Heater plate 

20. Heat insulator jacket 

21. Fixing bolts 

22. Terminal box 

그림 3-5 부스터 펌프(booster pump)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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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eater insulator jacket를 제거하여 펌프를 냉각시킨다. 

다) 펌프 냉각 완료 되면 냉각수를 차단한다. 

라) 펌프의 스위치를 끄고 펌프를 vent시킨다. 

3) 펌프의 청소 

펌프의 성능이 적합하지 못할 경우는 펌프를 해체하여 청소를 해 주 

어야 하며 수은을 용기에 넣을 때는 수은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가) Ejector tool을 사용하여 circlip과 압축스프링 (compression spring) 

을 제거 한다. 

나) Jet assembly를 제 거 한다. 이 때 수은이 튀 지 않도록 조심 해 야 하 

며 jet assembly를 제거 또는 삽입할 때 확산노즐(diffusion nozzle)이 

ben버ng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다) Jet assembly의 녹， 먼지 둥을 와이어브러시 또는 사포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마지막으로 모든 부품을 압축공기로 청소하고 건조시킨다. 

마) Jet assembly에 먼지， 녹둥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올 산화 보호막 

이 제거되었다면 보호막(blue tempering color)을 업힌다. 

바) Jet assembly를 펌프 몸체에 조립할 때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 

록 한다. 

사) 압축 스프링(compression spring)과 circlip올 조립하며 수은은 jet 

assembly를 설치하기 전에 넣는다. 

아) 장치에 펌프를 연결시킨다. 

4) 고장 원인 및 대책 

펌프의 성능은 다음 조건들이 만족해야 제 성능올 발휘할 수 있다. 

- Container는 기밀 유지， 건조 및 내부 표면이 깨끗해야 한다. 

- 고무 패킹의 갯수를 제한하며 가능한 금속패킹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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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d trap이 셜치되어야 한다. 

만약에 원인이 작동압력이 아니고 펌프가 더 이상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면 다음 원인을 검토해 본다. 

가) 진공배관에 수은이 있다. 

(1) Jet assembly의 조립이 적절하지 않다. 

(2) 부적당한 냉각 

(3) 진공장치의 누설 

나) 홉입압력 변동 

(1) Backing pressure가 너무 높다. 

(2) 장치 또는 펌프가 오염됐다. 

다) 펌프가 설정압력에 도달하지 못함 

(1) 냉각수 은도가 너무 높거나 가열은도가 너무 낮다. 

(2) Backing pressure가 너무 높다. ( 장치 내에 불순물 또는 누셜) 

라) 부적당한 펌핑 속도 

(1) 냉각수 온도가 너무 높거나 가열온도가 너무 낮다. 

(2) Backing pump 속도가 너무 느리다.(장치의 누설 및 impedance) 

마) 냉각수 흐름 차단 

(1) 냉각수자켓 연결부가 오염됐거나 막혔다. 

(2) 냉각수 홉입구의 연결구를 분해하고 연결구를 청소하며 반대 방 

향에서 몇 분동안 냉각수를 흐르게 한다. 

바) 장치의 누설 및 오염 

(1) 누설시험기로 누설부분을 찾아내고 오염물 및 먼지 둥을 제거 

하고 건조시킨다. 

사) 부적당한 가열 

(1) 주 전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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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열판 점검( 손상시 신품으로 교체) 

라. 토플러 펌프 

토플러 펌프(toepler pump)는 작은 팽창용기내에 들어 있는 핵분열생 

성 기체량 또는 연료봉의 공간체적 (void volume)에 들어 있는 공기량을 측 

정하는 펌프로써 펌프에는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뷰렛(burette)이 설치되어 

있으며 1회에 측정할 수 있는 최대 기체량은 10 떼 이다. 

토플러 펌프의 구조는 그렴 3-6과 같으며 셜치 위치는 부스터펌프의 배 

출구 쪽에 설치되고 콕 R4, R5, R6에 의해 부스터펌프와 1차진공펌프(P3)에 

연결되어 었다. 

1) 토플러 펌프의 구성 

가) Base 

Base에 는 change over valve(6), cable set(3) , magnetic core with 

spring(4), valve rod with plasitic point(5), main cable로 구성 되 어 었다. 

나) Collecting valve 

밸브가 달린 plexiglass(5), standard joint(1), contact pin(3)으로 

구성되어 었다. 

다) 펌 프 몸체 (Pump Body) 

미끄럽밸브(slide valve cock R4)(27) 역지변(non-retum 

V머ve)(22)， 시험장치와의 연결부(24) ， plexiglass와 연결된 두 개의 밸브 

<Cock R5, R6)(25, 26)로 구성되어 었다. 

라) Burette Header 

뷰렛 해더 (burette header)는 3방향콕(cock Rl , R2)(34), piston 

system(38, 39), sIiding v머ve<cock R3)(39) , nipple둥으로 구성 되 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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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ase 

B ’ Reservoir 

C : Pump body 

D : Plunger 
E : Valve 

F : Level tube 
G : Cock 

H Burette 

Burette header 
K : Capillary valve 

N ì L: Shut-off valve 

( 
씨
 

/ 

M Suction line 
N Non-retum valve 

o : Control valve 

o 

그림 3-6 토플러 펌프(toepler pump)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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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렛 해더는 용도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다. 그리고 현재 셜치되어 있는 

용량은 lOc미이고 예비품으로 5c미 용량이 었다. 

마)수은 

펌프에 수은올 채우는데 필요한 용량은 약 9kg이다. 

2) 펌프 셜치작업 

가) 펌프의 각 부분은 조심하여 분해하여야 하며 신중히 세척한 다음 

건조시 켜 야 한다 plexiglass collecting vesseHlO)은 솔벤트 (알코올 또는 

에테르)로 씻어서는 안되며 60 oC 이상의 열을 가해도 안된다. 

나) 처음에는 펌프 몸체(20)와 burette header(30)에 진공확스(vacuum 

wax)를 발라서 연결한 다음 펌프 몸체의 윗부분과 burette header의 밑부 

분은 bunsen 불꽃으로 그올음이 생기기 않도록 주의 깊게 60 0 C 정도로 

가열한다. 

다) burette header의 연결 부분에 확스를 조금 바른 다음 균일하게 펼 

쳐주고 가열된 burette header를 펌프 몸체에 연결한 다음 확스가 잘 펴 

지도록 burette header를 좌우로 돌리며 정위치( piston system를 왼쪽， 

slide valve는 오른쪽)에 두고 연결부분을 수직으로 유지하며 식힌다. 이 

연결부는 가열하면 항상 분리시킬 수 있으며 조립할 때는 확스를 깨끗이 

닦은 다음 위 절차대로 연결해야 한다. 

라) base(1)를 제자리에 놓는다. 이 base에는 펌프를 자동적으로 작동 

시키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원은 220V , AC , 50Hz에 

연결한다. 만약 주전원 램프가 켜지지 않으면 소켓(socket)에 전기가 공 

급되는가， 램프가 파손되거나 잘 조여 있는가 또는 휴즈(fuse)가 정상인 

가를 확인한다. 

마) collecting vessel을 base 위에 설치한다. 튜브형 밑바닥이 base에 

있는 전자석으로 잘 들어 가도록 조심하여 넣는다. 이때 밸브(1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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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뒤쪽의 change over va1ve(6) 쪽을 향해 있어야 한다. 

Collecting vessel에 수은을 넣기 전에 valve rod(5)가 PVC튜료 (3x5am) 

에 magnetic core로 붙어 있는지 확인해 야 한다. 스프링 이 magnetic 

core 안쪽으로 눌려 들어가고 magnetic core는 collecting vessel 바닥의 

tubular end에 위치하게 된다. 펌프 몽체을 그리스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 

서 collecting vessel 위에 놓은 다음 main switch를 켜고 valve button을 

눌러서 밸브가 아래로 내려가도록 한다. 이 위치에서 밸브는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하고 밸료의 point는 모세관 밑에서 3 mrn 정도 떨어져야 한다. 그 

렇지 않으면 magnetic core의 나사를 돌려서 높이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 

다. 높이 조절 이 완료되 면 펌 프 몽체 와 burette header를 collecting 

vessel로부터 치우고 vessel에 9 kg 정도의 깨끗한 수은을 채우며 

은 후랜지로부터 약 40 mm 정도가 될 때까지 충분히 채워야 한다. 

은
 

수
 
’ 

바) 펌프 몽체의 연결부에 그리스를 바른 다음 valve rod, spring, 

magnetic core .2} 함께 collecting vessel에 연 결 한다 magnetic core는 수 

은에서 떠 오를 수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vessel 바닥에 tubular end로 넣 

을 때 주의를 해야하며 spnng이 떨어지거나 끼이지 않도록 충분히 눌러 

주어야 한다 magnetic core는 ventil key를 누르면 바닥에 붙어 있게되 

며 key를 반복적으로 작동시켜 상하로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사) 마지막으로 펌프 몸체와 burette header에 수은을 끌어 올린다. 이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콕 R4는 " B " R2는 " D " 위치에 놓고， 

R3은 닫으며 피스톤(38)은 아래쪽으로 내려야 하며 Rl은 " A " 위치에 

두고 펌프(P3)를 작동시키고 밸브 V17을 연다. ventil key를 눌러서 밸브 

를 열어 둔채로 콕 R2를 /1 B " 위치로 천천히 돌려서 수은이 collecting 

vessel로부터 펌프 몸체와 burette header에 올라오게 한다. 수은이 

burette의 눈금부분에 이르면 밸브(5)를 닫고 콕 R2를 " D " 위치로 한 

-26-



다음 밸브 V17을 닫는다. 콕 Rl은 " D " 위치로 하고 R3올 열며 피스 

톤(38)올 올려서 수은을 leveling tube의 중간정도까지 올려준다. 

피스톤을 움직이는 핸들에는 작은 레버가 부착되어 있어서 어떤 방향으 

로도 잠글 수 있으며 피스톤올 중간 위치에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리 

고 방향을 바꿀 때에는 레버를 풀어 주어야 한다. 

아) 콕 R3을 닫은 다음 피스톤올 올려서 burette 윗부분에 남은 공기를 

수은이 R2에 닿올 때까지 올려서 제거하며 다시 피스톤을 내려서 burette 

윗부분에 진공이 되게 한다. 

자) 토플러펌프의 주전원올 끈 다음 콕 R6과 밸브 V18올 연결하고， 콕 

R5와 change over valve(6)을 연 결 한다 

차) Change over valve의 수직으로 나온 부분과 collecting vessel 있는 

밸브(5)를 연결한다. 수은올 습기와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change over valve의 vent tube 쪽올 건조제를 넣은 용기에 연결시키는 것 

이 좋다. 

카) Cable set(3)를 base의 뒤쪽에 셜치하며 cable 색에 따라 다음 접점 

과 연결시킨다. 

(1) Red : collecting vessel 접 속 

(2) Violet : 펌프 폼체의 아래쪽 접속 

(3) Green : 펌프 폼체의 위쪽 접속 

(4) White : float valve의 위 쪽 접 속 

(5) White : burette header에 접 속 

타) 펌프를 작동시키기 전에 역지변(non-return valve)쪽에 있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방법은 토플러펌프를 통작시켜 burette쪽으로 보낸 

다음 배출시킨다. 

토플러펌프를 동작시키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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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콕 R2는 "D" R4는 "B", R3은 닫혀 있는지 점검한다. 

(2) Burette header에 공기가 없어야 하고 피스톤이 완전히 내려져 있 

는가를 점검한다. 

(3) 펌프 폼체에 수은의 완충상태와 magnetic va1ve의 닫힘 상태를 점 

검한다. 

(4) Change over valve는 콕 R5와 R6을 통하여 mechanica1 pump(P3) 

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한다. 

(5) Cable 접접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한다. 

(6) Collecting vessel에 수은은 충분한가. 그리고 flange로부터 5 

mm 정도이고 contact pin(1 3)은 수은에 잠겨 있는지 여부를 접검한다. 

파) 밸브 V18을 열어 mechanical pump(P3)를 가동시키고 토플러 펌프 

를 가동시킨다 mechanical pump(P3)가 change over valve를 통해 

collecting vessel을 진공으로 해주면 펌프 톰체로부터 수은이 내려온다. 

이 상태에서 start button올 누르면 펌프는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한 자동으 

로 동작을 계속한다. 자동 동작은 change over va1ve가 mechanica1 

pump(P3)와의 진공 연결을 중지시키고 collecting vessel 내부에 공기를 넣 

는 작동을 반복하여 조절된다 Collecting vessel에 공기가 들어가 수은이 

상숭하는 것과 동시에 magnetic valve(5)가 열려서 밸브 위쪽에 있던 수은 

이 내려오고 기체가 burette header로 이동하며 이것은 상숭하는 수은을 

펌프가 홉입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계속되며 펌프 몸체가 진공이 되면 동작 

이 반복된다 Burette header에 모인 기체의 양이 허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burette header의 압력이 높아져 더 이상 기체를 빨아들이지 못하고 펌프는 

동작을 중지한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때까지 포집된 기체는 펌프에서 

제거해 주어야 한다. 

펌프의 주전원 스위치를 끄면 collecting vessel에 공기가 들어가고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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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에 수은이 채워진다. 따라서 펌프의 스위치는 수은이 밸브(5) 위쪽까지 

도달했올 때 끄는 것이 바랍직하다. Mechanical pump(P3)의 전원올 끈 다 

음에는 콕 R6쪽으로 공기를 넣어 주어 펌프오일이 이쪽으로 역류하여 토플 

러펌프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펌프 몸체로부터 수은을 홉 

입해 낼 때 주전원 스위치를 끄고 콕 R6을 닫아서(" B " 위치) mechanica1 

pump와 단절시킨다. 콕 R2를 " B" Rl올 " D " 위치로 하여 대기압 

과 연결시켜 주고 Va1ve button을 누르면 수은이 collecting vessel로 들어 

간다. 비 슷한 방법 으로 수은을 burette header로 보낼 수 있다. 이 방법 

은 콕 R2를 닫아놓고( " D " 위치) burette으로 진공을 하며 주전원 스위치 

를 켜고. mechanica1 pump(P3)를 끈 다음 va1ve key를 누르면 수은이 올 

라간다. 만약 수은이 오염되어서 float va1ve에서 누설이 발생하면 여기에 

있는 contact가 즉시 펌프를 홉입상태로 전환시켜 수은이 내려 가도록 하며 

펌프는 오염된 수은이 깨끗해진 다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토플러 펌프가 가동할 때만 작동을 한다. 따라서 펌프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의 수은의 상숭올 방지하기 위하여 콕 R4를 " A " 위치로 

닫어 놓는 것이 좋다. 콕 R4는 토플러 펌프가 가동중일때 line이 진공일 

때 그리고 R5가 닫혀있을때 "C " 위치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기 

가 장치내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5. 가스배출장치 

핵분열생성 기체량을 측정하고 샘플링이 완료된 후에는 천공용기와 팽창 

관로에 남아 있는 핵분열생성기체를 핫젤(hot ceID내부로 배출시켜야 한다. 

조사된 PWR 연료봉(연소도 30，α)() MWD/MTU 정도)에서 누출되는 크립 

톤(85Kr)의 방사능을 고려하면 상당량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핫젤내의 배관 

파손 또는 펌프의 작동 이상둥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핫젤 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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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생성기체를 배출시키기 전에 질소가스를 회로 내에 순환시켜 배출시 

켜야 하며 질소가스의 배출압력은 핫셀내부의 대기압 보다 약간 높게 한다. 

6. 진공계 

1차 진공측정은 핫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대류형 압력계로 측정하며 

고진공올 측정할 경우는 오일 확산 펌프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panning 

gauge로 측정하며 측정범위는 녹색 스케일 0.66 - 6.66 x 10-4 Pa, 적색 스 

케 일 은 6.66 X 10-3 
- 6.66 X 10-5 Pa 이 다. 

7. Sampling Bay 

Sampling bay는 여러 장치로 구성되어 핵분열생성기체를 시료를 채취하 

는 장치이며 위부분은 장치의 누설 또는 오조작으로 인한 오염확산과 작업 

자의 피 폭을 방지 하기 위 하여 글로브 박스(glove box)안에 들어 있다. 

글로브 박스 내부에는 항상 대기압 보다 낮게 부압이 유지되도록 환기장 

치에 연결되어 있으며 sampling bay에는 다음과 같은 장치가 들어 있다. 

가. 냉각 트랩 

냉각 트랩<Cold trap)은 핵분열생성기체중에 오일확산펌프와 부스터펌 

프로 나올 수 있는 오일이나 수은중기를 웅축시키며 또는 천공장치에서 방 

출될 수 있는 수증기를 웅축시켜서 불순물을 제거시킨다. 

앵각트랩 속으로 홉입된 핵분열생성기체는 외부와 단열되며 앵각트랩 속 

에는 에탄올이 차여 있어 용기의 내벽을 순환한다. 

프레온 앵각코일은 앵동기와 연결되어서 에탄올의 온도를 -40 oc 까지 
내려 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에탄올의 온도는 온도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서 패널에 있는 조절기로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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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onic Discharge Pilot Tube 

이 장치는 연료봉으로부터 핵분열생성기체를 생플링할 때 샘플링된 것 

올 알 수 있게하고 로타리펌프로 장치내부를 진공하여 회로 내에 누설을 찾 

는데 사용된다. 누설부분올 창는 방법은 장치의 각 연결부분에 소량의 알 

코올올 떨어뜨리면 누설이 있는 부분은 튜므의 색이 변하는 것올 관찰하여 

창는다. 

다. 토플러펌프 

라. Sarnpling phia1 

마. Control console 

바. 조명장치 

8. Control Console 

가. 핫셀 전면 판넬 

핫셀 전면판넬은 다음 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1) 장치의 주전원 스위치 

2) 드렬 모터 스위치(정지， 역회전， 정회전) 

3) PIRANI 압력계에 의해 조절되는 pilot larnp 

4) Resin type mould 사용할 때 쓰이는 heating stand의 전원 공급 장치 

냐. Solenoid Valve Control Console 

핫젤 뒤 인터벤션 구역(intervention area)에 셜치되어 mobile stand에 

장치되어 있으며 다음 기기로 구성되어 었다. 

1) 전자변 <solenoid v머ve)를 조작 및 시 험하는데 펼요한 전기 공급장치 

2) 방사성기체들이 역류하거나 인터벤션구역으로 누출될 가능성을 배제 

하기 위한 특정 조작을 금지시키는 회로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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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핫셀내 의 팽 창관로(expansion circuit)에 설치 된 밸브상태를 L. E. D. 

로 표시해주는 mimic panel과 mimic panel에서 팽창용기내의 핵분열생성기 

체의 온도를 표시해 주는 계기. 

다. Sampling Bay Console 

Sampling bay console은 sampling bay frame에 부착되어 있으며 

ionic discharge tube, 토플러펌프， 부스터펌프， 조명장치둥 각 기기들을 동 

작시키는데 필요한 전원공급장치와 안전을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9. 기타 

가.밸브 

핫셀 내부에 사용되는 밸브는 전자식 밀폐밸브이며 back-pressure에 

의해 닫혀진다. 

나. 배관 및 연결부 

토플러 펌프를 제외한 배관이나 연결부들은 22 CNl8.lO스테인레스강 

(stainless steeD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든 내부표면은 degassing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불활성처리 (passivation)되어 있다. 

토플러펌프는 방풍유리 (perspex)로 제작된 수은탱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유리로 제작되었으며 두 부분에서 금속 벨로우즈(metal beHows)가 

달린 glass-metal coupling에 의해 배관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각 부분을 

해체할 때 작업이 용이하도록 두 개의 벨로우즈를 배관라인에 사용하였다. 

핫셀 내부로 핵분열생성기체를 방출하는 배관은 직경 20 mm의 PVC 배 

관을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배관， 밸브， 및 플랜지 (flange)둥의 연결부분은 

PNEUROP 표준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용접부위는 헬륨 누설시험기로 검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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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험 측정방법 

제 1 절 개요 

핵분열생성기체 포집장치의 시험방법은 장치의 구성에 따라 약간씩 다르 

다. 즉 시험대상 연료봉의 종류에 따라 시험에 적합하도록 시험장치를 구 

성하였으므로 대상 연료봉의 특성에 따라 운전방법， 운전조건둥이 약간씩 

다르다. 

PWR 연료봉은 핵분열생성기체의 양이 비교적 많으므로 팽창관로를 이용 

한 시험방법과 작은 팽창용기와 전체 체적비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 

다. 

시험연료봉은 핵분열생성 기체량이 PWR 연료봉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 

에 핵분열생성기체를 팽창용기에 팽창시킬 수 없으므로 작은 팽창용기와 

전체 체적비를 이용한 장치 중에도 토플러 펌프에 부착되어 있는 뷰렛 

(burette)을 이용하여 기체량을 측정한다. 또한 핵분열생성 기체량이 적 

으므로 측정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PWR 연료봉의 시험 방법보다 고 

진공을 요구된다. 그러므로 천공용기 (puncturing chamber)에 연료봉을 장 

착Ooa버ng)하여 기멸을 유지시킬 때도 패킹 (packing)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 

지 않고 드렬링 용기 (dri1ling chamber)내에 레진을 주입시키고 가열기 

(heater)를 사용하여 경화시키므로써 피복관의 표면상태와 관계없이 고밀폐 

성능을 유지시킬 수 있다. 

현재 조사후시험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핵분열생성기체 포집장치의 형식은 

작은 팽창용기와 전체 체적비를 이용하여 핵분열생성 기체량을 측정하는 장 

치이며 시험대상은 PWR 연료봉과 시험연료봉을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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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험방법 

1. 시험전 준비사항 

핫셀 전면과 후면판넬 그리고 글로브 박스(glove box)둥 장치에 전원올 

공급하며 냉각회로에 냉각수가 흐르도록 밸브를 연다. 이때 냉각수는 모래， 

이물질둥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장치의 성능 점검 

가. 진공계통 점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장치의 누설 부분을 찾아서 이것을 수리하여 원 

활한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1차진공에서 ionic discharge tube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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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펌프(rotary pump : Pl)를 가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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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밸브 V9를 연다. 

6) 진공시험 버른(button)을 누른다. 

7) 밸브 V15, V12를 순차적 으로 연다. 이 때 ionic discharge tube는 압 

력이 떨어지면 빛을 내다가 진공도가 0.1 m bar 이하로 되면 꺼진다. 

위 절차와 같이 장치를 가동하였어도 진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연결 부분에 알코올올 떨어 뜨려서 ionic discharge tube를 이용하여 누설 

검사를 하며 처음 부분에 진공이 완전히 이루어 졌올 때 단계적으로 밸브를 

열면서 누설 검사를 한다. 이때 이전 단계의 진공이 확인되었올 때 다음 

단계로 시험을 진행하며 다음 순서에 의해 진공상태를 점검한다. 

가) 밸브 V14를 연다. 

나) cock R1을 " A " 위치로 한다. 

다) cock R2를 " c " 위치로 한다. 
라) 밸브 V16을 연다. 

마) cock R4를 " B " 위치로 한다. 

바) cock R5를 " A " 위치로 한다. 

사) cock R4를 " A " 위치로 한다. 

아) 밸브 V4, V5, V1 , V2의 순서로 연다. 

위 절차대로 진공 점검이 완료되면 두 번째 1차 진공펌프(second primary 

pump : P3)를 가동시키면서 진공 점검을 하며 점검 방법은 장치내를 진공 

으로 유지시키고 밸브 V12를 닫고 펌프 P3을 가동시킨 다음 밸브 V17을 

열어서 ionic discharge tube를 사용하여 누설을 확인한다. 

나. 천 공 기 (Drilling Machine) 점 검 

펌프를 30분 동안 가동하여 안정상태가 이루어 진 다음 천공기가 원활 

% 

ω
 



히 회전되는지， 또는 진공이 누설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진공 점검은 

천공기가 회전할 때 PIRANI gauge의 숫자를 확인하여 이 값이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 냉동기 점검 

냉각기<Cold trap)에 에탄올(ethanoI)과 온도계를 넣고 냉동기를 가동시 

킨다. 온도조절기를 -30 oc 정도에 세탱 (setting) 한 뒤 30분 정도 경과 

후에 온도의 조절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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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험장치의 운전 

1. 지연 시간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라도 진공으로 유지시켜야 하며 피복관을 천공하 

기 전이나 핵분열생성기체를 포집하기 전에는 최소한 24시간 전에 진공을 

시착하여야 하며 만약 이 장치가 대기 중에 장시간 방치되었다면 진공사간 

을 2 - 3일 연장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2. 장치의 진공 

가. 1차 진공( 로타리펌프의 가동) 

Sampling phi머을 장착하고 진공계통 점검 절차와 같이 밸브들을 작동 

시켜 진공를 유지시키며 sampling phi려에도 진공이 유지되도록 V13을 열어 

준다. 

2차 펌프(oil vapor diffusion pump)를 가동하기 위해서 밸브 V8, V9, V l1 

을 닫고 밸브 VlO을 열어 주며 오일 확산 펌프의 가열기 (heater)를 가동시 

킨다. 이때 냉각수 밸브를 열어서 냉각수를 순환시키면 오일 확산 펌프는 

약 20분 후에 정상작동 온도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 동안에 밸브 V8과 

VlO을 닫고 V7을 열어서 장치내에 1차진공(1 Pa)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 

상태로 30분 정도 유지시키면서 수시로 내부 진공압력을 측정하고 냉각기 

<Cold trap)를 가동시 킨다 .. 

나.2차 진공시작 

1차펌프(로타리펌프)를 가동하여 장치내에 진공도가 1 Pa에 이르면 밸 

브 V9를 닫고， 밸브 VlO과 Vl1를 열어서 2차 진공을 시작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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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cathode 압력계로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다. (녹색스케일 0.66 

- 6.66 X 10-3 Pa, 적색 스케일 6.66 x 10• 3 _ 6.66 X 10-5 Pa) 진공도가 

1 x 10• 4 Pa 보다 적으면 밸브 Vl과 V2를 닫는다. 가능한 한 진공도가 

고진공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진공도가 5 X 10-4 Pa 보다 크면 시 

험을 중지하고 2 X 10-4 Pa 이하의 진공이면 시험에 적합하다. 이 정도 

의 진공도를 유지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장치에 사용된 재료와 가공 상태 

둥에 영향을 받는 degassing 정도에 따라 다르다. 대략적으로 2 X 10-4 

Pa 이하의 진공도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은 장치가 짧은 시간 동안 대기에 

노출된 경우에는 3시간 정도이고 만약 오랫동안 대기에 노출되었다면 약 l 

- 2일 정도까지 걸린다. 장치 내부 압력이 2 X 10-6 mbar 이하이면 시험 

을 진행시키며 토플러 펌프(toepler pump)의 피스톤 콕(R4)에 남아 있는 기 

체를 제거해야 한다. 이 절차는 피스톤 콕 R4를 " c "의 위치에 놓고 압력 
계의 값이 콕이 웅직이기 전의 값을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 샘플링 랙 (Sampling Rack) 의 사용 준비 

생플링 랙은 글로브 박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토플러펌프， 부스터펌프둥 

핵분열생성기체의 양과 포집을 위한 장치이며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밸브 V16을 닫아서 생플링 랙을 고립시키고 로타리펌프 P3을 가동 시 

킨다. 

나. 수은중기 확산 펌프(mecury vapor pump)인 부스터펌프를 가열시키고 

냉각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한다. 

다. 밸브 V17을 닫고 V18을 연다. 

라. 콕(cock) R6을 "A" R5를 "A" R4를 " B "의 위치로 하여 부스터 

펌프에 의해서 압축된 기체가 펌프 P3에 의해 배출되도록 한다. 

마. 부스터 펌프가 작동온도로 가열될 때까지 약 30분 정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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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토플러 펌프를 가동시킨다. 

사. 콕 R5를 " B " 위치로 하면 수은이 탱크 속으로 흐르고 탱크에 수은 

이 갔을 때 Start button 을 누른다. 이때 토플러 펌프는 자동적으로 동작 

할 준비가 되어 었다. 

4. Bla마〈값의 점검 및 측정 

가. 점검 

Blank값올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피복관을 드릴링하기 전에 

측정한다 Blank값을 측정한 다음에는 콕 R2를 " B " 위치로 하고 밸브 

V17을 열고 V18올 닫아서 토플러 펌프의 뷰렛(burette)에 모여진 기체를 방 

출시킨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콕 R2를 11 D 11위치로 하고 밸브 V17올 닫 

고 V18을 연다. 그리고 콕 R5는 "A", R4는 " B " 위치로 한다. 

나.측정 

오일 확산 펌프(oil vapor diffusion pump)를 가동하여 최고의 진공도에 

다다르면 정적 진공상Ell (static vaccum status)로 전환한다. 

Blank값은 정해진 시간동안에 degassing되어서 토플러펌프에 의해 포집 

된 기체의 체적을 말하며 이 값은 최대진공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피복관을 천공하기 전에는 항상 blank값을 측정하여 장치의 상태를 점검하 

여야 한다. 

1) Blank값의 측정 절차는 밸브 V1, V2, V3, V14, V15를 닫고 V4, V5, 

V12를 연다. 

2) 부스터 펌프와 토플러 펌프를 가동시킨다. 

3) 콕 R5는 " C ", R6은 11 A 1', R2는 "D" R4는 "C " 위 치 로 한다. 

이때 장치로부터 degassing되어서 나오는 기체는 토플러 펌프의 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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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tte)에 모이며 10분 후에 토플러 펌프를 정지시키고 피스톤으로 수은을 

뷰렛으로 밀어 올려 수은의 level차이로부터 값을 측정한다. 이때 기체를 

가능한 한 압축시켜 두 level의 눈금차를 가장 크게 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으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V Burette으로 측정 한 부피 (cm') 

p: 두기 둥의 수은 눈금차이 (Pa) 

T: 대기의 온도( OC) 

Vs:: 표준대가압상태의 부피 (c마) 

Ps 표준대기압상태의 압력 (0.1 MPa) 

Ts 표준온도 (273 OK) 

P S Vs 

T s 

PV ~~Y ------------------ffi 
T 

@식으로부터 표준대기압상태의 부피를 구하면 

TT P V “ T s 
rs Ta ” Ps 

P x V" 273 V J. lnMb = V . .. y 

bιnk 
- Y S 

-

O. 1 "273 + T 

5. 연료봉 설치 및 천공 챔버의 진공 

연료봉 설치작업은 PWR 표준형 연료봉을 드릴링챔버 (drilling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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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 치 하는 경 우와 시 험 연 료봉을 embedded mould에 설 치 하는 두 가지 방 

법이 있으며， 밸브 V4를 닫아서 천공기 부분을 진공쪽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다른 부분은 계속 진공작업올 한다. 

연료봉을 천공챔버에 장전Ooading)시킬 때에는 밸브 Vl , V2, V3, V5, 

V6, V7을 열어서 질소가스를 대기압보다 약간 높게 흐르도록 한다. 이것 

은 연료봉을 장정시킬 때 천공챔버에 있는 불순물올 제거하기 위함이며 연 

료봉을 설치하는 동안에도 다른 부분은 계속 2차진공을 한다. 연료봉 설 

치 가 완료되 면 밸브 V6, V7, V lO, Vll , V12를 닫고 밸브 V7과 V4를 순차 

적으로 열어서 PIRANI gauge에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한다. 이때 압 

력은 즉시 감소해야 하며 만약 압력이 느리게 감소한다면 연결부분의 누설 

을 점검해야 하며 진공도가 1 Pa에 다다르면 밸브 V9를 닫고 VlO과 Vll을 

열어서 2차 진공을 한다. 

6. Sampling Phial 설 치 

Sampling phial은 핵분열생성기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포집하는 용기 

(f1ask)이며 다음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가. 밸브 V14, V18, V17을 닫고 콕(cock) Rl과 R2는 " c " 위치에 둔다. 
나. Sampling phial을 깨끗이 닦고 연결부위에 진공그리스(vaccum grease) 

를 잃고 고르게 도포한 후 연결한다. 

다. 밸브 V17과 V13을 열어서 로타리펌프(P3)에 의해서 sampling phial 내 

부가 1차진공이 되도록 한다. 

라. 밸브 V17을 닫고 V14와 V15를 열어서 2차진공으로 전환하며 2차진공 

이 이루어지면 밸브 V13과 V14를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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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료봉의 천공 

연료봉의 피복관을 천공하기 전에 밸브 V4와 V6을 닫고 밸브 V5는 열어 

놓는다. 시험연료봉은 핵분열생성기체의 양이 적어서 팽창용기 (expansion 

chamber) Cl , C2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밸브 Vl과 V2를 닫고 천공하며 

PWR 연료봉의 경우는 핵분열생성기체의 양이 많으므로 팽창용기를 이용하 

여 연료봉에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기체를 분산시켜야 되므로 밸브 Vl과 

V2를 열고 천공한다. 

피복관 드렬링 작업방법은 핫셀(hot cell) 전면에서 천공 모터를 작동시키 

고 천공 레버를 천천히 내려서 피복관에 구멍이 생기도록 한다. 피복관 

이 천공되면 PIRANI gauge에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고 콘트롤 판넬(control 

pane])에 라이트가 켜지고 천공이 완료되면 모터를 정지시킨 후 핵분열생성 

기체의 압력이 평형상태로 도달될 때까지 드릴의 위치를 유지하여 금속 찌 

꺼기가 드헐링유니트내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해분열생성기체의 시료 채취 

가‘ 시험 연료봉에서 핵분열생성 기체량의 측정 및 포집 

1) 방법 

시험용연료봉으로부터 방출된 핵분열생성기체를 포집하는 작업이며 

모든 작업 이 sampling rack에서 수행된다. 

토플러 펌프에 의해서 포집된 핵분열생성기체는 측정뷰렛(measuring 

burette)에 모여져 양이 측정되고 sampling phial에 포집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밸브 Vl1을 닫고 밸브 V14를 열고 토플러 펌프를 자동으로 가동시 

킨다. 

나) 밸브 V12를 열면 방출된 핵분열생성기체는 천공챔버로부터 측정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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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으로 이송되어 모이며 이 작업은 10분 정도까지 계속할 수 있다. 핵분열 

생 성 기 체 가 모두 이 송되 었지 는 ionic discharge tube로 점 검 하며 튜브에 불 

빛이 보이지 않으면 점검올 마친다. 

2) 측정 

토플러 펌프를 정지시키고 콕 Rl을 " c " 위치로 놓아서 왼쪽 기둥 
부분을 대기압 상태로 유지시키고 측정뷰렛에 모인 핵분열생성기체를 피스 

톤으로 최대가 되도록 압축한다. 이후 콕 R3을 천천히 열고 두기둥의 높 

이가 같을 때 뷰렛의 눈금에서 핵분열생성기체의 부피를 읽는다. 그리고 

수분 후에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여 핵분열생성기체가 모두 포집되었는지 

확인할 수 었으며 측정시에는 반드시 시험실의 대기압과 온도를 기록한다. 

NTP(nonnal temperature and pressure)상태에서 핵분열생성 기체량을 계 

산하며 이 시험을 잘 수행하면 5% 이내의 오차 범위에서 핵분열생성기체의 

체적량을 측정할 수 있다. 

3) Sampling Phial 에 핵분열생성기체 포집 

밸브 V13을 열고 콕 R2를 "A "위치로 두며 R3을 닫고 피스톤으로 

수은의 높이가 밸브 V13에 닿을 때까지 올리면 핵분열생성기체는 모두 

sampling phial에 모이 게 된다. 이 과정 이 완료되 면 밸브 V13을 닫고 피 

스톤을 내려서 수은을 내린 후에 콕 R2를 " D " 위치로 놓는다. 

가) VTPN이 burette의 부피 보다 큰 경 우 

(1) Burette에 burette의 부피 정도의 핵분열생성기체를 포집하여 양 

을 측정한 다음 sampling phial로 이송시킨다. 

(2) 남아 있는 기체를 포집하여 측정한 후 핵분열생성기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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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phial내에 압축시켜 넣고 펼요시에는 위 과정을 반복한다. 

나) 여러 개의 sampling phial에 해분열생성기체 포집 

(1) 첫 번째 sampling phial에 핵분열생성기체를 포집한 다음 

sampling phial를 분리시키고 다른 sampling phial를 설치한다. 

(2) 콕<Cock) Rl과 R2는 " c " 의 위치로 놓고 밸브 V18을 잠근다. 
(3) 밸브 V17과 V13을 열고 sampling phial 내부가 진공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 

(4) Sampling phial 내부의 진공이 확인되면 콕 R2를 " D "위치로 하 

고 밸브 V13과 V17을 닫고 V18을 연 다. 

(5) 해분열생성기체를 추출한 다음 sampling phial에 기체를 포집한 

다. 

다)PWR 표준형 연료봉으로부터 핵분열생성기체의 Sampling 

연료봉 내에 많은 양의 핵분열생성기체가 고압으로 들어 있다고 생 

각되면 일부분의 해분열생성기체만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절차는 다음 

과 같다. 

(1) 연료봉을 천공하는 순간 밸브의 상태는 V4. V6은 닫힌 상태이고 

Vl , V2, V5는 열려져 있는 상태이므로 연료봉에서 방출된 핵분열생성기체 

는 드렬링 챔버(천공용기) 팽창용기 (Cl ， C2)로 홉입되어 진다. 

(2) 드릴링 챔버와 팽창용기내에 들어 있는 핵분열생성기체의 압력이 

평형상태가 되면 밸브 Vl과 V2를 닫는다. 밸브 Vl과 V2는 안전장치를 설 

치하여 두 밸브가 동시에 열리는 것을 방지한다. 

(3) 밸브 V5를 닫고 밸브 V1. V4. V5 사이의 공간을 진공으로 만든 

다. 처음에는 1차진공으로 하며 1차 진공시는 밸브 VlO, Vll을 닫고 2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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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는 밸브 V9를 닫고 VlO과 Vl1을 연다. 

9. 연 료봉의 공간체 적 (Void Volume) 측정 

가. 연료봉의 천공구멍을 레진(resin)으로 막고 이때 핫셀 내부의 온도와 

대기압을 기록한다. 

나. 연료봉의 천공 부분이 완전히 막히고 레진이 경화되면 blank값을 측정 

한다. 

다. Blank값의 측정이 완료되면 레진으로 막은 연료봉을 다시 드릴링하고 

내부에 들어 있던 공기량을 토플러 펌프로 측정한다. 

라. 측정된 공기량을 표준 대기압상태로 환산하여 공간체적을 구한다. 

마. 측정관계식 

Vv 빈공간체적 

Vb : blank값 

Va : 연료봉 내부의 공기량 

Pa : 핫셀의 대기압 

Ta 대기 온도 

PS 표준대기압(0.1 MPa) 

Ts 표준온도(273 OK) 

( Va - Vb) X Pa 
Ta 

FS

p 
-

× 
-E U

v 
-

그러므로 빈공칸체적 V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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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n X 273 v v ( P a - V v) x fI 1 ~ a ( 

10. 시험 결과 

PWR 연료봉의 해분열생성기체 포집장치의 시험은 전체 체적비와 팽창 

용기의 체적를 비교한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핵분열생성 기체량， 공간체적 

및 봉내압은 표 4-1과 같으며 해분열생성기체의 성분분석은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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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1 연료봉의 핵분열생생 기체량 및 봉 내압 측정 

실험연료봉| C1501 실험일자 

온 도 기압 O.아}89 MPa 
봉 시 험 

25ζ‘- 건 진공도 2 X 10-4 Pa 

내 
수은주 왼쪽기둥 5mm 오른쪽기둥 19.5mm 

기 
blank 

관내압력 
(L-R)x2.6= 4960 Pa 부피 (Vd) 1.95 c며 

value 
(Pd) 

체 
(Vbk) Vbk = Pd(Vd/O.1 Mpa) x 273(273+T)= O.0889c며 

량 burette volume (Vb) cm' 

봉 내 

걷-，드 Vf=Vb(P/O.1) x 273/(273+T) - Vbk cm' 

기체량 

정 (Vtg) Vtg= Vf x 127.23 = cm' 

시 험 S‘~ 도 대 기 MPa 

봉 
진공도 조 커‘- Pa 

내 
수은주 왼쪽기둥(L) 오른쪼기둥(R) mm mm 

blank 
관내압력 (Pd) (L-R)x2.6= Pa 부피 (Vd) cm' 

압 
value 

(Vb) Vb = Pd(Vd/O.1) x 273?(273+T) = cm' 
력 

;。쿄 간 
burette volume (Vb) 18.38 cm' 

걷-，으 

체 적 
Vv = Vb(P/O.l) x 273/(273+T) - Vbk 

(Vv) 
16.97 cm' 

정 

봉내압력 VtgNtf = 652.56 cm'/ 16.97 cm' 3.846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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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료봉의 핵분열생성 기체량 및 봉 내압 측정 

실험연료봉| Cl505 실험일자 

오'- 도 기 압 0.0998 MPa 
봉 시 험 

.3ζ'- 건 진공도 2 X 10-4 Pa 

내 
-A「‘ t。r-:z「 왼쪽기둥 5 mm 오른쪽기둥 15 mm 

기 
blank 

관내압력 
(L-R)x2.6= 3421 Pa 부피 (Vd) C미 

(Pd) 

체 
value 

(Vbk) Vbk = Pd(Vd/O.1 Mpa) x 273(273+T)= 0.0476 c미 

량 burette volume (Vb) 5.33 cm' 

봉 내 

걷-는1 Vf=Vb(P/O.1) x 273/(273+T) - Vbk 4.89 cm' 

기체량 

정 (Vtg) Vtg= Vf x 127.23 == 622.4 cm' 

시 험 오'- 도 대 기 

봉 
진공도 ‘~ζ- 건 

내 
-A「‘ τ。:-;「ζ 왼쪽기둥(L) 오른쪼기둥(R) mm 

blank 
관내압력 (Pd) (L-R )X2.6= Pa 부피 (Vd) C미 

압 
value 

(Vb) Vb = Pd(Vd/O. l) x 273?(273+T) = cm' 
력 

공 간 
burette volume (Vb) c미 

j-i1 」

체 적 
Vv = Vb(P/O.1) x 273/(273+T) - Vbk 18.78 cm' I 

정 
(Vv) 

봉내압력 Vtg!Vtf = 622.4 cm'/ 18.78 cm' 3.314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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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료봉의 핵분열생성 기체량 및 봉 내압 측정 

실험연료봉| 핵연료(주) 실험일자 

온 도 28.9 09 C 대 기압 0.0988 MPa 
봉 시 험 

s:.‘ 건 진공도 2 X 10-4 Pa 

내 
-까「‘ t。r-;「ξ 왼쪽기둥 5 mm 오른쪽기둥 19.25 mm 

기 
blank 

관내압력 
(L-R)x2.6= 4875 Pa 부피 (Vd) 1.925 cm' 

(Pd) 

체 
value 

(Vbk) Vbk = Pd(Vd!O.1 Mpa) x273/(273+T) = 0.08486 c마 

량 burette volume (Vb) 4.1 cm' 

봉 내 

걷「츠 Vf = Vb(P/O.l) x 273/(273+T) - Vbk = 3.5630 cm' 

기체량 

정 (Vtg) Vtg = Vf x 127.23 = 453.32 cm' 

시 험 온 도 30.7 0 C 대 기 압 0.0992 MPa 

봉 
2 X 10-4 Pa s:.‘ 건 진공도 

내 
수은주 왼쪽기둥(L) 5 mm 오른쪼기둥(R) 19 mm 

blank 
관내압력 (Pd) (L-R)x2.6= 4789 Pa 부피 (Vd) 1.9 c미 

압 
value 

력 
(Vbk) Vbk = Pd(Vd!O. l) x 273?(273+T) = 

공 간 
burette volume (Vb) 21.87 cm' 

드-E1 

체 적 
Vv = Vb(P/O. l) x 273/(273+T) - Vbk 

(Vv) 
19.338 cm' 

정 

봉내압력 VtgNtf = 453.32 cm'/19.338 cm' 2.3.44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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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료봉의 해분열생성 기체량 및 봉 내압 측정 

실험연료봉| A3901 실험일자 

오‘- 도 31.8 C 대 기압 0.0978 MPa 
봉 시 험 

3.ζ- 건 진공도 2 X 10-4 Pa 

내 
-’「‘ t。r-;「- 왼쪽기둥 5 mm 오른쪽기둥 21.5 rnm 

기 
blank 

관내압력 
(L-R)x2.6= 3815 Pa 부피 (Vd) 2.15 cm' 

value 
(Pd) 

체 Vbk - Pd(Vd/O.1 MPaO) x 273(273+T) -
(Vbk) 

0.109 cm' 

량 burette volume (Vb) 6.18 cm' 
봉 내 

호-， Vf = Vb(P/O.1) x 273/(273+T) - Vbk 5.295 cm' I 

기체량 

정 (Vtg) Vtg = Vf x 127.23 = 673.68 cm' 

시 험 온 도 32.2 C 대 기 압 0.0981 MPa 

봉 
진공도 2 x 10• b mmHg 3.ζ- 건 

내 
-’「‘ t。r-;「- 왼쪽기둥(L) 5 mm 오른쪼기둥(R) 17.8rnm 

blank 
관내압력 (Pd) (L-R)x2.6= 4378 Pa 부피 (Vd 1.78 cm' 

압 
value 

(Vbk) Vbk = Pd(Vd/O.1) x 273/(273+T) = 0.0697 떼 
력 

공 간 
burette volume (Vb) 22.3 뼈 l 

측 
체 적 

Vv = Vb(P/O.1) x 273/(273+T) - Vbk 19.486 cm' 
정 

(Vv) 

봉내압력 VtgNtf = 673.68 cm'/1 9.얘6 cm' 3.457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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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료봉의 핵분열생성 기체량 및 봉 내압 측정 

실험연료봉| A3902 실험일자 

온 도 24.1 01 C 대 기압 0.0997 MPa 
봉 시 험 

:z. 커L. 진공도 2 X 10-4 Pa 

내 
-2L「 1。r-;z「 왼쪽기퉁 5 mm 오른쪽기둥 18.7 mm 

기 
blank 

관내압력 
(L-R)x2.6= 4686 Pa 부피 (Vd) 1.87 cm' 

(Pd) 

체 
value 

(Vbk) Vbk = Pd(Vd/O.1 MPa) x 273(273+T) = 0.081 cm' 

량 burette volume (Vb) 6.06 cm' 
봉 내 

르-，드 Vf = Vb(P/O.1) x 273/(273+T) - Vbk= 5.45 cm' 

기체량 

정 (Vtg) Vtg = Vf x 127.23 = 693.4 cm' 

시 험 온 도 29 oC 대 기 압 0.1α)9 MPa 

봉 
진공도 2 X 10-4 Pa :z. 건 

내 
-2L「 1。r-;z「 왼쪽기퉁(L) 5 mm 오른쪼기둥(R) 16.2mm 

blank 
관내압력 (Pd) (L-R)x2.6= 3831 Pa 부피 (Vd) 1.62 cm' 

압 value 

(Vbk) Vbk = Pd(Vd/O.1) x 273?(273+T) = 0.0561 cm' 
력 

공 간 
burette volume (Vb) 21.38 cm' 

츠-，드 

체 적 
Vv = Vb(P/O.1) x 273/(273+T) - Vbk = 

(Vv) 
19.44 cm' 

정 

봉내압력 VtgNtf = 693.4 cm'/ 19.44 cm' 3.567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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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료봉의 핵분열생성 기체량 및 봉 내압 측정 

실험연료봉| A17fY5 실험일자 

SL-L 도 기압 
봉 시 험 

:3ζ'- 건 진공도 2 X 10- 4 Pa 

내 
-까rτ。r-:z「 왼쪽기둥 5 mm 오른쪽기둥 17.5 mm 

blank 
기 관내압력 

(L - R)x2.6= 4276 Pa 부피 (Vd) 1.75 c미 

value 
(Pd) 

체 
(Vbk) Vbk = Pd(Vd/O.1 Mpa) x 273(273+T) = 0.067 c미 

"J= burette volume (Vb) 6.05 cm' 

봉 내 

르-，드 Vf = Vb(P/O. l) x 273/(273+T) - Vbk = 4.936 c마 

기체량 

정 (Vtg) Vtg = Vf x 127.23 = 631.5 c미 

시 험 온 도 대 기 MPa 

봉 
:3ζ'- 건 진공도 Pa 

내 
수은주 왼쪽기둥(L) 오른쪼기둥(R) rnrn rnrn 

blank 
관내압력 (Pd) (L-R)x2.6= Pa 부피 (Vd) cm' 

압 
value 

(Vbk) Vbk = Pd(Vd/O.1) x 273?(273+T) = cm' 
려-， 

공 간 
burette volurne (Vb) cm' 

걷-，느 

체 적 
Vv = Vb(P/O.1) x 273/(273+T) - Vbk cm' 

정 (Vv) 

봉내압력 Vtg!Vtf = C띠/ cm'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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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핵분열생성기체의 성분 분석표 

실험연료봉 l Cl505 실험일자 

기 원소 H He N O Ar Kr Xe 
체 

1회 97.59 0.47 0.34 0.13 1.45 
성 

분 2회 

3회 

분 
4회 

석 

(Vol. %) 평균 

동위 부 피 비， Vol. % 유출량 발생량 

원소 1회 2회 3회 4회 평균 cm', STP cm', STP 

Kr-83 14.4 

Kr-84 29.5 

Kr-85 10.3 

Kr-86 45.8 

Total 

Xe-131 11.5 

Xe-132 21.1 

Xe-l34 27.8 

Xe-136 39.6 

Total 

원 ‘ 까4、- 유 출 량 m’ 발 생 량 c마 유출비% 
봉 내 

핵분열 Kr 0.809 

생 성 Xe 9.023 
기 체 

Total 9.832 
유출량 

X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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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핵분열생성기체의 성분 분석표 

실험연료봉 l A3901 실험일자 

기 원소 H He N O Ar Kr Xe 
체 

1 회 97 .40 1.15 0 0.17 0.1 4 1.14 I 
성 

τ닙r 2회 97.46 0.76 0.21 0.19 0.15 1.23 

3회 97.62 0.70 0 0.23 0.19 1.26 

분 
4회 

석 

(Vol. %) 평균 97.49 0.87 0.07 0.19 0.16 1.21 

동위 부 피 비， Vol. % 유출량 발생량 

원소 1회 2회 3회 4회 평균 C미， STP C따， STP I 

Kr-83 24.0 24.6 26.0 24.9 

Kr-84 23.5 20.0 18.2 20.6 

Kr-85 23.4 29.5 32,.8 28.6 

Kr-86 29.1 25.9 23.1 26.0 

Total 

Xe-131 32.1 40.0 45.8 39.3 

Xe-132 17.1 14.5 12.5 14.7 

Xe-l34 20.7 17.9 16.8 18.5 

Xe-l36 30.2 27.5 24.9 27.5 

Tota! 

원 -λ‘- 유 출 량 c며 발 생 량 cm' 유출비% 
봉 내 

핵분열 Kr 1.08 

λ。4 Xe 8.15 
기 체 

Tota! 9.23 
유출량 

Xe/Kr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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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핵분열생성기체의 성분 분석표 

실험연료봉 l A3902 실험일자 

기 원소 H He N O Ar Kr Xe 
체 

1회 99.04 0.35 0 0.25 0.03 0.33 
성 

분 2회 99.30 0.22 0.01 0.23 0.02 0.23 

3회 97.20 1.88 0.27 0.28 0.03 0.42 

분 
4회 

석 

(Vol. %) 평균 98.51 0.816 0.093 0.252 0.026 0.326 

동위 부 피 비， Vol. % 유출량 발생량 

원소 1회 2회 3회 4회 평균 cm', STP 대T， STP 

Kr-83 14.6 10.6 7.0 10.73 

Kr-84 32.0 33.0 36.2 33.73 

Kr-85 0 4.2 4.78 2.97 

Kr-86 53.4 52.2 52.2 52.6 

Total 100 100 100.1 100.02 

Xe-131 9 .1 8.4 9.0 8.83 

Xe-132 17.3 20.1 19.8 19.06 

Xe-l34 28.,2 28.0 27.0 27.73 

Xe-l36 45.5 43.5 44 .1 44.36 

Total 100.1 100 99.9 99.98 

원 -까ι、- 유출량crn' 발 생 량 cm' 유출비% 
봉 내 

핵분열 Kr 0 .18 

생 성 Xe 2.26 

기 체 
Total 2.44 

유출량 

Xe/Kr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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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핵분열생성기체의 성분 분석표 

실 험 연 료 봉 l A1705 실험일자 

기 원소 H He N O Ar Kr Xe 
체 

1회 98.85 0 0 0.25 0.08 0.83 
성 

iar 2회 98.90 0 0 0.23 0.10 0.77 

3회 98.92 1.44 0.25 0.21 0.09 0 ‘ 77 
tar 

4회 
석 

(Vol. %) 평균 98.89 0.48 0.083 0.23 0.09 1.79 

동위 부 피 비， Vol. % 유출량 발생량 

원소 1회 2회 3회 4회 평란 cm', STP cm', STP 

Kr-83 13.2 14.4 13.4 13.67 

Kr-84 30.7 28.8 30.5 30 

Kr-85 6.6 3.3 6.58 5.467 

Kr-86 49.5 53.3 49.6 50.867 

Total 

Xe-131 9.2 9.0 8.6 8.934 

Xe-132 20.0 19.6 19.2 19.6 

Xe-134 28.0 26.6 26.9 27.4 

Xe-136 42.8 44.8 45.3 44.3 

Total 

원 -까ι、- 유 출 량 c미 발 생 량 c미 유출비% 
봉 내 

핵분열 Kr 1.08 

생 성 Xe 8.15 

기 체 
Total 9.23 

유출량 
Xe/Kr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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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핵연료는 운전조건에 따라 원자로의 안전운전과 경제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핵연료의 건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건전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조사후시험을 수행해야만한다. 조사후시험은 육안검사， 

제원측정 감마스케닝， 와전류시험둥과 같은 비파괴시험과 금속조직시험， 밀 

도측정， 핵분열생성기체 측정둥 파괴시험이이 수행된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핵분열생성 기체량의 측정시험은 매우 중요하므 

로 이 보고서에서는 측정장치에 대한 원리 및 특성을 검토하여 CANDU형 

연료봉， 시험연료봉둥 핵분열생성기체가 적은 연료봉과 비교적 핵분열생성 

기체가 많은 PWR연료봉의 특성에 따라 원활한 시험이 수행되도록 자료를 

기술하였다. 특히 조사후시험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핵분열생성기체 포집 

장치를 대상으로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고연소도 연료봉일경우는 시험의 정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치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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