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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하나로 반사체의 수직공 안에 설치되는 냉중성자원은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열중성자를 

약 22 K의 감속재로 감속시켜 0.1~10 meV 범위에서 높은 선속을 갖는 냉중성자를 생산한다.  

냉중성자원에 사용되는 감속재인 액체수소를 감속재용기 내에 유지하기 위해, 주요 냉중성자

원 시설계통은 수소계통, 진공계통, 그리고 수소기체를 액화시키는 헬륨냉동계통으로 구성된다. 

 헬륨냉동계통은 극저온의 헬륨가스를 수조내기기 내 열교환기로 보내기 위해, 저압의 

헬륨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부분과 상온 고압의 헬륨가스를 저온 저압의 헬륨가스로 팽창

시켜 저온의 헬륨가스를 생성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헬륨냉동계통의 주요 설비는 제작사인 스

위스 Linde Kryotechnik, AG.에서 설계 제작하였으며, 헬륨상온배관과 헬륨버퍼탱크는 국내에

서 제작하여 헬륨을 압축하는 부분은 냉중성자원 실험동 부속기기동에 설치하였으며, 헬륨을 

팽창하는 부분은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실 내에 설치하였다.  

 본 보고서는 헬륨냉동계통을 하나로에 설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성능검사, 그

리고 원자로의 연계운전 하의 헬륨냉동계통 시운전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된 문제 및 해결방법, 

특이사항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또한 냉중성자원을 정상가동하기 위해 헬륨냉동계통을 운

전하는 절차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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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헬륨냉동계통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냉중성자 수직공(CN hole)에 설 

치되는 수조내기기 내 감속채용기에 액 체수소를 생성시키기 위해 운전되는 냉중성 

자원 시설계통의 주요 계통 중 하나이다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은 감속재인 수소가 

스를 충전하고 있는 수소계통. 21K의 극져옹 액체수소l기체수소 2상(two-phase)올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유업되는 열침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된 진공계통， 그 

리고 수조내기기 내 액체수소l기체수소 2상의 열사이펀을 유지하기 위한 헬륨냉동 

계통의 주요계통과 보조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조계통으로는 수소의 외부 누설 

을 감지하기 위해 구성된 가스블랭킷계통， 헬륨냉동계통에서 발생되는 압축열을 제 

거하기 위한 냉각수계롱， 그리고 전기계통， 제어계측계통으로 구성된다 

수소계통은 냉중성자원에 필요한 모든 수소가스를 충전하고 있으며， 냉중성 

자원 정상운천 중에는 별도의 수소가스 충전이 필요가 없는 폐루프이다 대부분의 

수소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수소버퍼탱크， 수소계통의 주요밸브 및 압릭전송기가 위 

치한 수소박스， 수소가스가 누설이 되더라도 외부에 직접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수 

소이중배판， 그리고 헬륨냉동계통에서 공급되는 극져온의 헬륨가스와 열교환되는 

수조내기기로 구성된다 

진콩계통은 고진공펌프인 turbo-molecular pump와 저진공펌프인 dry pump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중언 펌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동일한 펌프를 

추가로 구비하여 냉중성자원 정상운전 중 진공계통의 이상에 의헤 갑작스런 내부 

진공도 상숭에 따른 헬함냉동계통 훈전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헬륨냉통계통은 헬륨가스를 압축하는 헬륨압축부분과 암축된 헬륨가스를 맹 

창시쳐 저응을 생성시키는 헬륨팽창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헬륨압축부분에는 헬륨가스를 압축하는 헬륨압축기 ， 그 후단에 설치된 오일 

분리기. 3 단의 coalescer와 charcoal tank로 구성된 오일제거계통(Oil Removal 

System), 고압과 저압의 압력을 제어하는 가스제어판넬(Gas Management Panel) , 

그리고 가스순도 분석을 위한 가스분석기로 구성된다 

두 개의 screw가 렛물려 회전하연서 약 1.05 bar(a)의 헬륨가스를 최대 13 

bar(a)까지 압축시키는 압축기가 주요 설비이며 ， 이때 압축 시 발생되는 열에 의해 

압촉되는 가스의 옹도 중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일과 같이 압축을 시킨다 따라서 

압축기 내에는 압축과정에서 발생한 압축열을 제거하기 위해 가스냉각기와 오일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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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갈 위해 냉각수공급계통에서 냉각수가 공급된다 

Screw에서 압축된 가스와 오일은 오일분리기에서 일차적으로 오일과 가스 

가 분리되고， 이때 분리된 대량의 오일은 다시 screw 내로 유입된다 일차 오일과 

분리된 압축가스에는 여전히 droplet 크기의 오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1 이를 제거하 

기 위해 압축기 후단에 설치되어 있는 오일제거계롱에서 3 단의 coalescer를 거치 

연서 mist 수준의 오일까지 제거가 되고， 후단에 설치된 charcoal tank 내에 충전된 

활성탄 충을 거치면서 수 11 m 크기 이하의 오일까지 제거된다 

가스제어판넬은 고압측과 저압측을 연걸하는 bypass 공압밸브， 고압측 또는 

저압측의 가스 압력이 설정값보다 작은 경우 가스플 헬륨버퍼탱크로부터 주요 루프 

상에 공급하기 위한 loading 공압밸브， 그리고 고압측의 가스 압력이 설정값보다 높 

은 경우 가스를 헬륨버퍼탱크 내로 내보내어 압력을 낮추기 위한 unloading 공압밸 

브， 즉 3 개의 공압밸브로 구성된다 이 들 앨브의 서로 연동작용에 의해 헬륨고압 

측과 헬륨져압측의 압릭을 설정값 범위에서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헬륨냉동계통에서 필요한 가스는 약 9 m3 크기의 헬륨버퍼탱크 내에 충전 

되어 있으며， 헬륨압축기가 기동될 때 계롱에 고압력을 생성하기 위해 헬륨버퍼탱 

크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또한 냉동박스가 저온모드로 운전이 될 때 내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밀도가 커져 압력이 감소하여 감소된 압력올 설정값으로 유지하기 

위해 헬륨버퍼탱크에서 필요한 가스가 주요 루프로 공굽된다 냉동박스가 상온모드 

로 운전되거나 헬륨압축기가 정상정지될 때 1 주요루프에서 필요 없는 가스는 다시 

헬즙버퍼탱크 내로 유임되어 다음 정상운진에서 사용되기 위해 저장된다 

압축기에 의해 압축된 가스 내의 오일을 제거하기 위해 오일제거계풍이 정 

상작동하더라도1 헬륨올 팽창하는 부분인 냉동l과스 내로 압축가스를 유입하기 전에 

압축된 헬륨가스 내 불순물의 순도를 분석하여 냉동박스 의 주요 부홈인 팽창터빈 

의 운전에 영향을 미지지 않은지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헬륨 저압측에 헬륨가스 

내 불순물 즉， 수소가스， 수분1 질소， 오일， 탄화수소류 동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가스분석기가 설치되어 있다 냉동박스 내로 가스를 유입하기 전에 헬륨압축부분에 

서 순환되는 가스 내 왈순물인 수분， 질소， 탄화수소류는 10 vpm 미만이어야 하며， 

수소가스 함량은 0.1 % 이내 이어야 한다 

헬륨압축부분에서 순환되는 가스의 불순물이 위에 기술된 요구조건을 만족 

하지 옷하는 경우에는 헬륨고압측과 헬륨저압측에 cryogenic adsorber를 설치하여 

가스 내 불순울을 제거하는 가스 순도제어작엽을 수행해야 한다 Cryogenic 

adsorber 내에는 액체질소가 충전되어 있어 액체질소 온도에 노출된 활성탄충을 헬 

룸가스가 흐르면서 수용， 질소， 탄화수소류， 오일 동을 제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헬륨압축부분의 가스 순도제어작업은 헬륨압축기플 정상기동 하여 헬륨고압측l저앙 

측 압력이 안정환 되었을 때 약 2시간 정도 수행한 후， 냉동박스 측으로 헬륨가스 

를 유입시켜 냉동박스 내 가스순도제어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CNS로 공급되는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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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져옹배관 상에 있는 냉동박스와의 격리밸브를 열어 헬륨저옹배관 상에 있을 불순 

울도 함께 제거를 한다. 

헬륨팽창부분인 냉동박스는 두 개의 열교화기와 두 개의 팽창터빈 ， 그리고 

자동공압밸브로 구성된다 

헬륨압축부분에서 유입된 헬륨가스는 첫번째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팽창터빈 

을 거쳐서 나와 헬륨압축기 저압측으로 유입될 가스와 열교환 공정을 거쳐 옹도가 

일차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온도가 낮아진 고압의 가스는 CV3130을 거쳐 맹창터 

빈(X3 1 30 ， TED16)을 거치면서 일차 팽창과정을 거치연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 

렇게 옹도가 낮아진 중고압의 가스는 두번째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옹도가 더 낮아 

진다 져온의 헬륨가스는 수조내기기 내 열교환기 내로 유입되띤서 냉동박스가 훈 

전됨에 따라 점점 낮은 옹도의 헬륨가스와 수조내기기 내 수소가스와 열교환공정을 

통해 수소가스를 냉각시키고， 액화시켜 수조내기기 내 감속재용기에 액체수소를 충 

전한다 수소가스와 열교환공정 후 되폴아오는 헬륨가스는 다시 한번 맹창터빈 (E 
3150, TED22)을 거치연서 냉동박스 상의 제일 낮은 온도의 헬륨가스를 생성시킨다， 

최저 옹도의 헬륨가스는 두 번째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X3130을 거쳐 나오는 가 

스를 한 차례 냉각시킨 후 헬륨가스의 온도가 중가하고1 마지막으로 첫번째 열교환 

기를 통과하연서 헬륨압축부분에서 유입되는 헬홈가스의 옹도를 낮추연서 자신은 

상온에 가까운 온도로 상숭한다 즉， 두 개 의 열교환기는 팽창터빈에서 압촉가스의 

맹창에 의해 생생되는 온도저하효과를 최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 

으며，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수조내기기 내 열교환기 상의 헬륨가스 압력이 수소가 

스 압력보다 더 높게 유지되도록 팽창터빈을 배치하였다 

냉동박스 저옹모드 운전 초기에는 맹창터빈의 회전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 

헬륭압축부분에서 유입되는 모든 가스를 팽창터빈으로 유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팽창터 빈에는 우회 밸브 (CV3128 for TED16, CV3175 for TED22)를 두어 운전 

초기 맹창터빈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유량은 우회밸브를 통해 흐르고 다시 팽창터빈 

을 거쳐서 나오는 저옹의 헬륨가스와 혼합되어 다읍 단계로 흘러간다 

냉중성자원 헬륨냉동지1통에 설치된 팽창터빈은 self-acting gas bearing에 의 

해 팽창터번이 구동되기 때문에 저용모드 운전 시작 시 헬륨압축부분에서 일부의 

가스는 팽창더빈 축(shaft)으로 유입되어 가스 베어령을 생성하고， 이 때 팽창터빈 

전단의 밸브(CV3130 ， CV3150)가 천천히 열리연서 팽창터빈의 회전속도가 서서히 

증가하띤서 암축휠과 팽창휠이 양단에 있는 축(shaft)을 띄워서 고속으로 회전되게 

한다 본 팽창터빈의 장점은 떼어링가스와 헬륨냉동계통 주요 루프에 흐르는 가스 

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베어령가스의 유업에 의한 오염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이다 

팽창터빈의 팽창휠부분에서 고암의 고온가스가 팽창휠을 통파하연서 저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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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가스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팽창일이 생성이 되고， 이 때 생성된 팽창일은 축 

(shaft)을 통해서 압축훨로 전달되고 전달된 일은 압축휠부환에서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시켜 열로 변환되면서 소산된다 이 때 발생되는 압축열을 제거하기 위해 냉각 

수공급계통에서 공급되는 냉각수가 압축휠부분 상단에 위치한 가스 냉각기로 유입 

되어 팽창터빈 내의 온도를 88 t 이하로 유지되도록 한다 
수조내기기로 유입되는 헬륨가스의 온도를 수소가스의 상중정 초과로 유지 

하기 위해， 헬륨압축부분에서 공급되는 가스와 냉동박스 내 첫번째 열교환기를 통 

과한 후 유입되는 가스， 즉 warm gas를 유입시키도록 CV3• 22, CV3124의 자동공압 

벨브를 설치하여 각 밸브의 개도율을 조절한다 

헬륨냉동계통의 저옹모드 운전 하에서 냉동박스 내 각 부풍들이 저용을 유 

지하기 위해 냉동박스 자체는 친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저진공펌프 (Oil 

rotary pump), 고진공펌프 (Oil Diffusion Pump)가 설치되어 있다 헬륨냉동계홍의 냉 

동용량 효율성을 위해， 헬륨냉동계통이 저온모드로 운전 중에는 항상 진공펌프를 

가동한다 

헬륨냉동계통은 현재 냉중성자원에서 열중성자를 냉중성자로 감속시키는 데 

필요한 갑속재는 액체수소를 저옹운전조건인 152 :t 3kPa(a) , 약 21 K으로 유지하 

기 위해 약 1500W 이상의 냉동용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또한 

추후 감속재가 액체중수소로 변경될 경우를 고려하여 헬륨공급옹도 19 K에서 

2000W 이상의 냉동용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작되 었다 

본 보고서는 하나로 냉중성자원에 헬륨냉동계용을 설치， 설치 후 성능확인 

을 위한 시운전， 마지막으로 원자로와 연계운전을 하연서 성능확인올 위한 시운전 

에 관련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감속제가 액체중수소인 저온운전모드는 현재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능확인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헬륨냉동계풍 자체의 성 

능을 확인하는 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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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I. Date: September 17, 2008 (8:00 AM~6:00 PM) 
1. Unpacking of the Equipment in front of CNS Experimental building 

- Cold box (Wooden box No. 3), Control Cabinet (No. 5), RMCS (No. 7) 
  - Shock wave indicator check: Grey color 
  - Check the pressure from PI3105, PI3205, and PI3115 at the cold box: above 1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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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itioning of equipment to CNS equipment island (CEI) 

                 (Control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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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lifting eye located on the valve plate is used to transport the cold box by hooking 
the lifting sling. 
 
3. Removal of the HX fixture at the bottom of the cold box 

 
 Before putting the cold box on the final position, the HX fixture should be removed. 
Cold box is filled with the inert gas above the atmospheric pressure in order to avoid 
the intrusion of moisture inside. Before opening the bottom flange, the pressure inside 
the cold box decreased to the atmospheric pressure through opening of the blind 
flange near the vacuum pump. 
 

 
All internal components are suspended from the valve plate; therefore, the fixture is 

installed to fix the heat exchanger on the bottom of the cold box to prevent any damage 
against vibration during transportation. Using the heat exchanger pin wrench (Pos. 3.8), 
the fixture to connect with the heat exchanger was removed.  
 
  4 inch He warm pipe is flushed and cleaned using the dry nitrogen gas (above 
99.99% purity) evaporated from liquid nitrogen dewer at 5~7 kgf/cm2. Using the 
polypropylene filter, which particle above 1 micron size cannot get through,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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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minant was checked under the gas flow at the pressure of 4~5 kgf/cm2.  
After positioning the cold box, the warm helium piping connection is started including 

cold box inlet filter (F3100, Pos. 8), ball valve DN 50-vent. BW-DIN hand (HV3100, Pos. 
8), ball valve DN 80-vent. BW-ISO hand (HV3200, Pos. 8), Flange C 50x60.3 DIN2635, 
and Flange C 80x88.9 DIN2635 (Pos. 6).  
 
4. Unpacking and positioning of the equipment to install inside the auxiliary building 

- Compressor (Wooden box No. 1/2), ORS/GMP (No. 4), Gas analyzer (No. 10/8/6) 
- Shock wave indicator check: Grey color  

  - All equipment in the auxiliary building was installed on the 10 cm high foundation 
 

 

 
 

Before installing the ventilation fan for the VFD, the interface was checked to connect 
the 4 inch helium suction line to the suction nozzle on the top of compressor system.  

Since there are protruded light and building ventilation fan above the top of the 
compressor system, the elevation interface happens to just the 4 inch helium suction 
line. To escape from this interface, the compressor inlet connection piece 4” is 
shortened 300 mm in the vertical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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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lium suction and discharge line should be aligned to the compressor with the 
same direction. From this alignment, the vibration can be absorbed through the flexible 
part in the compressor inlet connection piece 4” (Pos. 8) and in the compressor outlet 
connection piece 2” (Pos. 8). 

 

 

 

 
According the instruction manual, just two lifting eyes, located on the absorber vessel, 

should be used for bring the ORS/GMP to the final position. The available height of the 
1st floor is not high to use the lifting eyes. The wooden skid, which is bolted with the 
ORS/GMP in the wooden box, is used to move them near the final position. Then, it is 



 10 

lifted from the wooden skid using lifting eyes and positioned on the foundation. 
 

5. Check of the power cable connection 

 

 
 Since the power cable is not as flexible as the European one, the connection space 
was checked to determine an installed path of 6 power cables. 
 
Note: 

Hyundai Engineering Co. had designed the 2 inch helium warm line applied socket 
welding and 90 degree long radius elbows. Actually, the socket welding is not a 
recommended welding method for the installation of highly cleaned system. This 
problem is possibly solved through several times of flushing and purging. However, the 
socket welded 90 degree elbow produces more pressure drop then the butt welded 90 
degree long radius elbow. There are about 20 elbows are installed in the 2 inch helium 
line. This can affect the cooling performance of the helium refrigerator. Hence, Mr. 
Christian Dachauer is requested to re-calculate the pressure drop on the 2 inch 
helium line as well as influence on the HRS cooling capacity.  
 
II. Date: September 18. 2008 
1. Meeting for the electrical connection 
   Participants: Mr. Hilmar Berg (Linde), Jungwoon Choi (KAERI), Mr. Hyung Chang 
Kim (Hyundai, Electrical manager), Mr. Kyung Mook Kim (Hyundai, Mechanical 
manager), a field manager in the section of electrical connection. 
- Check the wiring connection of “Emergency stop KAERI” 
- Check the connection of power cable with the compressor cable bar 
- Check the cable list 
- Discuss the electric installation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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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le pulling is almost completed near the equipment except profibus cable.  
 For the electrical power connection, cable conduit and cable tray should be 

installed first. 
 Cable conduit can be installed after positioning of the process piping to avoid 

any interference caused during the installation. 
 All electrical work such as Cable tray installation, cable interconnection, 

profibus pulling, and cable conduit installation will be done by Sunday. 

 

 

 
2. Decreasing the internal pressure in the process line at the cold box 

 
For the connection the helium warm line to the flange on the valve plate, the internal 

gas in the process pipe is vented up to the atmospheric pressure by opening HV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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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V3201. 
 
3. Checking the packing list 

 
- Refer detail list in the attachment 1. 
- Missing item:  (1) 1 of Seal set to TEV DN15/PN25 
               (2) 20 meter long wire for the sensor PT100 
  (3) Rotary vane pump oil has been leaking during the 

transportation; the half of that is gone. 
 
4. Installation of Gas analyzer and Pyro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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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ate: September 19, 2008 
1. Connection of the compressor inlet piece (2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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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stallation of the hydrogen sensor in the gas analyzer rack 

    

  
 

3. Replacement of temperature sensor (TE 3295) at the cold box 

 

  In order to replace TE3295, the transmitter and sensor is disassembled from the 
valve plate of cold box. And then open the wire protection unit of the sensor, which is 
connected with the temperature transmitter. There are two red lines and two yellow 
lines to connect the transmitter from the sensor. It was founded that one yellow wire 
was disconnected from the transmitter. After disconnecting all lines, the wire of new 
temperature sensor is soldered to the transmitter. After assembling the wire protection 
unit, it was installed at the valve plate of cold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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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stallation of the turbine brake cooler for X3130 and X3150 

 (Pos. 3.5, 3.6)  

               

                     
 

After installation of the turbine brake cooler, gas bearing line and temperature sensor 
cable are connected at the lower part of the brake cooler.  And the cable for brake 
valve is connected to the X3130. While connecting the cable for the brake valve at 
X3150, the pins inside the connector are bent so it is impossible to insert the cable 
connector to the brake valve.  

It is required to replace the connector for the turbine brake valve before site 
accept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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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heck of the cleanness in the 2 inch helium warm pipe 
2 inch He warm pipe was flushed and cleaned using the dry nitrogen gas (above 

99.99% purity) evaporated from liquid nitrogen dewer at 5~7 kgf/cm2. Using the 
polypropylene filter, which particle above 1 micron size cannot get through, any 
contaminant was checked under the gas flow at the pressure of 4~5 kgf/cm2. 

 

 

- Result: No visible particle was detected inside the filter after flushing with rubber 
hammering for two hours. 

 
IV. Date: September 20~21, 2008 
1. Completion of piping connection with equipment 
2. Completion of cable tray installation, cable conduit installation, and cable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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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ate: September 22, 2008 
1. Contamination inside the helium compressor 

     

     

During the installation of the connecting pipes to the helium compressor system, the 
installers had a chance to check cleanness inside the piping inside the helium 
compressor system. As shown in the above pictures, they found rust, grease, rubber, 
and particles. These contaminants affect the high purity of the helium gas filled inside 
the helium refrigeration system. Mr. Hilmar Berg said that these contaminants can be 
filtered at the charcoal in the oil removal system, and also that the compressor will 
operate to remove all possible contaminant through the filter (F3100) before installation 
of the turbine cartridge. After checking the filter condition, the turbine cartridge will be 
finally installed at the cold box.  

 
2. Purging the high pressure side and low pressure side before pressure and leak test 

 Preparation of vacuu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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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evacuating and charging the system, the safety valve (SV2200) and relief 

valve (RV2260) are disassembled from the low pressure side of the helium warm line. 
 

     
  - First, remove locks, were installed to prevent air intrusion into the charcoal, and 

open valves (HV2130, HV2180, and HV2190) to make one space from the compressor 
to CV3130 at the cold box 

  - Before evacuation of the piping, charge the gas inside to the system up to slightly 
over the atmospheric pressure whether the system has a leakage or not. 

 

Result: No pressure change for 2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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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cuate the system up to 5.8x10-2 mbar 

  

 

 
  - After evacuation of the system, charging the gas up to about 1 bar. Then repeat 

two times more from evacuating the system and filling the gas. From the second time, 
the vacuum level is around 10-1 mbar to save the time. After completion of three times 
of purging, charge the high pressure side up to above 1 bar. 

   

 - After connection of the vacuum pump system, purging in the low pressure side 
was done following the same procedure of the purging in the high pressure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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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sprinting the power cable connection in the electrical diagram 

 
The power cable interconnection from control cabinet to the compressor and from the 

compressor to ORS/GMP was not shown in the electrical diagram because of the 
wrong identification of the interconnection point. (Example: MKD should be changed to 
ORS).  Also, there is no label in the terminal block at the cold box for the above cable 
interconnection.  At current, the cable installer found empty space and then connected 
the power cables to the terminal. As shown in the picture, there is no space to connect 
one shield line for the power cable at the terminal block.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electrical diagram for the confirmation of this 
termination. 
 
4. Cooling water line connection to the He compressor station 

   
- The labeling of the cooling water connection port is different from the compressor 

schematic drawing. According to the drawing, the left side of the port should be ‘cooling 
water inlet’, not ‘outlet’. When the cooling water inlet and outlet port are changed each 
other, the heat exchanger can not be guaranteed its heat transfer efficiency. That 
means, the designed cooling water flow may not be enough to remove all heat from the 
compressor. Mr. Berg will ask the compressor manufacturer, KAESER, this issue 
to figure out the connection direction of cooling water line. 

Result: Mr. Berg confirmed that the labeling of cooling water connection ports 
was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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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Date: September 23, 2008 
1. Supply of the compressed air into the cold box and ORS/GMP 

    
- Before introducing the compressed air, a pressure indicator (PI102 at near 

ORS/GMP) installed first. After operating an air compressor, the compressed air line 
has been vented for 10 minutes to remove all possibly existed moisture in the pipe. The 
pressure of the compressed air is around 8 bar supplied from the air compressor at 
PI102. Then open HV2951 (HV3951 at Cold box), and then adjusting the RV2960 
(RV3960 at Cold box) to supply the compressed air at 5 bar to the control valves. 
 
2. Signal cable of the hydrogen analyzer, connected to the GMP panel 

     
- According to the plant documentation, core number of hydrogen analyzer signal 

cable is 12 and 1 for shield. That cable has 2 cores in the cable schedule written by 
Hyundai Engineering Co. It is difficult to get the 13 core of cable in Korea. Hence, 12-
core cable is installed to provide signal without shield for the function check. Before site 
acceptance test, the right cable with 13-core will be installed to connect the GMP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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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There is 16-core spare cable in the control cabinet. This cable can be used 
for the signal cable for the hydrogen analyzer. After the helium refrigeration system 
installation, a cable connector will replace from a temporarily connected cable to 
a 16-core cable.  
 
3. Pressure test at the low pressure side of the He warm pipe 

- There is a flange with blind plate at the nozzle on the top of the compressor system 
in order to isolate the compressor system from the low /high pressure helium side.  

- The high purity helium gas is filled the system up to 7 bar(g) for the pressure test. 
- To check the pressure inside the system, PI2140 (originally attached near the 

charcoal chamber) is used. 

 

                (Just after charging the gas) 

                (Elapsed time: about 1 hour) 
Result: The internal pressure was slightly changed as shown in the above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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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essure test at the high pressure side of the He warm pipe 

    

 (Just after charging the gas) 

  (Elapsed time: about 30 hour) 

- During charging the internal pressure at the high pressure side up to 12 bar(g), the 
pressure regulator could be used to fill the gas. When the pressure goes above 12.5 
bar(g), no more charging happens to the system. Therefore, helium gas is charged 
directly from the gas cylinder without the pressure regulator up to 18 bar(g).  

 
- Result: The internal pressure is slightly changed at the high pressure sid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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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nection of the cryogenic transfer line to the cold box 

   

   

   

   
- Result: The length of the flexible line is enough to assemble the transfer lin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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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box. 
- Whenever the transfer line is disassembled, the bayonet at the end of the transfer 

line should be kept inside the casing as shown in the below picture. 

 
 
6. Wiring check at the control cabinet and cold box panel 

     

 

 
(1) Check of the electrical wiring, cable continuity, termination 
(2) Signal flow direction check of the profibus cable 
(3) Supplying the electrical power to the control cabinet from the MC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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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Date: September 24, 2008 
1. Pressure change in the high pressure side and low pressure side system 

 
Reason: The pressure change in the system happened after power supply to the 

system. 
(1) High pressure side: CV2150 was open at 67.5% (PI2170 pressure check) 
(2) Low pressure side:  
 CV3175 was open at 33% (PI3165 pressure check) 
 CV3173 was open at 77.4% (PI3130 pressure check) 

 
2. Pressure equalization between high and low pressure side of the system 
 (1) To depressurize the high pressure side up to about 6 bar(a), open HV3102 and 
then vent the system up to 7.23 bar(a) 

 
 (2) To equalize the pressure between two sides, open CV3130 and CV2128. 

                Pfinal: 6.8 bar(a) 
(3) After equalization of the pressure inside the HRS, all control valves were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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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unctional Check of the HRS 
For the functional check of the HRS, the P&ID and PLC input/output list were used. If 

every working component is working properly after checking them, instrumentation was 
marked with a green-colored highlighter each by each in the P&ID.  

Following items are excepted during the functional check. 
(1) Gas analyzer 
(2) Oil tank level meter and on-off valves at the ORS 
(3) Speed controller at the turbine 
(4) Vacuum pump station 
(5) CV3170, CV3290 
(6) Heater R3270 
The detail information is in the attachment 2. 

 
(1) Function error of CV3150 

The turbine inlet valve, CV3150, is a fail-close valve. That means, a compressed air 
goes into the controller to lift up inside diaphragm while the valve is opening. However, 
a compressed air goes out from the controller while the valve is opening. To find out the 
working problem, the operation mode of the CV3150 was set to the manual mode. 
When a compressed air was introduced to the controller in order to open CV3150, the 
controller could not hold a compressed air under diaphragm. As soon as a compressed 
air went into the controller, it went out from th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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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unction problem of CV3130 was concluded to the mechanical problem of the 

controller; it was not possible to repair it for normal operation. Therefore, the controller 
of CV3150 (Pos. 12.2: Pos. Controller ARCA pro 827A.E2-*B*-M1*) is replaced and its 
function is well. 

Note: The spare part of Pos. Controller ARCA pro 827A.E2-*B*-M1* will be sent 
to KAERI by Linde. 
 
(2) TI3270,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heater R3270, data was not shown in the 
graphic window of the control cabinet.  Therefore, should be revised the graphic to 
add TI3270. 
 
(3) Wiring problem of TI3295  

Originally wiring order of TI3295 was green-red-white-black. The signal of TI3295 
was not shown in the graphic window of the control cabinet. After wiring order change: 
white-red-green-black, TI3295 signal is properly indicated in the graphic window. 

 

 
4. Leak Test using portable helium leak detector 
  All welding point will be examined by radiographic testing. If the interpretation result 
of the RT film does not meet the acceptance criteria, the welding point will be repaired 
by the welding repair procedure. Therefore, the welding point is not test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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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um leak detector. Just, all flange parts of the helium refrigeration system has been 
checked whether the helium leak rate is less than 10-4 ml/sec. 

 

 

 

During the leak test, the leak point less than leak rate of 10-1 ml/sec was found at 
HV2290, a shut off valve of low pressure side at the compressor station. The 
manufacturer of HV2290 is ‘Procol’, which was purchased as the recommendation of 
the Linde. 

    

After measuring the leak rate of the flange, SNOOP was sprayed all aroun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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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nge and then observed to create bubbles at the flange.  
Mr. Berg will have a conversation upon this issue with the manufacturer of 

‘Procol’ how to deal with this leakage problem based on the taken pictures.   
 
5. Cleanness Check of the helium Buffer Tank 

 

The cleanness condition inside the helium buffer tank was checked by Mr. Berg. After 
wiping the inner surface of the helium buffer tank, a lint-free white cloth wetted by iso-
prophyl alcohol was stained with fine dust. Mr. Berg commented, this is no problem to 
keep the helium gas under high purity for the HRS. 
 
VIII. Date: September 25, 2008 
1. Depressurization of the system for the installation of the safety valve 

 

(1) Before the depressurization of the system, CV3173, CV3128, CV3175, and 
CV2250 were open to make the system one space.  

 
(2) Then, open HV3102 to vent the helium gas around 1 bar(a). 
 
(3) When the inner pressure is around 1 bar(a), the safety valves were installed at 

the valve plate of the cold box, at the suction line of the compressor station, and at the 
charcoal vessel of the oil removal system as shown in the below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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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ssurization of the system at around 2 bar(a) to prevent air intrusion of the HRS 

 

 
3. Close of all control valves in the system, the manual shut-off valves at the cold box 
and the manual valves around the charcoal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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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urn off the main power of the control cabinet 
 

5. Final pictures of the installed helium refrigeration system 
  (1) Compressor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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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as analyzer and ORS/GMP 

  
(3) Control cabinet and Cold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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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후 성능확인 시운전 
 
1. 2009년 2월 16일 
(1) 감독관 Whole body counter 검사 

(2) 감독관 수시출입자 등록을 위한 서류 작업 

 - Linde에서 제출된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관련 증명서는 연구소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

은 관계로 이봉재 박사님께 별도의 교육을 받음. 

 - 수시출입자로 등록된 후, 헬륨냉동계통 현장인수검사 관련 방사선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

으며 작업허가서를 받아서 착수 후 둘째 주부터 수시출입자로 출입함. 

(3) 냉중성자원 계측실 내 HMI system 설치 (printer, WinCC) 

 - WinCC와 control cabinet은 profibus cable에 의해 연결되며, 연결한 후 profibus connector

에 있는 switch를 “ON” 상태로 두어야 상호 연결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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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rol Cabinet 내에 있는 UPS battery 교체 작업 

 

 

(5) 프로그램 설치 

 - Control cabinet 내에 PLC 프로그램 설치: 헬륨냉동계통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UPS 

battery로 PLC 내에 기존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2~3개월 동안 유지함. 그러나 UPS battery가 

죽었을 때에는 PLC에 다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 

 

 - Issue 1: PLC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PLC 우측 상에 “BUS2F”, “EXTF”에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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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오는 동시에, “RUN”에 녹색 불이 들어 옴. 

 

 

- Issue 2: Control cabinet 내에 전력을 공급 하면, 41F5 브레이커가 1~2 초 후에 떨어짐: 따

라서 41F5 브레이커가 떨어지면서, operator panel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음. 

  

- Issue 3: WinCC에서 읽혀지는 온도센서의 값이 “4K”으로 지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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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월 17일 
(1) Control Cabinet 내의 PLC 상에 OP panel program (OP 270-10) 설치 

 
(2) 41x 5 block (Operator panel PLC)의 상세도면이 없어 41F5 브레이커를 떨어뜨리는 단자

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단자에서는 wire를 빼낸 상태에서 각 한 쌍의 단자만 

연결하여 브레이커를 올림. 

  - 2번째 열: panel과 연결된 단자 

  - 3번째 열: 브레이커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단자로 확인 됨. 

  - 4번째 열: 24VDC 공급을 위한 단자 

   

 41X5 block의 세번째 열의 단자 (3/+)는 X08.1 block의 PE 3/+로 연결됨을 확인함. 

 control cabinet 내의 X08.1 block과 cold box terminal box 내의 X80.1 block이 연결된 

cable 내의 wire의 termination의 연결순서가 서로 다름을 확인. 

 wire를 각각 동일한 순서대로 다시 연결한 결과, 위의 issue 1, issue 2, issue 3 cl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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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은 1/+~N 단자에 wire가 1~14의 순서로 연결되었으나, 우측은 1/+~N 단자에 14~1의 

순서로 wire가 연결되어 있었음.  

  

: PLC 상의 빨간 불이 들어오던 부분이 해제됨. 

: Wiring의 termination을 변경한 결과 Cold box terminal box 내의 릴레이 단자에 불이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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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륨압축기 suction 배관 상에 있는 HV2290 가스켓 교체 

 - 누설의 원인: 기존에 플랜지에 삽입된 가스켓은 graphite 재질로써 두께가 너무 얇아서 

가스켓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누설이 발생되었음. 

 -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PTFE로 가스켓의 재질을 변경하였으며, 두께도 증가시킴. 

  
 

 - 밸브 내의 가스켓을 교체하기 위해, 밸브의 플랜지 부위를 해체한 결과 밸브 설치 후 배

관에서 진행된 용접 변형의 영향으로 밸브 전 후단의 배관의 배열이 일치 하지 않음을 확

인함. 

 

 

- 밸브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교체된 가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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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밸브의 플랜지 부위에 체결되는 위/아래 가스켓 

ㄴ. 밸브 스템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V-shape의 검정색 가스켓 3개와 1개의 흰색 가

스켓으로 구성됨. (교체 전 가스켓은 graphite 재질이었음.)  

ㄷ. 밸브 내 볼 체결부위내에 위치하는 가스켓. 

ㄹ. 볼의 표면과 직접 접촉하는 위/아래 가스켓 

 

- 밸브 스템 의 가스켓 교체 작업 

 너트 분리, 너트 고정 판 분리 

 한 쌍의 메탈 가스켓 분리 

 메탈 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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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프론, graphite 재질의 가스켓 제거 

 스템 분리 

  스템 안 측의 가스켓 분리 

 스템 가스켓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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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측 가스켓을 설치 한 후, 스템 조립 

 스템 외측 가스켓 설치 

 가스켓을 눌러주는 메탈 링 조립 

 한 쌍의 메탈 가스켓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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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트 고정판 조립 

 너트 조립 

 너트 고정판 고정 

 밸브 스템 조립 완료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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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월 18일  
(1) cryogenic absorber와 GMP/ORS에 있는 HV2253, HV2153 후단의 port에 flexible line으로 

연결되며, 그림과 같은 부품이 port와 flexible line 사이에 장착이 되어야 함. 

 - flexible line의 양끝단은 닫혀져 있어서, 내부에 고순도의 헬륨이 장착된 상태임. 

 - flexible line의 끝단이 체결된 후 아래 그림과 같은 스프링 부분을 누르게 되면 유로가 형

성되는 형태임. 

 Cryogenic absorber 

   

(2) 헬륨냉동계통 설치과정에서 압축기 내부 terminal block 내에 termination이 누락된 shield 

line 연결을 위한 connector 설치 후 shield line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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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밸브 볼 및 가스켓 조립 

 볼은 case 내로 슬라이딩하듯이 밀어 넣음. 

  

  

 플랜지 상하단에 밸브바디 삽입, 너트 조립 

유로방향에서 볼을 양방향으

로 잡고 있는 가스켓 조립 (사

진에서 보이는 면이 볼에 닫

는 면이며, 가스켓은 경사면이 

완만한 것이 볼 측과 접하도

록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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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완료 모습 

 누설검사 위해, HV2200으로 헬륨가스 1.8 bar 충전 

 1차 비누거품 누설검사 수행  No leak 

  

2차 헬륨가스 누설검사 수행 

 No leak (10-4 ml/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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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브 조립을 위해 플랜지 상/하단의 배관 재정렬 

 배관 상단에서 끈으로 일정 간격 유지 

  
 

(4) 압축기 control panel 내의 terminal block에 누락된 label 

 - label을 terminal block에 연결하고자 했으나, 연결고리의 형태가 맞지 않아 붙이지 못함. 

 현재 Linde Kryotechnik, AG.에 label 재송부를 요청하였음 

 

(5) compressor 내에 oil 충전  

 가. oil을 충전하기 위해 HV2290, HV2130, HV2180, CV2250, CV2252가 닫힌 상태에서 

HV2200 후단의 포트를 이용하여 압축기내 진공작업 수행 

   
 나. CV2250을 manual mode로 설정한 후, 100% open 

 다. Oil Separator 하단에 있는 밸브에 hose 연결  

배관 하단에 chain block을 설치하여 

주변배관과의 일정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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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진공펌프에 의한 흡인력을 이용하여 hose 끝단에 있는 Oil이 separator 내로 충전되는 

원리 이용 

 마. 압축기 전 후단의 고압헬륨배관과 저압헬륨배관에 진공 생성을 위해 HV2130, HV2180 

open 

 바. Oil separator 전 후단에 있는 check valve로 인해 진공을 생성할 경우, 압축기의 저압헬

륨배관과 Oil separator 내부가 압력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Oil separator 상단

의 pressure equalizer를 구동시키기 위해 압축기에 전원 공급 

  
 

사. Oil separator 내부로 유입되는 oil의 충전속도가 너무 느려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함. 

 아. 진공배기 작업 종료, CV2250 close 

 자. 계통 내에 헬륨가스를 대기압 이상으로 충전 

차. 헬륨가스를 주입하는 동안 CV2250을 천천히 열어서 char coal 탱크 내 분진에 의한 소

용돌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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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oil separator 중간 측면에 있는 port의 뚜껑을 open 

 

 타. oil indicator가 녹색 영역에 있도록 Oil 충전 (붉은색: 충전 필요, 노란색: 충전 과다)  

   

 

파. 압축기 상단의 port를 열고 약 2 liter 정도의 오일을 충전하여, 압축기의 screw가 젖을 

수 있도록 함. 

  



 50 

4. 2월 19일 
(1) compressor 전단의 저압헬륨배관 주변의 모든 밸브를 닫힌 상태에서, Oil separator 내에 

Oil을 충전하는 동안 유입된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HV2200 후단의 포트를 사용하여 진공배

기 작업 수행.  

   진공도가 1.4x10-1 mbar 에 도달한 후, 약 한 시간 이상 동안 진공도의 변화가 없었음. 

 

- 압축기 전단의 저압헬륨배관에 약 1 bar 정도의 헬륨을 충전 후 추후 진공배기 작업을 

수행하기로 함. 

 

(2) cold box와 연결되는 고압헬륨배관에 설치된 F3100내에 felt 삽입 

 - felt를 설치하기 위해, F3100 전 후단의 clamp를 열었을 때, 배관 내에 대기압 이하의 가

스가 충전되어 있었음. Oil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압축기 진공을 생성한 후, 헬륨을 충전하였

으나 그 양이 충분치 않았었음.  

 - felt는 임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써, cryogenic absorber에 의해 계통 내의 모든 불순물이 

걸러지도록 계통을 warm-up mode에 두고 헬륨압축기를 가동하였을 때, 가스 흐름 상에 존

재하는 메탈입자, 또는 이물질을 거르기 위해 설치 한 것임. 

 - cold box에 turbine을 설치하기 전에, 필터 전후단의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F3100에서 felt

를 제거한 후 진공배기 및 퍼지를 한 후 시스템을 정상가동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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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100 해체 하는 모습 

 F3100 내부 형상 

 F3100 내 felt를 설치한 모습 

(3) Oil separator 내의 압력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축기 전단의 저압헬륨배관 헬

륨가스 ~ 1bar(g) 충전 

 압력변화 없었음 (?)  

 

(4) cold box 상에 있는 자동공압밸브가 구동되지 않은 원인 파악: 

 - 문제 1: 91A6, 93A1의 wire는 X 80.1 block의 6/+, 6/-와 연결되고, 이는 control cabinet 내

의 X 8.1 block의 6/+, 6/-와 연결, analogue output 단자로 연결, 그리고 75KA2 relay 단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 relay 단자에서 “하나의 wirer가 termination 되지 않고 빠져 있는 것

Issue 4 

 - 원인 파악을 위해, electrical schematic diagram about terminal box on the cold box and 

control cabinet을 검토 

 - 현상: cold box 측면의 terminal box 내의 DC24V 단자함 (91A6, 93A1)에 red light가 들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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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 

 - 문제 2: control cabinet 문에 장착된 “emergency stop” 버튼이 약간 눌러져 있어서 전자회

로 로직에 의해 compressor가 inactive되어 있어서, 75KA2 relay 단자가 switch off 되어 

cold box 상의 자동공압밸브가 구동하지 않았음. 

    

- 미 결선된 wire의 termination을 하고, emergency stop을 reset한 결과 자동공압밸브가 구동

됨: issue 4 cleared  

 

   
 

(5) 계통 내부 1차 진공배기작업 

 - HV2290을 Open 후 진공작업  2.8 x 10-2 mbar 도달 

 - CV2250 open 후 진공작업  1.4 x 10-1 mbar 도달 

 - Cold box 전단까지 배기시키기 위해 CV2180 open 후 진공작업  3.2 x 10-2 mbar 도달 

 - HV3100, HV3200 Open 후 진공배기작업 

 - CV3128, CV3150 open 후 진공배기 작업  2.8 x 10-2 mbar 도달  

  

  Issue 5: CV3175을 매뉴얼모드에서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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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헬륨버퍼탱크 내 초고순도 헬륨가스 충전 

 - compressor permissive를 만족시키기 위해, 헬륨버퍼탱크 내의 압력을 5.5 bar(g)로 충전함. 

 
 

(7) 계통 내부 2차 진공배기 작업 

 - char coal과 coalescer의 전후단 밸브를 차단한 상태에서 계통내에 헬륨을 ~ 1 bar(a)까지 

충전  

 - 진공배기 작업 (약 2 시간) 

 - char coal과 coalescer 내부의 압력을 HV2142을 열고 대기압까지 vent 

 - 계통 내에 헬륨을 ~ 1bar(a)까지 충전 

 - char coal과 coalescer을 포함한 모든 계통을 오후 6:00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진공배기 작

업 수행 

 

(8) GMP 상에 있는 자동공압밸브 adjustment  

- CV 2250, CV 2160, CV 2170 configuration 확인, auto initialization 수행  

- valve closing time and opening time 확인  

 

(9) Cryogenic absorber clean up 

 - 저온의 액체질소의 기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 cryogenic absorber 내부의 진공공간이 있

으며, 이의 진공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공배기 (진공도: 2.8 x 10-2 mbar) 

- 헬륨가스가 유동하는 공간 진공배기를 위해 GMP/ORS 상에 있는 HV2153, HV2253에 

cryogenic absorber를 연결하여 계통 진공배기 시 동시에 수행함. 

- 진공배기 한 후, 계통 내에 충전한 초고순도 헬륨가스를 충전 

- 충전 완료 후, HV2153, HV2253 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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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월 20일 
(1) 헬륨버퍼탱크 누설 확인: Issue 6 

 - 현상: 초기 충전압력이 5.5 bar(g)인 헬륨버퍼탱크의 압력이 2.75 bar(g)로 낮아짐. 헬륨

버퍼탱크의 부피가 약 9 m3이므로, 시간당 약 1.5 m3의 가스가 누설된 것임.  

 
 - 누설지점을 확인 하기 위해, 헬륨누설검사기를 이용하여 buffer tank의 manhole과 

flange 부위 누설가능 부분을 헬륨 누설율을 측정하였으나 누설지점을 확인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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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sible reason: HV2171을 잠근 상태에서 가스를 탱크에 충전하고, 헬륨버퍼탱크를 제

외한 모든 계통 내를 진공배기 할 때, HV2171의 유로방향의 누설로 인해 탱크 내의 헬륨

가스가 진공배기 되어 탱크 내의 압력이 낮아진 것으로 추론. 

 - action 1: GMP 상에 있는 unload valve인 CV2160을 close 시켜 버퍼탱크 내의 가스의 

유실을 방지 함. 

 - action 2:  HV2171을 열어서 버퍼탱크와 배관의 압력 평형을 이룬 후, 밸브 차단. (시각: 

9:45 AM) 

 - action 3: 시각 11:00 AM에 버퍼탱크 내의 압력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음을 확인.  

 
 - HV2191의 유로방향으로 누설이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 헬륨버퍼탱크 내 헬륨가스 충전 (최종 압력: 5.5 bar(g)) 

 

(2) 계통 진공배기 작업 중단 

 - 진공배기 작업을 중단 한 후, 약 1 bar(a) 이상으로 계통 내 가스 충전 

 

(3) Short start up of compressor 

 

 - 압축기 좌측에 있는 panel에서 녹색 버튼(사각 박스 내에 l 이 있는 모양)을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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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엔 압축기 상단에 있는 fan이 기동을 하고, 몇 초 뒤에 압축기의 screw 측면에 있는 

wheel 회전. 

 

 - fan과 wheel의 회전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한 후, 빨간 버튼 (사각 박스 내에 O 가 있는 

모양)을 누름  회전 방향 문제 없음. 

 - 몇 초 동안 screw가 회전하는 동안 oil separator 내의 오일이 압축기 내로 유입되어, oil 

separator의 oil gauge가 빨간색 부분(오일 부족)에 표시됨.  BREOX B35 SP (Poly-alken 

glycol) oil 1 bucket (20 liter) 충전한 후, 액위가 다시 녹색(오일 충분)과 노란색(오일 과다)의 

경계에 있음을 확인. 

 - Oil separator에 oil을 주입할 때 유입한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oil separator 상단에 helium 

가스를 넣어주고, oil separator 중단에 있는 포트로 내부 가스를 vent 시킴. 

     

 

(4) 압축기 내 냉각수 흐름 확인 

 - Oil cooler에 유입되는 냉각수 배관상의 밸브는 완전 open한 상태로 유지. (좌측) 

- Gas cooler에 유입되는 냉각수 배관상의 밸브는 절반만 open한 상태로 유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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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통 내의 충전된 가스를 clean up 절차 

 - unload valve인 CV2150를 close 한 후, manual mode로 두어 헬륨압축기 가동하는 동안에 

고압헬륨배관 측에서 오염된 가스가 버퍼탱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압축기가 가동되면, 먼저 압축기 bypass 밸브인 CV2250이 열리고 동시에 load valve인 

CV2160가 열리면서 헬륨버퍼탱크 내의 가스가 저압헬륨배관으로 유입되고 압축기에서 고

압으로 압축되어 고압헬륨배관으로 보내지며 3 단의 coalescer을 거치고 char coal을 거친 

후 가스는 다시 CV2150을 통해 저압헬륨배관 측으로 보내어짐. 

- char coal을 거쳐 나온 가스의 일부는 HV2153을 통해 cryogenic absorber로 보내지고 불

순물이 제거된 헬륨가스는 HV2253을 통해 저압헬륨배관으로 유입되어 CV2250을 통해 흐

른 헬륨가스와 혼합된 후 다시 압축기로 보내어짐. 

- 압축기 근처의 헬륨가스를 세정하기 위해 적어도 2 시간 이상은 cryogenic absorber를 작

동시킨 후, HV2290과 HV2190을 열어 cold box 내의 가스까지 세정하는 것을 2 시간 정도 

수행함. Cold box 내로 가스를 순환하기 위해, warm up mode를 선택함. 

 

- 헬륨압축기 panel에서 remote 버튼(우측 상향의 화살표)을 누른 후, 녹색버튼을 눌러 압

축기의 가동을 control cabinet 상의 OP Panel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함. 

- OP panel에서 compressor permissive를 만족시키기 위해 버퍼탱크의 압력 기준인 5.5 

bar(a)를 3.0 bar(a)로 낮춰서 설정, high pressure side 압력 기준을 6.0 bar(a)에서 3.0 bar(a)

로 낮춰서 설정함. High pressure side의 압력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CV2150을 열어 

3bar(a) 이상으로 충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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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7: PT2240 (suction side pressure transmitter)의 값이 OP panel에 display 되지 않음

을 확인. 

   

가. 현상: GMP/ORS terminal box 내의 wiring 확인을 한 결과, 92A0, 92A1, 92A2 terminal 

block의 label이 서로 뒤섞여 있어서 pressure transmitter의 termination이 잘못된 것을 확인

함. 

나. terminal block의 label을 제대로 되돌려 놓은 후, termination을 제대로 한 결과 OP 

panel에서 PT2240의 압력이 제대로 지시 됨을 확인  Issue 7 cleared 

 

 - compressor를 가동한 후 약 1분 후에 back pressure에 의해 trip 됨: Issue 8 

 가. Oil separator 후단의 discharge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PT1에서 측정된 압력 0.0 bar(g) 

 나. Oil separator 내의 압력 PT2는 ~2.5 bar(g) 

 다. 정상운전을 위해서는 Oil separator 상단에 있는 oil filter (coalescer와 유사한 구조)를 흐

르면서 screw에서 압축된 헬륨가스의 압력이 pressure drop에 의해 약간 낮아야 되나, (가)와 

(나)사이의 압력차가 상당히 크며 이로 인해 압축기의 local PLC에서는 back pressure가 형

성된 것으로 인지하여 trip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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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1: PT 1의 cable 선을 분리한 결과, 압축기 panel에서 – 4 bar를 지시함. 

 Action 2: 고압헬륨배관 내에 가스를 충전한 후 PT1의 측정값이 변화하는 지 확인하였으나, 

변화가 없었음.  

 Action 3: PT 내의 Zero와 Span 조정 나사를 돌려 압력전송기 교정을 해보았으나, 제대로 

측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결론: PT1의 결함으로 현상태에서 헬륨압축기를 돌리게 되면, local PLC는 지속적으로 back 

pressure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trip 되므로, PT1을 교체하기로 함. 

 

(6) Turbine 2 brake cooler의 control valve인 CV3151의 controller connector 교체 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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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월 23일 
(1) 헬륨버퍼탱크 누설 

 - 현상: 헬륨버퍼탱크의 압력을 약 6 bar(g)까지 충전한 후 약 10시간 후에 확인한 결과 압

력이 2.2 bar(g)까지 낮아졌음을 확인함. 

 - 누설부위: 헬륨누설감지기를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 버퍼탱크 상에 위치한 LESER 사의 

safety valve의 seat에서 누설이 됨을 확인. 

 - 조치사항: safety valve의 outlet 측에 판형 disk를 삽입하여 누설부위를 차단시킴. 

 - 결과: 충전 후 12시간 탱크 내 압력을 확인한 결과 압력 변동이 없음을 확인함. 

 

    
 

(2) RV3108 설치  

 - 용도: TED 16, TED22의 초기 구동을 위해 압축기 고압 측의 일부 가스가 터빈 베어링 내

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됨. 설치 후 헬륨압축기

를 정상기동 하였을 때 RV3108에 설정되는 압력은 3.5 bar(g)로 regulating되어 터빈 축

(shaft) 부분으로 공급됨. 

 - 설치 과정  

가. PV3108 측에 연결된 Swagelok fitting을 풀어 튜브 상에 있는 가스를 방출함.  

나. 설치될 부위의 튜브를 분리시킨 후 RV3108의 치수를 잰 후, 튜브의 중간 부위를 절

단하여 Swagelok fitting으로 RV3108을 설치함. 

다. 아래 그림과 같이 분리시켰던 튜브를 원 위치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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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V3150 lowest value= 9.9% 

 - 현상: (1) 밸브 positioner에서 limit switch를 쳐야 되는 부분인 arm lever의 고정이 느슨해

져 있어서 밸브가 제대로 닫혀지지 않아 lowest value가 9.9 %로 표현됨. 

        (2) Compressor permissive에서 CV3150(GIL3150) Turbine 2 inlet valve start up pos에

서 “YES”가 아닌 “NO”로 표시됨. 

 - 조치: CV3150의 밸브 구동박스를 해체한 후, arm lever를 끝부분으로 이동하여 고정시킨 

후에 재설치함. 

 - 결과: 밸브의 lowest value가 0%까지 도달함. 현상 (2)에 나타난 사항도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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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lve의 configuration을 확인한 후, “Automatic initial start up”을 수행. 

 - 밸브 controller의 하단 부위에 있는 restrictor를 조정하여 압축공기가 vent되는 속도를 조

정하여 밸브 닫히는 시간을 확인함. (1차 터빈의 운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CV3130의 닫

히는 시간(20 sec)은 CV3150의 닫히는 시간(30sec) 보다 짧도록 설정되어야 함. ) 

   

(4) RV3108 설치 후 냉동박스 배기작업 

 가. HV3100, HV3200 밸브 차단 

 나. CV3128, CV3175을 연 후, HV3102를 열고 저진공펌프와 직접 연결한 후 냉동박스 내 

가스를 진공배기 수행.  PI3105의 압력지시계가 0 bar(a)에 도달하면, 진공배기 중단 

 다. HV3103을 열어 헬륨버퍼탱크 내의 가스 유입, MV3108 open 하여 터빈 내로 가스 유입. 

 라. 계통 압력이 약 0.5 bar(a)에 도달하면, 가스 충전 중단. 

 마. 나~라의 단계를 2차례 더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계통 내의 압력을 1.1 bar(a)까지 가스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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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il diffusion pump의 Oil 충전  

- 좌측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Oil 유입 포트를 열고, 주사기를 사용하여 oil을 충전함. 

    
- 펌프의 최대 용량은 약 60 ml이며, 금회 주입량은 50 ml를 주입함. 

 

[note] vacuum pump oil 

 저진공펌프용   고진공펌프용 

 

(6) 저진공펌프의 충전 오일 교체 

 - 현상: 저진공펌프 오일 내에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오일 내에 많은 기포층이 발생하였음.  

 - 결과: 저진공펌프 하단에 있는 회색 포트를 제거한 후, 오일을 모두 드레인 시킨 후 새로

운 오일 충전한 결과 펌프를 운전하더라도 기포층이 형성되지 않음. 



 64 

 교체 전  교체 후 

 

(7) control valve 닫히는 시간 확인 

 - CV3175, CV3128의 닫히는 시간을 각각 15 sec, 10~15 sec가 되도록 설정한 후 

“Automatic initial start up”을 수행. 

 

7. 2월 24일 
(1) OP panel 프로그램 (OP 270-10, Feb. 23 version) 다운로드 

 - 현상: compressor-permissive 항목인 “minimum off time: 180 sec”에 대해서 “YES”가 아닌 

“NO”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compressor를 기동할 수 없었음.  

 - 결과: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YES”로 활성화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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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동박스 shell 내부 진공배기 작업 

 - 초기 진공도: 1383 mbar (PT3985) 

 - 저진공 펌프 기동함과 동시에 진공도를 측정하기 위해 진공게이지(PT3985) 전단에 있는 

밸브 HV3985 open. 

 - (3) 작업을 완료한 후, shell 내의 진공도가 4 mbar에 도달한 시점에서 control cabinet 내

의 35F11 breaker를 On 하여 Oil diffusion pump 상의 히터(R3980)에 전원을 공급시킴. 

 - Oil diffusion pump을 기동하여 2.5 시간 지난 후의 진공도: 0.0742 mbar 

                              3시간 45분 후            : 0.027 mbar  

 

(3) Oil diffusion pump에 냉각수 공급 

 - 현재 냉동박스 내에 turbine cartridge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각각의 터빈의 brake 

cooler에 냉각수 라인을 연결하는 작업은 불필요한 상태임.  

 - 따라서 brake cooler 측으로 흐르는 냉각수 유입라인의 수평부분에 있는 shut-off 밸브를 

차단한 상태에서 냉각수 출구라인 두 개를 아래그림과 같이 TED 22 brake cooler에 연결하

여 냉각수가 누설되는 것을 차단함.  

- 냉각수계통을 가동시켜 Oil diffusion pump 내로 냉각수 유입시킴 (냉각수 공급라인에 있는 

710-MC-V037, V038, V044를 open). 

- 냉동박스 상단의 밸브 HV3703, HV3700, 그리고 HV3751을 Open. 

- 냉각수계통 운전 상태는 헬륨압축기 및 터빈이 운전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계통에서 

제거되는 발열량은 작기 때문에, 냉각탑에서 Fan 1만 저속기동을 시킨 후 1차측 pump 3과 

2차측 pump 1을 기동시킴. 

 

  
 

[note] Oil diffusion pump의 작동 원리 

 - Oil diffusion pump는 하단 부에 oil reservoir가 있으며 깔대기 모양의 상단의 외곽을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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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듯이 냉각수 공급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며, Oil diffusion pump 중간에 온도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 내부에 있는 Oil은 내부에 있는 히터에 의해 가열된 후 Oil diffusion pump 상단에서 pump 

내에 있는 blade 내로 주입되면서 확산(diffuse)되면서 발생되는 압력차에 의해 주변에 있는 

분자를 포획해서 아래로 이동시킴.  Oil의 온도는 pump 상단이 제일 높으며, 하단으로 내려

갈수록 낮아짐.  

- 즉, 오일 흐름에 의해 주변은 약하게 진공이 생성되고, 그 주변에 있는 분자를 포획하게 

됨. 오일은 온도차에 의해 아래로 흐름 방향이 생기게 됨. 

- pump 측면에 있는 온도센서에 의해, 냉각수 온도가 too high이면 펌프 내에 있는 히터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논리제어가 구성되어 있어서, Oil diffusion pump가 정지되게 됨. 

- Oil diffusion pump가 효과가 있는 시점은 shell 내에 molecular flow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임.  

 

(4) Control valve configuration 확인 (CV3170, CV3290, CV3173, CV3175, CV3124, CV3122) 

 - 각 밸브의 Data sheet에 있는 adjustment 항목의 값 즉, configuration 대로 입력되어 있는

지 확인. 

 - 각 밸브의 “Automatic initial start up”을 수행 

 - CV3170, CV3290의 closing time을 각각 3 sec 가 되도록 설정함. 

 

(5) Heater R3980 resistance 확인 

 - 플러그 측면에 있는 Red point를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1번, 2번 pin과 중심에 있는 7번 

pin 사이의 저항을 세번에 걸쳐 측정하였으며 평균적으로 173 Ω 저항값을 나타냄. 

 - 3 번 pin은 ground로 사용됨. 

 

(6) Cryogenic adsorber 기능 설명 

 가. HV2153를 거쳐 나오는 헬륨가스는 cryogenic adsorber 내의 열교환기 내에서 깨끗해진 

헬륨가스와의 향류(counterflow) 흐름에 의한 열전달 과정을 통해 온도가 낮아지며 액체질소

에 노출된 char coal을 거치면서 가스 내의 impurity는 흡착되어 제거되고, 정화된 가스는 열

교환기를 다시 거쳐 상온의 헬륨으로 HV2253을 통해 계통으로 다시 유입됨.  

 나. manual 상에서 액체질소가 full로 채워져 있을 때 (75 liter의 LN2), 바닥에서 중반까지 

되는 시간은 약 8 시간임.  

 다. 액체질소가 바닥나면 charcoal에 있는 불순물이 기화되어서 process line 내로 다시 유

입되게 되고, 계통 내 밸브 HV2153, HV2170을 닫지 않으면 impurity는 다시 계통 내로 유

입되게 된다. 

 라. gas clean up을 마치면, HV2153, HV2170을 닫은 후 V5을 열고 cryogenic adsorber에 있

는 impurity gas를 대기로 방출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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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ball float level indicator가 1/2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액체질소를 더 충전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최소한 7.5 cm 이하의 액체질소 높이에서는 clean-up을 수행하면 안됨.) 

바. cryogenic absorber 내로 유입되는 헬륨가스의 유량은 약 5 g/sec 정도이며, 이를 위해 

HV2153 (고압배관 측)은 fully open을 하고, HV2253 (저압배관 측)은 45도 정도만 개방해서 

사용한다. 

사. Cryogenic adsorber regeneration 

  - natural generation: 사용 후 cryogenic adsorber 내에 있는 액체질소가 다 기화되고, 상

온까지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본 과정에서 V5를 열어 cryogenic 

adsorber 내에 기화된 불순물가스를 배출시킴. 

   - Quick generation: cryogenic adsorber 내에 heater를 삽입한 후, timer로 두 시간을 설정

한 다음 내부 가열 시작과 동시에 V5 밸브를 open. 

 아. socket wrench: cryogenic adsorber 내에 있는 nut를 열기 위한 것이며, 내부에 충전된 

char coal을 교체할 때 사용되나 life time 동안 사용할 일은 없다고 함. 

       

 자. 작동 순서 

   - V5을 열고 cryogenic adsorber 내의 압력이 대기압임을 확인한다. 

   - HV2153, HV2253에 cryogenic adsorber를 연결한다. 

   - 헬륨압축기를 가동시킨다. 

   - V5을 연 상태에서 HV2153만 열었다 닫은 후 내부 impurity 가스를 vent 시킨다. 본 과

정을 세 번 반복한다.  

   - cryogenic adsorber 내에 액체질소를 full level까지 충전한다. 

   - HV2253을 절반만 open 한다.  

   - 두 시간 마다 LN2을 재충전한다.  

   - 일반적으로 두 시간 동안 cryogenic adsorber를 사용한다면 2시간 동안은 compressor 



 68 

상측의 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음 2 시간은 냉동박스내의 CV3128을 열어서 냉동박스 

내의 가스의 불순물도 같이 제거한다. 

 

[note 1] 헬륨냉동계통이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운전을 two weeks 동안 하지 않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의 cryogenic adsorber를 이용한 가스 clean up 을 수행하면 됨. 그러나 

약 4 주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스 내

에 공기 분자에 의한 오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최소 4시간 정도의 cryogenic adsorber를 

이용한 가스 clean up을 수행해야 한다.  압축기 루프에 있는 가스의 clean up을 먼저 수행

하고, 냉동박스 내에 있는 가스의 clean up을 수행해야 한다.  

 

[note 2] 헬륨버퍼탱크 내부 세정을 완료하고, 탱크 내 고순도 헬륨가스 (99.999%)를 충전한 

후, 헬륨냉동계통을 cryogenic adsorber를 사용하여 clean up 하는 경우에는 unloading valve

인 HV2150을 manual mode로 설정하고 차단한 상태에서 헬륨압축기를 가동한다. 원래는 헬

륨압축기가 초기기동될 때에는 먼저 bypass valve인 CV2250이 열리고, loading valve인 

HV2160이 열리면서 헬륨압축기 내로 가스를 공급한다. 압축기 흡입부의 설정압력을 

regulating하기 위해 loading valve HV2150이 열리면서 계통 상에 흐르는 헬륨가스의 일부가 

헬륨버퍼탱크로 다시 유입된다. 그러나 이를 manual 모드로 차단한 상태이면, 압축기 흡입

부의 압력을 설정값 내로 유지하기 위해 HV3200을 열어 가스를 배출시켜야 한다. 압축기가 

가동됨에 따라 압축기 내의 온도가 올라가고 따라서 계통에 있는 가스도 온도에 따라 팽창

함에 따라 흡입부의 압력이 설정값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압축기의 온도가 

정상상태(약 50도)에 도달할 때까지 흡입부 압력을 조정해야 한다. 

 

(7) gas analyzer control box 내 cable 절단  

 - GMP/ORS terminal box에서 gas analyzer control box 측으로 오는 cable의 termination이 

좌측 그림과 같이 절단된 상태로 확인되어, Schematic electrical drawing을 확인한 후 우측 

그림과 같이 재 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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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월 25일 
(1) KAESER 압축기 내부 압력전송기 재 설치 

 - Oil separator 후단의 압력 측정부의 fitting을 풀고 압력전송기를 아래 우측 그림의 위치에 

설치한다. 

 - 압력전송기 하단 부에 tube를 연결한 후, 압력전송기 상단의 플러그를 체결한다. 

 - Oil separator 근처의 fitting을 다시 체결한다. 

      

 

 

(2) 압축기 suction, discharge flange 상에 blinder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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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V2130, HV2290, 그리고 CV2250을 차단한 후, 압축기 suction flange와 discharge flange 

상에 있는 blinder 제거  Issue 8 cleared 

 - 고압배관 측은 HV2130, HV2180, HV2171, 그리고 CV2150을 열어 헬륨버퍼탱크를 이용

하여 0.8 bar(g)까지 가스 충전한 후, CV2150을 닫음. 

 - 저압배관 측은 HV2200을 통해 헬륨가스실린더에서 0.8 bar(g)까지 충전함. 

 - 헬륨누설감지기를 통해, 헬륨누설검사 수행  no leak 

 

(3) 압축기 전후단 계통 내의 가스 clean up 준비 작업 

 - CV2250을 연 후, HV2200을 통해 계통 내의 가스압력을 대기압까지 vent시킴. 

- HV2200에 진공펌프를 연결한 후, 압축기 전후단의 공간을 진공배기 함. (10-1 mbar까지 

진공배기) 

 - 헬륨가스를 계통 내에 1 bar(a)까지 충전한 후, 진공배기 수행 

 - 진공배기 재수행하고 (최종: 10-1 mbar), 계통 내 가스의 압력을 0.3 bar(g)까지 충전함. 

 - CV2250을 닫은 후, auto mode로 전환시킴 

 - HV2171을 열고, compressor permissive를 만족시키기 위해 CV2150을 열어 헬륨버퍼탱크 

내의 가스로 헬륨고압배관 내의 압력을 약 5 bar(g)까지 충전한 후 CV2150을 닫고, manual 

mode로 설정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킴. 

- HV3202을 열어 압축기 흡입부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가스를 vent 시키기 위해, HV2290을 

open. 

 - Issue 9: high pressure side의 압력이 유지가 되지 않음. 따라서 압축기를 기동하기 위해 

permissive의 기준 값을 아래 그림과 같이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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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월 26일 
(1) Oil separator 내의 Oil의 level을 확인한 결과, 빨간 부분에 있어서 약 120 liter의 Oil을 

충전함. 

 

(2) Oil을 충전한 후, Oil separator 내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HV2130~HV2290 공간을 진공

배기 (10-1 mbar) 작업 수행. 

   - CV2250, CV2150을 열어, 헬륨버퍼탱크 내의 가스를 계통 내에 유입.  

   - 10-1 mabr까지 진공배기 재수행. 

   - 헬륨버퍼탱크 내의 압력을 약 6 bar(g)가 되도록 고순도 헬륨가스 충전. 

 

(3) issue 9번에 관련한 고압측 압력 유지 관련 시험 

 가. CV2150을 manual mode로 설정하고, 저압측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HV2290 열고, 

HV2130, HV 2180을 Open. 

 나. Oil separator 상단의 파란색 호스상에 있는 밸브(V20)을 잠궈서 압축기 흡입부 전단과 

Oil separator 내의 압력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음. 

 다. Oil separator 상단의 check valve 후단에 설치된 PT1의 압력을 2.0 bar(a)까지 충전함. 

 라. 하였을 때 압축기 토출측의 가스가 흡입부 전단으로 흘러들어가 RV2260에 의해 vent 

됨을 확인함.  

 마. Oil separator 상단에 있는 check valve에서 역류 흐름이 발생하여 고압측의 헬륨가스가 

Oil separator 내로 유입되고, 이는 압축기로 흘러들어가 압축기 전단의 밸브에 있는 Orfice

를 통해 압축기 흡입부 측으로 흐름이 생성된 것으로 확인 됨. 

 바. 결론: Check valve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여 고압측의 압력을 유지하지 못함. 

 

(4) 압축기 기동 

 불순물을 함유한 계통 내의 가스를 헬륨버퍼탱크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unloading valve인 CV2150을 manual mode로 설정하고 닫힌 상태로 둠. 

 가. check valve의 오작동으로 고압측의 압력을 compressor permissive에서 요구되는 약 5 

bar(g)까지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permissive 요구조건을 ~ 1 bar(g) 정도로 하향 조정함.  

 나. 토출 측의 초기 압력이 너무 낮은 관계로 1 분 이내에 토출 측의 압력을 11 bar(a)까지

build up 되기 위해 필요한 가스가 헬륨버퍼탱크에서 loading valve인 CV2160을 통해 공급되

는 것은 불가능함. 즉 현 조건에서 loading valve가 열리는 속도가 너무 느림.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V2160을 manual mode로 두고 현장에서 compressor가 기동되자 마자 

100%로 open한 후, auto mode로 전환하였음. 

 다. 압축기가 운전됨에 따라 내부의 Oil/gas의 온도가 정상운전상태에 돌입할 때까지 상승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저압측의 압력이 조금씩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설정값 (1.05 

bar(a))으로 조정하기 위해 HV2142을 조금씩 open하여 가스를 vent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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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압축기가 정상기동됨에 따라 계통 내의 가스 clean-up을 하기 위해 cryogenic adsorber

가 부착된 HV2153을 완전개방하고, HV2253은 절반만 개방한다.  

 마. 계통 내 가스의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 WINCC에서 gas analyzer(MCV Control)를 

“Start”시켰으나 계통 상의 흡입부와 토출부의 압력이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기동할 수 없었

음.  

 바. HV2153, HV2253을 닫은 후, 압축기에서 토출측의 압력이 유지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기 위해 압축기를 정지시킴. 

 사. 압축기 토출부의 압력은 점점 낮아지면서 대기압까지 도달하고, 압력이 낮아지는 과정

에서 계통 내의 가스는 RV2200을 통해서 외부로 vent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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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월 27일 

(1) Check valve를 보수하기 위해, KAESER 한국지사 기술지원  

 가. Oil separator 상단의 Check valve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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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heck valve 개구부 확인 

(좌: Oil separator 상단 측. 한쪽 측면에 미세한 gap이 확인됨; 우: 고압배관 측) 

  

다. Check Valve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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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heck valve 내부에서 metal scrap 확인 

  
 상위 그림에서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spring 상에서도 metal scrap이 발견됨. 

마. Check valve 내부 부품 분리 및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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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valve 내에 삽입된 O-ring은 모두 세정단계를 거친 후, Exxon사의 grease를 발라 재 

설치 하였으며, check valve의 disk 표면은 알코올을 사용하여 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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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Check valve 재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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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압측 배관에 누설부위가 있는지 여부 확인 

   

   

   

- 설치를 완료한 후, HV2130을 열어 char coal tank 내의 가스를 고압 배관에 3.1 bar(g)까

지 충전한 결과,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Check valve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누설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함.  blinder 제거 후 check valve 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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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함. 

- CV2150을 열고, HV2171을 연 상태에서 Check valve 후단으로 가스를 4.78 bar(g)까지 

충전한 결과 누설되지 않음을 확인 함. (Oil separator 내의 압력은 약 1 bar(g) 정도 였음) 

 
아. 압축기 전 후단 진공배기 작업 

 - 가스를 대기압까지 vent 시킨 후, HV2290에서 HV2190을 닫은 상태에서 CV2250을 

Open 한 상태에서 한 시간 동안 진공배기 작업 수행) 

 

(2) 압축기 재기동 

 가. 흡입부 측의 압력을 약 1.0 bar(a), 토출부 측의 압력을 약 5.5 bar(a)까지 충전함. 

 나. CV2150을 manual mode의 닫힌 상태를 유지하면서 압축기 재기동  

 다. 가스 분석기의 기동을 위한 permissive를 확인한 결과 압력 stable 하여 기동할 수 있

음을 확인함. 

 라. 고압측의 압력이 유지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압축기 정지함. 

 마. 고압배관측과 Oil separator 내의 압력을 확인한 결과, Check valve가 작동됨을 확인 함. 

(고압배관측 압력: 10.0 bar(g), Oil separator 내의 압력: 0.79 bar(g))  Issue 9 cleared. 

  

(3) 압축기 전 후단 진공배기 작업 

 - 가스를 대기압까지 vent 시킨 후, HV2290에서 HV2190을 닫은 상태에서 CV2250을 

Open 한 상태에서 다음날까지 진공배기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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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월 2일 
(1) 압축기 운전 준비 상태 확인 

 - 진공도: 4.3 x 10-2 mbar 

 - cryogenic adsorber에 액체질소 충전 함. 

 - CV2150을 열어 압축기 전후단 헬륨가스 1 bar(a)까지 충전함. 

 - bypass valve CV2250 닫고 auto mode로 설정함. 

 - CV2150을 열어 고압측의 압력을 약 5 bar(a)까지 충전함. 

 - HV3100 밸브 차단함. 

 - compressor permissive에서 “High Pressure”의 초기 조건 값을 6.00 bar(a)에서 5 bar(a)로 

하향 조정함. 

 - CV2150을 닫고, manual mode로 유지함. 

 - compressor panel에서 “Remote”와 “start” 버튼을 눌러서, OP panel 또는 Wincc에서 기동

할 수 있도록 함. 

 

(2) 압축기 기동 및 가스 clean up 수행  

 - WinCC에서 “comp start-up” 버튼을 눌러서 압축기 기동시킴. 

 - CV3128 열고, 냉동박스 전단의 HV3100을 열어서 압축기 상의 순환가스 일부가 냉동박

스 내로 순환되도록 함.  

 - 압축기 전후단의 압력이 안정화 된 후, MCD control을 “On” 시켜 가스 분석기 분석 수행. 

 - 현상: WinCC 화면 상에서는 MV2161, MV2165가 auto mode에서 “Open” 상태로 되어 있

으나, 분석기를 “On” 시킨 후 약 5분 30초 후에도 분석데이터가 화면상에 업데이트 되지 않

음  Issue 10 

 - 조치: GMP/ORS terminal box 상의 X50.2와 gas analyzer terminal box 상의 X50.3과의 

cable이 연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4-core wire 임시적으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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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MV2161, MV2165가 작동됨을 확인함.   Issue 10 cleared 

   

 - gas clean–up을 위해 HV2152, HV2252을 열어 cryogenic adsorber 내로 계통 내의 가

스가 유입되도록 함. 

 - HV2152, HV2252를 열고, QE2160 내로 유입되는 분석가스의 압력 및 유량을 1 bar, 30 

mm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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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스 단위 With cold box Without cold box 

H2O vpm 12.8 4.8 

N2 vpm 2.2 1.5 

CxHy vpm 0.4 0.1 

Oil aerosol ppb 0 -0.5 

H2 % 0.24 0.24 

 - HV2190을 닫은 후, 저압측의 압력을 제어를 위해 HV2142를 통해 고압측의 압력을 9.2 

bar(g)로 유지하면서 가스를 vent 시킴 

 

(3) 냉동박스 고압측 전단의 F3100 내에서 felt 제거 

 - HV3100과 HV3200을 닫은 상태에서 F3100을 열었을 때, 필터에 있어야 할 felt가 없는 

것을 확인 함. 배관 내에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함.  

 - 제거 방법: 압축기 고압배관 측의 가스 압력을 이용하여, HV2190을 1초씩 2~3 회 정도 

반복하여 Pulse 파의 가스 흐름을 생성시켜 배관 내측에 있는 Felt를 불어내는 방법을 적용. 

 - 결과: 수 차례 고압벤트를 시킨 결과, felt가 배관 내에서 빠져 나옴. 

 

 - 계통에서 제거된 felt 표면 상에는 별다른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함. 

 

(4) 터빈 TED 16 설치 

 가. 터빈 설치를 위한 부속품 및 터빈 카트리지 

    

나. 터빈 카트리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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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터빈카트리지 상단 압축 wheel   우측: 터빈카트리지 팽창 wheel 

  

다. dummy turbine cartridge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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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터빈 cartridge 설치 위치 내부에 불순물 확인 및 제거 

  

마. TED 16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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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16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TED 22을 동일하게 설치함. 

 

12. 3월 3일 

(1) 냉동박스 진공배기 및 퍼지 작업 

 가. CV 3128과 CV3130에서부터 저압측의 HV3200의해 차단된 영역을 Hv3203 port를 통해 

진공배기 작업 (PI3205의 압력이 0 bar(a)도달할 때까지), 퍼지작업 후 2 회 더 수행. 

 나. 퍼지작업을 위해 HV3103을 열고, MV3108을 열어 각 터빈의 베어링가스가 유입되는 

영역으로 헬륨가스 유입 (up to 0.2 bar(a), up to 0.9 bar(a), up to 1.2 bar(a)) 

 다. HV2190에서부터 CV3130와 CV3128에 의해 차단된 영역을 HV3102 port를 통해 진공배

기 작업(PI3115의 압력이 0bar(a) 도달할 때까지), 퍼지 작업 후 2회 더 수행. 

 라. 퍼지작업을 위해 HV3103을 열고, 진공배기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약 0.5 bar (a)까지 

헬륨가스 충전. 마지막 충전 시에는 대기압 이상으로 충전함. 

 

(2) 터빈 brake cooler에 냉각수 공급 

 가. 터빈 brake cooler에 유입되는 냉각수 inlet valve open 

 

 나. flow meter인 FV3721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확인함.  Issue 11 

 다. 냉각수 inlet valve를 잠그더라도 flow switch의 lamp가 유량이 제대로 유입되고 있다고 

표현됨.  Issue 12 

 : 나, 다 항목에 대한 부품을 Linde 본사에서 송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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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ld box shell 진공배기 작업 

 - 터빈 카트리지 설치 후 냉동박스 내부 진공배기 작업을 위해, 냉동박스 측면에 있는 저

진공펌프의 흡입부를 분리하여 HV3202, HV3102에 연결하여 진공배기 작업 중에 cold box 

shell 내부로 공기가 일부 유입됨. 

 - Cold box shell 진공배기 작업 수행. 

 

13. 3월 4일 

(1) cold box shell 내부 진공도 확인: 0.04 mbar, 터빈 brake cooler로 유입되는 inlet valve

는 잠그고 oil diffusion pump에 냉각수를 유입되게 한 후 Oil diffusion pump을 작동시킴. 

(2) control cabinet 상에서 heater R2370의 전원 공급을 위한 breaker를 차단한 상태에서

cold box 상단의 heater plug을 삽입함. 

    

(3) HV3100을 완전 개방하여 high pressure side의 압력을 약 6 bar(a)까지 충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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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ansformer 용량 부족 확인  Issue 13 

 - 헬륨압축기 기동 steady mode 3 (HP= 11 bar(a), LP=1.05 bar(a)) 

 - 헬륨압축기 전후단의 압력이 안정화 된 후, 가스 분석기(QI2160, QI2165) 기동 

    가스 순도: 23.0 vpm(H2O), 8.8 vpm(N2), 0.2 vpm(CxHy), 0 ppb (Oil aerosol), 0.10%(H2) 

 - 헬륨압축기의 운전모드를 steady mode 1 (HP= 13 bar(a), LP=1.75 bar(a))로 전환하자 마자 

압축기 운전이 정지 됨. (원인: 230 V transformer의 breaker(21Q5)가 switch off된 상태였음. 

 - transformer 230V-AC의 차단기를 On 한 후, transformer의 전류 측정. (압축기 가동 전에 I 

= 1.1 A가 측정됨) 

    
 - 헬륨저압측 압력을 1.6 bar(a) 미만으로 vent시킨 후, 압축기 기동 후 전류측정. (I = 3.0 A)  

 

 - 각 진공펌프의 요구 전류량 확인 (저진공펌프= 2.2 A, 고진공펌프= 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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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기 가동 상태에서 저진공 및 고진공펌프를 가동한 후, 전류 측정 (I = 6.3 A) 

 - 진공펌프 가동을 정지 한 후, 가스분석기를 가동하면서 전류 측정 (I = 5.0 ~ 6.2 A): 전류

가 높을 때는 Pyrolyzer가 가동할 때인 것으로 확인 됨. 

 - 문제: 압축기가 가동된 상태에서 가스의 순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스분석기를 기동하여야 

하며, 가스 순도가 만족스러울 때 냉동박스 운전이 가능한 상태임. 여기서 cold mode 

permissive에서 진공펌프가 On이 되어야 Cold mode를 기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데, cold mode를 기동하게 되면 헬륨냉동계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230V-AC의 전류량

이 현재 설치된 transformer(최대 전류량= 6.9 A at 230 V)의 용량이 부족함.  

 - 조치: 당장 transformer를 교체하기 어려우므로, 압축기를 운전해서 가스분석기를 기동한 

후 가스의 순도가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면 가스분석기를 off 시킨다. 그리고, 진공펌프를 

기동하여 cold mode permissive를 만족시킨 후, cold mode를 운전한 후 바로 진공펌프를 

정지시켜서 압축기의 운전모드가 변화됨에 따라 필요한 전류량의 여유분을 확보하였다. 

 Linde에 transformer 교체를 요청한 상태임. 

 

(5) 냉동박스 운전 

 - 터빈 brake cooler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flow meter (FV3721) 및 flow switch가 오작동하더

라도, 충분한 냉각수가 brake cooler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냉동박스 운전을 수행하기로 

함. 만약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면, brake cooler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alarm value에 도달하

게 되면 헬륨냉동계통은 자동으로 trip되므로, 계통에 미치는 피해는 없음. 

 - WinCC 화면 좌측 상단의 “Cold mode On”을 선택하여 cold mode 운전 시작 함. 

 - 터빈의 베어링 가스를 형성하기 위해 유입되는 가스의 압력이 RV3108에 의해 3.5 bar(g)

로 조정되는지 확인함. 

 - 터빈 1 (TED 16)이 터빈 2(TED 22)보다 약 9초 정도 먼저 회전하기 시작하며, 각 터빈의 

회전수가 600 rpm이상이 되면 MV3108이 닫히면서 베어링 내로 더 이상의 가스는 유입되

지 않음. 

 - 터빈 1, 2 번이 회전되기 시작하면, CV3130과 CV3150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함.  

 - 터빈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약 두 시간 동안 cold mode를 운전 후 정지

함. Cold mode를 off하게 되면, CV3130이 먼저 닫히기 시작하면서 CV3150가 닫히기 사작

함.  

 - Warm up mode 운전을 하룻밤 동안 수행함. 

 - Question: WinCC 화면에서 TI3270이 상온상태에서부터 저온으로 내려갈 때 heater R3270

이 노란색/회색으로 blinking 되는 현상이 어느 시점에 정지가 됨.  answer: TI3270이 -12 

도 이하로 내려가면 blinking 되는 현상이 멈춤. 

 

14. 3월 5일 
(1) Cold mode permissive 조건 중에 진공펌프가 On되어야 하는 조건 대신에 진공도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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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도달하면 permissive를 만족시키도록 프로그램을 바꾸었으며, 따라서 Siemens 프로

그램을 다시 다운로드 함. 

   결과: 여전히 진공펌프가 켜져야 cold mode permissive를 만족함을 확인 함. Linde에 재

요청 예정임. 

(2) control cabinet 내의 Siemens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Siemens가 작동 

중지되게 되는데 compressor는 통신 중단 error로 인식하게 되어, compressor 판넬에서 

“reset”을 시켜야 함. 

(3) 헬륨저압배관 측 압력 방출 (초기 1.75 bar(a)  1.59 bar(a)  압축기가 정상적으로 정

지될 때마다 CV2250이 빨리 닫혀지지 않아서 저압배관 측의 압력이 1.05 bar(a)에 유지되

지 않고 고압측의 일부 가스가 저압측으로 흘러들어가므로 약 1.75 bar(a) 정도의 가스압

을 유지하기 때문에 압축기를 재기동할 때마다 저압측의 일부 가스를 방출해야 

compressor permissive를 만족시킬 수 있음. 

(4) cold box shell 진공도 확인: 0.0058 mbar 

(5) 토출압이 11bar(a)인 steady mode 3에서 압축기 기동 

(6) steady mode 2 (토출압 = 12 bar(a))로 전환시킴  steady mode를 바꾸면서 토출압이 증

가될 때에는 loading valve인 Cv2160이 열리면서 가스가 압축기 흡입부측으로 유입되어 

토출부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토출부의 압력이 설정값에 도달하면 CV2160이 닫힌다. 그

러나 토출부의 압력은 밸브가 닫히더라도 약간 더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unloading valve인 CV2150이 열리다가 토출부의 압력이 설정값에 도달하면 닫힌다. 그러

나 토출부의 압력은 밸브가 닫히더라도 약간 더 감소하게 되므로 설정값을 유지하기 위해 

CV2160이 다시 열리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몇 차례 반복되면서 점차적으로 설정값에

서 벗어나는 정도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토출부의 압력이 설정값을 유지하게 된다. 

(7) 가스 분석기 기동하여, 가스 순도가 요구조건에 만족됨을 확인한 후 정지시킴 

(8) 진공펌프를 기동하여 cold mode permissive를 만족시킨 후 cold mode 운전 시작 후 진공

펌프 가동 중단. 

(9) 압축기의 load mode를 바꾸더라도 압축기 상의 Hz, rpm이 변경되지 않음을 확인함. 

 Issue 14 

 - 현상: WinCC 상의 압축기의 rpm (600 rpm)과 압축기 panel 상의 rpm이 다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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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 압축기 terminal panel 내의 N3의 terminal과 ORS/GMP terminal panel 내 92A3 

SI2110사이의 cable이 연결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cable을 결선함. 

    

   

- 결과: 압축기에서 load mode가 변화함에 따라 압축기의 rpm이 변함을 확인함.  Issue 

14 cleared 

 

(10) WinCC 화면 상의 좌측 상단에 있는 “Start/stop comp”, “Stop/start CM”, “Start/Stop WM” 

버튼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하면, 명령어가 그대로 작동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잘못된 실

수로 운전 중이던 헬륨냉동계통이 갑자기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  Issue 

15 

 - Linde 본사에 상위 버튼을 클릭할 때 운전자의 의도를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창이 

뜨면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야 명령어가 작동되도록 요청하였음. 

 - WinCC screen 화면의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하여, 다운로드 하였음.  Issue 15 cleared 

 

(11) WinCC에서 data 내보내는 방법 

 - data trend 창에서 원하는 시간 때의 데이터가 화면으로 그래프화 되도록 선정을 한 후, 

Siemens에서 데이터가 계속 WinCC로 올라오는 것을 정지시키기 위해, trend 창의 상단 우

측에서 두번째 버튼을 누른다. 

 - 상단 우측의 첫번째 버튼인 저장버튼이 active 되면서 데이터를 csv file로 저장할 수 있다. 

 - csv file이 어느 폴더에 저장이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음  Issue 16 (린데에 질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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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ld box 내부에 사용된 재질의 thermal shock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헬륨가

스의 온도가 낮아지는 속도는 1K/min로 제어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음. 

 

(13) 계통이 상온에서 14K까지 cool down 되는 시간은 약 4시간 20분 정도 소요 됨. Cool 

down mode가 완료된 후 계통은 cold mode에서 heater의 발열량이 증가하면서 계통에서 생

성되는 냉동용량을 흡수하면서 IPA supply 온도를 14K, heater 후단의 온도를 18K으로 유지

한다. 

 

(14) heater의 발열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림을 확인. 최종 히터의 발열량을 확인하

기 위해, 계통의 운전 상태를 그 다음날까지 유지하도록 함. 

 

15. 3월 6일 

(1) 수소운전모드에서 최대냉동용량을 확인한 결과 약 1000 W 임을 확인함. 압축기 후단의 

유속은 약 57g/sec이었으며, 압축기 bypass valve인 CV2250이 약 50% 정도 열린 상태임. 

냉동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압축기 high pressure side 압력을 11bar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시켜보았음. 

 - 12 bar에서의 냉동용량: 1120 W 확인 됨. 

 - 냉동용량이 설계값보다 작게 나오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히터의 건전성 확인, 히터에 

공급되는 전력량을 multi meter와 clamp meter를 사용하여 전류 전압을 측정하여 계산, 히터

의 power controller에서 나오는 input 값의 입력단자인 EI3240을 loop calibrator로 4mA, 

12mA, 20mA에 해당하는 출력값을 OP panel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등 여러 작업을 수행해 

보왔으나 명확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음. 

 - 최대 냉동용량에서 turbine 2 (TED22)의 운전성, 압축기 bypass valve의 opening rate를 고

려해 볼 때, cold box 내부에 알지 못하는 압력강하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해 봄. 

 

(2) 압축기 전후단의 온도센서가 없기 때문에, 열교환기의 효율을 확인하는 것이 현 계통에

서는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압축기로 유입되는 저압측의 가스의 온도는 -10 °C이하가 되지 

않아야 하나, 이를 실제 측정할 수는 없으나 압축기로 유입되는 배관의 표면에 성애가 끼지 

않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함. 

 

(3) PI3591 즉 수소박스 내에 있는 772-PT-002에서 측정되는 압력 값을 헬륨냉동계통 

WINCC에서도 PI3591로 나타낼 수 있도록 cable을 연결함. 

 - 헬륨냉동계통에 있는 압력센서의 범위가 보통 0~16 bar(a)까지의 압력범위를 4~20mA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는 772-PT002에서 지시하는 값과 다름. 따라서 헬륨냉동계통 프로그램

에서 이를 보정함. (PI3591에 공급되던 24V cable 제거 후, cable 5,6번으로 자리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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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10 PM: warm up mode를 선택하여 cold box 내부 온도를 상승시킴. 

 

16. 3월 9일 

(1) 오전 9시 35분: warm up mode를 정지한 후, 압축기 운전을 정지함. 

(2) 최대 냉동용량을 생산해 내지 못한 부분을 고려하여 Linde에서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

였으며, 이를(taj060309) Siemens에 다운로드함. 

(3) 오전 9시 40분: cold box shell 내의 진공도가 0.153 mbar임을 확인하고, 진공펌프를 작동

하였음. 진공펌프를 작동한 후 MV3990은 2분이 흐른 후 열리는 것을 확인함. 

 - 진공도가 0.01712 mbar 에 도달한 후에 진공펌프를 정지함.  

(4) 냉동용량 재확인을 위해 냉동기 운전 

 - 오전 10시 25분: 압축기 토출 압력을 10.50 bar(a)로 설정한 후 압축기 운전 시작 

 - 오전 10시 35분: gas analyzer 분석 시작 

 - 오전 10시 45분: 압축기 토출 압력을 11 bar(a)로 증가시킴 

 - 오전 11시 10분: cold mode on을 선택하여 cool down mode 시작함.  

 - 오후 3시 01분: 압축기의 압력을 13 bar(a)로 설정함. 

 - 오후 3시 30분: cool down mode 완료 

 - 오후 4시 57분: 아래 (5)번 항목을 만족시키기 위해, CV3173의 high limit를 80%에서 

73%로 변경함.  

 - 오후 5시 39분: 히터의 발열량이 약 1300W 임을 확인함. 압축기 토출압력을 13.25 bar로 

증가시킴. 

 - 오후 5시 52분: 토출압력을 14bar(a)로 설정함. Loading vlave인 CV2160이 열리지 않으면

서 토출압력의 설정값을 만족시키기 위해 GMP가 작동되지 않음을 확인함.  Issue 17 

 - 오후 6시 03분: 압축기 토출 압력을 다시 13.25 bar(a)로 재설정함. 냉동용량이 1319 W임

을 확인함. 

 

(5) 냉동기가 저온모드로 운전 중일 때, PI3240과 PI3165의 압력차이가 0.5 bar 미만으로 내

려가면, CV3173의 high limit를 조금 조절하여 압력차를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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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월 10일 
(1) 약 15시간 경과 후, 13.25 bar(a)의 압축기 토출압력에서 최대 냉동용량이 1270W 임을 

확인함. cold mode 정지함.  

 

(2) WinCC의 키보드가 작동되지 않아서, WinCC 프로그램을 deactivate 시킴 후에 reboot를 

시키려고 했으나 되지 않음.  WinCC 본체의 OS 프로그램의 일부가 손상되어 reboot가 되

지 않았으며, 컴퓨터의 날짜를 하루 전으로 회귀시켜 OS 프로그램을 회복하여 WinCC를 부

팅함.  

 

(3) 낮은 냉동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cold box 내에 있는 adsorber를 헬륨버퍼탱

크 내의 가스를 흘러 보내주면서 regeneration 수행함.  

   

     



 95 

   

   

   
 

(4) cold box “Warm up mode”를 선택하였으며, warm up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cold box 

내부의 진공도를 건조질소를 사용하여 13 mbar까지 증가시킴.  

(5) 압축기의 토출압력을 11 bar(a)까지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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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월 11일 
(1) 용량이3 KVA인 transformer를 구입하여, control cabinet에 설치함. 

   
교체 전      교체 후   

   
 

 - 전류 측정 

 가. 압축기 가동전: 1.0 A 

 나. 압축기 가동: 2.8 A 

 다. 압축기 가동 후 저진공펌프 가동: 4.3A 

 라. 다의 조건에서 가스 분석기 작동: 5.9 A 

 마. 라의 조건에서 pyrolyzer까지 작동: 6.9~7.1 A 

 바. 라의 조건에서 oil diffusion pump 작동: 7.5 A 

 

선정된 transformer의 용량이 문제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21F5의 브레이커의 용량을 16A에

서 20A 이상의 용량으로 교체해야 함  Linde에 요청한 상태임. 

후단에 있는 21Q5의 브레이커의 용량은 10A 로 재조정하여, 모든 기기가 운전되더라도 브

레이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함. 

 

(2) 압축기 압력 증가 시험  

 - 압축기를 11 bar(a)의 토출압력에서 기동.  

 - 토출압력과 흡입압력이 안정화 된 것을 확인하고, 12 bar(a)까지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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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축기 전후단의 압력이 안정화 된 것을 확인하고, 13 bar(a)까지 증가시킴. 

 - 매 압력상승시 마다 압력이 안정화 됨을 확인하고, 0.2 bar(a) 단위로 증가시킴. 

 - 13. 8bar(a)의 토출압력까지는 안정화되었으나, 14 bar(a)를 설정하였을 때 loading vlave와 

unloading valve가 작동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3) gas analyzer의 분석값이 pyrolyzer가 작동할 때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불순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pyrolyzer가 작동할 때, 내부의 히터가 400°C까지 가열되

면서, 다른 불순물의 함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잘못된 현상이 아님을 확

인함.   

 

(4) cold box 상에 설치된 터빈 1, 2이 제대로 운전되지 않는 이유가 계통 내의 알지 못하는 

압력강하로 예측하였으며 압력강하를 일으킬 수 있는 turbine inlet filter가 불순물에 의해 막

혀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터빈 1, 2를 분해하여 inlet filter를 확인함.  

   
TED 16 inlet filter    filter 상에 있던 이물질 

   
TED 22 inlet filter    filter 상에 있던 이물질 

 

Linde 본사에 위의 사진을 송부하였으며, 확인한 결과 위의 그림과 같이 작은 입자들은 보

이나, 터빈의 운전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압력강하를 일으키지는 않는 정도인 것으로 결론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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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월 12일 

(1) 터빈을 cold box 상에 재설치함. 

(2) OP panel 상에 아래와 같은 화면 에러가 발생함. 

 

 - transformer를 교체하기 위해, control cabinet의 전원을 차단하였을 때 UPS battery가 작동

되지 않아서 Siemens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삭제됨. 

 - 조치: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로드 한 결과 OP panel에 데이터가 나타남. 

(3) cold box shell 내의 고진공 생성을 위해 진공펌프 작동함. 

 

20. 3월 13일 
(1) “KAERI emergency stop”이 activated 되어 있어서, 진공펌프가 작동되지 않음을 확인함. 

 - 현상: input/output module에서 “red light”가 들어와 있어와 있었으며, 이는 siemens와 계측

기가 통신이 되지 않는 것을 나타냄. Relay 단자인 75 KA2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

함. 

 - 조치 1: KAERI emergency stop을 위해 연결된 cable을 단자에서 분리시킨 후, jumper를 

연결한 결과 75KA2에 불이 들어오면서 output module에 들어온 “red light”가 해제 됨. 

 - 조치 2: 100KA1 relay 단자와 연결된 75S1 단자의 cable이 느슨해져서, relay 단자에 불이 

들어오지 않음을 확인함. cable을 다시 체결한 후, input module의 “red light”가 해제 됨. 

 

(2) WinCC screen에서 호출되는 P&ID를 최신 버젼으로 변경함. 

 - C:\documents and settings\KAERI\TJ06_PID_.pdf 

 

(3) turbine 재설치 후 cold box 내 진공배기 및 퍼지 작업 수행 (약 3회 수행) 

 

(4) 압축기를 정지한 후, 재가동을 시켰을 때 1st coalescer(S2110)의 레벨게이지가 high 임에

도 불구하고, PIV2810이 열리지 않음.  

 - 조치: manual mode로 변경한 후 MV2810을 1sec 동안 열어 오일을 압축기로 돌려보냄. 

 - 본 내용에 대해서 Linde에 질의함.  Issu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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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월 19일 
(1) 팽창터빈 내 inlet filter, inlet filter spring 교체  

 - 두 팽창터빈 X3130, X3150 내 inlet filter와 inlet filter spring을 교체를 하였음. 교체된 

X3150의 inlet spring filter의 크기가 기존에 설치된 것이랑 다른 것이 특징이었음. 

 - 기존에 설치된 inlet filter와 inlet filter spring을 다시 Linde에서 회수를 해 갔으며, filter 표

면 상의 이물질을 microscopic lens를 이용하여 이물질 또는 압력강하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

는지 파악하기로 함.  

 

(2) 팽창터빈에 압력계 설치 

 - 터빈내로 유입되는 가스의 압력과 출구 압력 상의 undefined pressure를 측정하기 위해 

팽창터빈 상단의 brake cooler의 저압측에 압력계를 설치함. 압축 휠 주변의 8개의 구멍에 

의해 헬륨의 inlet stream이 유출됨. 

 

(3) 팽창터빈 내부 purging 및 진공배기 작업 수행 

 - 팽창터빈 부속품을 교체하고, brake cooler 하단에 압력계를 설치한 후, 팽창터빈 내부와 

전후단 영역 (CV3130, CV3128에 의해 차단된 영역에서부터 HV3100에 의해 갇힌 영역)을 

퍼지하기 위해 1 bar(a) 이상의 가스를 두 차례 유입하고, 진공배기 함. 

 

(4) 압축기 및 가스분석기 기동 후 CV3173, CV3175, 그리고 CV3173을 수동모드로 천천히 

열어 압축기 내의 가스를 냉동박스 내로 유입시킨 후, cryogenic adsorber를 사용하여 가스 

순도제어작업을 수행함. 가스 분석기에서 분석되는 가스의 순도가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확

인 한 후, 헬륨버퍼탱크 내에 충전되어 있는 헬륨가스의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 헬륨압축기

의 고압력을 낮추거나 높혀 가스분석기에서 분석되는 가스의 순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

함.   결과: 불순물의 농도가 올라가는 현상은 보이지 않아 헬륨버퍼탱크 내 충전된 헬륨

가스의 순도는 헬륨냉동계통 운전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함. 

 

(5) 냉동박스의 저온모드 운전 수행 

 - 저온모드 운전을 선택을 하면, PV3108이 열리면서 팽창터빈 축으로 고압의 헬륨가스를 

공급하고 터빈의 회전속도가 600 rpm 정도에 도달하면 제어로직에 의해 다시 닫힘. 

 - 팽창터빈이 저속에서 고속으로 속도를 증가할 때, 팽창터빈이 점멸하는 현상이 보이며 

이는 turbine conditioning이라 함. 위 작업을 수행하는 이유는 팽창터빈의 일부는 고압의 가

스가 팽창되면서 냉각되나 여전히 다른 일부는 뜨겁기 때문에 축(shaft)과 축 주변에 형성되

는 gas bearing 사이의 아주 좁은 공간에서 열(온도)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끼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냉동박스 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축을 통해 이어진 

팽창부와 압축부의 열평형을 이루기 위해 팽창터빈 자체의 제어로직에 의해 속도를 제어하

는 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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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냉동박스 저온모드 정지 후, 압축기 토출압력을 줄임.  

 - Cryogenic adsorber에 충전된 액체질소가 완전히 dryout 된 후 cryogenic adsorber 내 활

성탄에 trapping 되어 있던 불순물이 다시 계통 내로 유입되었음을 확인 함. 

 - 조치: (1) 헬륨압축기는 계속 운전상태를 유지하고, 다음날 cryogenic adsorber에 액체질소

를 충전한 후 가스순도제어작업을 재수행하기로 함. 

 (2) 헬륨압축기의 토출압력을 증가시켜 헬륨버퍼탱크 내 충전된 가스의 오염 여부

를 확인한 후, 오염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출압력을 감소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로 함. 

 (3) 냉동박스 내부의 가스 순도 제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warm-up mode를 선

택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모드로 CV3128, CV3175을 천천히 열면서 냉동박스 

내로 가스를 순환시키면서 가스분석기로 분석을 수행하기로 함. (이유: Warm-up mode로 설

정을 하게 되면, 냉동박스 내부 온도가 300K에 도달할 때 warm-up mode가 자동으로 중단

되고 또한 헬륨압축기가 HP reduced step을 거친 후 자동으로 정상정지 되도록 제어로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압축기의 정상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공압밸브를 수동으로 

제어하는 것이 효율적임.) 

 

22. 3월 20일 
(1) Transformer 전단의 브레이커 교체 

 - 21F5의 용량을 16A에서 25A까지 허용할 수 있는 브레이커 교체 

 

(2) 가스 순도제어작업을 완료 후, 헬륨냉동계통을 정지하여 PLC에 새로운 프로그램 다운로

드 수행. 

 

(3) 헬륨냉동계통 운전 절차에 따라 압축기 기동에서부터 냉동박스 저온모드 운전을 수행 

 - 냉동박스 내부 재질의 thermal stress를 피하기 위해 냉동박스가 저온으로 냉각되는 동안 

CV3124, CV3122의 개도 율을 조절하여 warm 가스를 내부로 흘려 보내주면서 0.1K / 6 sec

의 속도로 냉각시킴 

 - 새로운 프로그램 상에서 저온모드로 운전되고 얼마 후 팽창터빈 내부의 얼어붙은 불순물

입자에 의해 X3150이 회전되지 않아서 냉동박스 trip이 두 차례 발생함. 

 - 조치: MV3108을 열어 X3150을 퍼지 시킴.  TI3155의 온도가 99 K에서 120 K까지 증가

할 때까지 수행. 

 - 결과: 다시 저온모드 운전을 수행한 결과, X3150이 정상적으로 회전됨을 확인함. 

 

23. 3월 23일 
(1) 추가로 설치한 압력계에서 측정된 압력 확인  

 - X3130: PI 3130  10.27 bar(a), 추가 설치된 압력계  8.5 bar(a), PI3165  6.42 bar(a) 

 - X3150: PI3150  6.09 bar(a), 추가 설치된 압력계  2 bar(a), PI2240  1.05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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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NCC의 키보드가 작동되지 않아서, system을 재부팅 할 수 없는 문제를 발견함. 

 - 조치: 키보드를 다른 것으로 교체한 결과, 문제 해결함. 

 

(3) 헬륨냉동계통의 냉동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운전변수 및 조절변수들을 조정

함. 

- 헬륨압축기 토출압력 

- TC3240 controller 에서 integration time, Dead band, Gain, 그리고 Setpoint ramp up/down 

- SC3151의 integration time, Gain 

- PC2240 controller 에서 LP-HP ratio 

- PC3165 controller 에서 CV3170의 high limit  

- TC3165 controller 에서 CV3124의 gain 

- 압축기의 speed set point 

 결과: 헬륨압축기 고압력 14 bar(a)에서 냉동용량 1500 W를 확인함. 그러나 이는 제작검사 

시에 수행한 조건과 상이한 결과임. 

 

24. 3월 24일 
(1) 헬륨압축기에서 고려되는 헬륨가스 질량 계산식 (실험식) 

9893.0))((_)(0615.1sec)/( ×××= abarpressurelowHzfrequencygm  

 

(2) CV2250의 개도율에 따른 질량유속 

   Position=1: 100          %           mass flow rate (g/sec) 

   Cvs: 5.3    44   10 

   PI2150: 13bar(a)   20    3 

      10    2 

      5    1.5 

 

(3) 공장제작검사 수행 시 산출되었던 냉동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운전조건을 모사하

여 시험을 수행하기로 함. 

 - 헬륨압축기 고압력: 12 bar(a) 

 - 헬륨압축기 저압력: 1.05bar(a) 

 

(4) 저온모드 운전 수행 중, X3150 후단의 출구온도가 9 K 미만으로 낮아져서 냉동박스 정

지 발생. 

 - 냉동박스의 온도를 약간 올린 후, 저온모드를 다시 수행하였으나 다시 X3150 출구온도가 

너무 낮아 정지 발생. 

 - TC3165 controller에서 CV3124의 integration time과 gain, 그리고 SC3151와 TC3240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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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값 들을 원래대로 복원한 후, PV3108을 열어 X3150 후단의 온도를 96K 이상으로 올린 

후 다시 저온모드 운전을 수행하였으나, 동일한 원인으로 냉동박스 정지 재발생. 

 - 헬륨압축기의 고압력을 다시 13 bar(a)로 증가시키고, PC2150 controller 에서 Ratio LP-HP

의 값을 변화시킨 후, 저온모드 재 수행.  냉동박스 내부 heater의 반응이 너무 느려서 

R3270을 수동모드로 설정하여 hand value를 X3150 후단의 온도가 9K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봄.  

 - PC2150 controller에서 CV2150, CV2160의 gain 값을 수정해 보았으나, 헬륨압축기 고압

력과 저압력이 크게 요동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CV3130의 개도율도 증가/감소

의 요동현상을 초래함.   요동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헬륨압축기 고압력을 증가시키고, set 

point를 증가시킨 후 조금씩 내리면서 CV2150, CV2160, CV2250의 개도가 요동치지 않도록 

조치 함. 

 

25. 3월 25일 
(1) 팽창터빈의 회전속도를 검증하기 위해 frequency meter를 준비함. 

 

(2) 헬륨압축기 고압력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heater가 갑자기 꺼지면서 X3150의 출구온도

가 너무 낮아져 냉동박스 정지 발생. 

 - 히터 R3270 브레이커 30Q1의 차단기가 내려가 있고, CNS 주전력은 살아 있는 상태였음. 

 - ground relay (30KA7)의 불이 점멸하면서 fault 신호를 보임. 

 - 조치: heater로 유입되는 power controller cable의 전류 측정 (2.6A)x 3, Voltage = 400V  

이상 없음을 확인. 헬륨냉동계통을 shutdown 한 후, insulation = 550MΩ x 3 측정. 

 

(3) 헬륨냉동계통의 모든 설정변수값을 원래대로 복기한 후 저온모드 운전 수행. 

 - TC3240 controller 의 gain을 변경한 후 헬륨냉동계통에서 소요되어야 하는 냉각용량에 대

해 heater가 빠르게 반응하여 발열량이 증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헬륨압축기 고압력, 저압

력의 요동현상이 발생함. 

 - 팽창터빈으로 유입되는 냉각수 흐름이 없음, X3150 후단의 온도가 너무 낮음, 그리고 

X31310의 brake cooler의 온도가 너무 높다는 알람이 발생한 후 냉동박스 정지됨. 

 

26. 3월 26일 
(1) 팽창터빈의 회전속도를 frequency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정상임을 확인. 

 

(2) 저온모드를 재수행하였으나, X3130 회전속도가 너무 느리고, X3150의 회전속도가 너무 

빨라서 냉동박스가 정지 됨.   정지 된 후, X3150의 brake cooler 표면이 너무 뜨거운 것

을 확인함. 

- 문제: 이제까지 냉동박스 trip이 발생한 요인은 brake cooler 상단에 있는 brake valv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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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조치: brake valve CV3131, CV3151의 input signal (4~20 mA), output signal (0~10V)를 디

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해 보았으나 밸브 open이 fail 됨을 확인 함. (참고: 4 mA  

open, 20mA  close)  Spare 부품으로 교체한 후 calibration 수행함. 

 

(3) OP panel의 스크린 상 문제 점 발생 

 - 각각의 팽창터빈 회전속도가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brake cooler의 온도가 각각 달라야 

하나 동일함을 확인함.  Linde에 변경 요청. 

 

27. 3월 27일 
(1) OP panel 프로그램 download 수행하여 전날 발견된 문제점 해결. 

 

(2) heater power meter 결선 보완 작업을 수행. 

 

(3) GMP panel 상의 압력 요동 현상 

 - 헬륨 고압력이 설정값에 도달할 때, 갑자기 CV2150이 100%까지 열리면서 고압력이 설

정값 이하로 낮아진 후, CV2150은 닫힌다. 낮아진 고압력을 설정값으로 높이기 위해 

CV2160이 열리면서 압력이 올라 간 후, 처음과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어 요동 현상이 발생

함. 

 - 헬륨 고압력 설정값을 낮춘 후, CV2150이 열리지 않게 하고, CV2160만 열리게 하여 고

압력 설정값을 조금씩 (0.2) 증가시키면서 압력 안정화를 시도함. 

 

28. 3월 28일 
(1) 주말 동안 헬륨압축기를 가동 시킨 후, 계통 내 질소 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여 헬륨버

퍼탱크 내로 오염됨 가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Emergency stop을 수행함. 

 - cryogenic adsorber를 이용하여 계통 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액체질소 충전함. 

 - 헬륨압축기 재기동 전에 CV2150을 수동모드로 닫힌 상태를 유지함. 

 - 기동 후 고압력 설정값을 1 bar(a) 정도 낮추어서 loading valve가 열리지 않도록 하고, 압

축기의 고압력이 13 bar(a)가 되면 고압력 설정값을 13 bar(a)로 올리고 가스 분석기를 작동

시킨다.  이유: 압축기 내부 internal bypass valve를 통해 순간적으로 고압의 가스를 압축

기 suction으로 보내서 압축기의 압력을 build-up 하는데 용이하게 하고 고압력 설정값이 낮

아짐에 따라 전류도 적게 사용하면서 고압을 생성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압축기가 부드럽게 

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X3150 해체 한 후, 팽창터빈 내부 nozzle cover와 nozzle disk의 gap이 0.1 mm (spring 

역할 수행)인지 확인 함  nozzle cover 단면을 통해 bypass 되는 유량이 있는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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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월 31일 
(1) 팽창터빈의 brake valve의 결선을 확인하기 위해 헬륨냉동계통 정지. 

 - UY3131, UY3151 X70.1의 circuit을 open 한 후, 전류(4~20mA)을 흘려 보내주면서 brake 

valve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 

 - 문제 (1): X70.1 102, 104에 물려있는 cable tie가 너무 안쪽으로 삽인 된 후 연결되어 전

류가 통하지 않는 open loop가 형성됨. 

    (2) brake valve의 극성이 변경되어 있었음. 따라서 wire의 termination을 brown color 

wire  11+, white color wire  12-로 재연결함. 

 - 조치 후 brake valve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함. 

 

(2) 압축기 기동 후, 저온모드 운전 수행 

 - CV2250  47%, HP  12bar(a), LP 1.12 bar(a), speed set point  82% 인 경우 냉동용

량이 1360W임을 확인함. 

 - 압축기의 speed set point와 고압력을 증가시키고, 저압력을 감소시키면서 냉동용량이 증

가되는지 시험 수행. 

 - CV2250  38%, HP  13bar(a), LP 1.17 bar(a), speed set point  82%, CV3124  29% 

인 경우 냉동용량이 1540 W로 증가됨을 확인함. 

 

(3) 저온모드 운전을 중단한 후, 냉동박스을 단 시간 동안 warm-up mode 운전을 수행 한 

후 중수소 모드에서 냉동용량 확인을 위한 저온모드 운전 수행. 

 - CV2250  49%, HP  12bar(a), LP 1.12 bar(a), speed setpoint  82%, Ratio HP-LP  

10.7인 경우에 2458W의 냉동용량을 확인 함. 

 

30. 4월 1일 
(1) 헬륨냉동계통을 warm-up mode로 운전하여 계통 내에 있는 불순물 가스를 제거하기 위

해 가스 순도제어작업을 수행. Warm-up mode 완료 후 질소 불순물 농도: 76 vpm 

 

(2) WINCC cold box 스크린 화면에서 중수소 모드에서 수소모드로 전환 한 후, 저온모드 운

전 수행. 

 - target 온도인 극저온에 거의 도달할 무렵에 헬륨 고압력 및 저압력의 요동 현상이 발생

함. 따라서 냉동박스를 정지시킴. 

 - GMP 상의 압력을 안정화 시킨 후, 다시 저온모드를 시작하였으나 온도가 target 온도에 

거의 가까워지면서 압력요동 현상이 다시 발생함. 

 - 따라서 냉동박스를 정지한 후, 다시 warm-up mode 운전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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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월 2일 
(1) GMP 상의 CV2250의 integration time이 너무 짧아서 압력요동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

론하고, PLC 상에 프로그램을 download 함. 

 

(2) CV2250의 개도율이 너무 커서 공장제작검사 수행 시 적용된 운전조건을 모사하더라도 

냉동용량이 적게 생성되는 것으로 추론하여, PC2240 controller 에서 ratio HP-LP, 그리고 헬

륨고압력을 증가시키면서 CV2250의 개도율을 점점 줄여가면서 냉동용량을 확인하는 시험

을 수행함. 

 - HP  13.70 bar(a), LP  1.13 bar(a), CV2250  13.6 %의 운전조건에서 1540W 냉동용량 

확인. 

 

32. 4월 3일 
(1) 중수소 모드에서 헬륨 고압력, 저압력, CV3124, CV3175, CV2250이 변화되는 운전조건에

서 시험을 수행하여 냉동용량을 확인함. 

 

(2) 냉동박스 내부에 있는 히터 R3270의 발열량 확인 시험 수행. 

- 외부에 power meter를 아래와 같이 결선한 후, EI3240의 %에 따라서 WINCC에서 보여지

는 값과 power meter에서 측정하는 값을 비교하는 시험 

 

- Digital power meter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보내 검교정 작업을 의뢰하여, 측정된 값의 

신뢰도를 파악함. 

 - 3 phase 3 wire (Measurement of 2 Voltages and 2 Current) at 460 V 

UY3240 [%] EI3240 [W] 
(1) 

External 
Digital Power 

Meter [W] 
(2) 

Calibrated 
power meter 
by authorized 
organization 

[W] (3) 

(3)-(1) (3)-(2) 

100  2455  2454  2459  4  5  

90  2215  2248  2253  38  5  

80  1860  2009  2014  154  5  

70  1540  1765  1769  22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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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230  1510  1514  284  4  

50  930  1238  1241  311  3  

40  660  1003  1006  346  3  

30  400  725  727.2  327.2  2.2  

20  225  464  465  240  1  

10  -  -  -  -  -  

 

33. 설치 후 성능확인 시운전 최종 결과 
 
  Refrigeration Performance 
  H2-Operation Mode D2-Operation Mode 
Date [-] Apr. 2~3 Apr. 3~4 
Time [-] 9:00 AM ~ 2:00 AM 9:00 AM ~ 3:00 AM 
    
Parameters    
GMP high pressure - PI2150 (1 [bar a] ) 13.2  13.7 12.0 
Cbx inlet temp. [K] 289 290.8 
GMP low pressure - PI2240 (1 [bar a] ) 1.13 1.05 
    
Performance    
Guaranteed refrigeration [W] 1500 2000 
Measured performance 
R3270-EI3240 (1 [W] ) 1540 2200 

PI3165 (1 [bar a] ) 8.1 8.4 
TI3165 (1 [k] ) 14 19 
PI3240 (1 [bar a] ) 7.6 7.9 
TI3240 (1 [k] ) 18 24 
FI2191 (1,2 [g/s] ) - - 

(1) Average value according to the recorded trends over a period of 6 hours 

(2) For information only, average calculated value over a period of 6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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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 운전 모드의 냉동용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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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수소 운전모드에서의 냉동용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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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 연계 시운전 
 
 냉동기 제작사인 LINDE에서 파견된 시운전 기술지원자와의 원자로 연계시
운전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헬륨냉동계통 전반에 대한 건전성 확인 및 정상운전을 
수행하였다. 
 
 헬륨냉동계통 상에 충전되어 있는 헬륨가스 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가
스 순도제어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헬륨압축기 기동 전 준비작업을 완료한 후, 정상
운전을 수행하였다. 헬륨압축기 토출압력(PI2150)이 운전 설정 압력 (11 bar(a))에서 
정상적으로 유지되다가 30초 동안 갑자기 0 bar(a)까지 낮아지더니 이후 헬륨압축기 
trip 압력인 14.6 bar(a) 이상으로 도달한 후 헬륨압축기가 정지하는 현상이 발생하
였다.(2009년 7월 7일 발생) 헬륨압축기가 일시정지되는 상황에서 헬륨압축기로 유
입되던 냉각수 유량 및 온도는 설계값 이상으로 유지되어 있었으며, 또한 GMP 상
의 자동공압밸브를 구동하기 위한 공기압력도 충분하였다. 
 본 현상에 대해 Linde에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가능한 원인을 압축기 후단
에 있는 오일분리기 상의 안전변의 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에서 작동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점검하였다. 
 
 (1) 헬륨압축기 내에 있는 venting line 상의 shut-off valve가 열려있는지 확
인 
 (2) 오일 분리기 내에 있는 filter에 이물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순간적으로 
압력강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오일 분리기 filter 교체 필요성 
 (3) PT2150 관련하여 연결 부분이 tight하게 조립되어 있는지, 센서 자체의 
건전성 상실, 또는 관련 input card의 결함 
 
 위 (1)번의 항목에 대해서 압축기 내부를 확인한 결과, shut-off 밸브는 열려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헬륨냉동계통 배관 작업의 청결성 및 세정 
작업을 고려해 볼 때 발생하기 어려운 문제로 판단되어 (2)번 항목은 최후 선택항
목으로 보류하였다. (3) 번 항목인 PT2150의 connector의 납땜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PT2150을 헬륨냉동계통에서 분리한 후, loop calibrator를 
연결하여 전류값을 확인한 결과 5.0 ~ 24.57 mA의 범위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
이 발생되어, PT2150 센서 자체의 결함이 문제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Spare 부
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센서로 교체한 후, 헬륨냉동계통에 연결하여 장기운전 건전
성을 시험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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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륨압축기가 정상운전 됨을 확인 한 후, cryogenic adsorber에 액체질소를 
충전한 후, 계통 내 헬륨가스의 불순물 함량을 확인 하기 위해 가스분석기를 가동
하였다. 헬륨압축부분에 충전되어 있는 헬륨가스의 순도가 요구조건을 만족시킴을 
확인한 후, WINCC 냉동박스 화면에서 “warm-up mode”를 선택하여 순환되는 헬륨
압축기는 물론 냉동박스 내부의 헬륨가스까지 순환되어 Cryogenic adsorber에 의해 
불순물이 제거되도록 하였다. 
 “warm-up mode”로 운전을 하는 경우, 냉동박스 내부의 온도가 300 K에 도
달하게 되면, “warm-up mode”는 제어로직에 의해 자동으로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
고, 이후 헬륨압축기도 정상운전 모드에서 “Reduced HP mode”로 돌입한 후 헬륨압
축기 고압력이 약 8 bar(a)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정상 정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
다. 
 Cryogenic adsorber를 사용하는 도중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헬륨 
고압측과 저압측이 연결되어 고압측의 가스가 저압측으로 유입되고 저압측에 있는 
RV2250 (Relief valve)이 열리면서 계통 내 헬륨가스가 의도치 않게 외부로 순간 방
출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 OP 
panel의 “warm-up mode” operation condition에서 warm-up mode가 termination 되는 
온도를 300K 에서 350 K으로 변경시켜 운전하는 방법, 둘째, 냉동박스 내 가스가 
순환될 수 있도록 일부 자동공압밸브(CV3128, CV3124, CV3122, CV3175, Cv3170, 
CV3290)를 수동모드로 전환하여 밸브의 개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운전 개념 상, 
OP panel의 warm-up mode가 termination 되는 온도를 변경하는 것은 제작사인 
Linde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두번째 방법을 선정하여 가스 순도 제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스 순도제어작업을 완료한 후, 냉동박스의 저온모드 운전을 수행한 결과 
90분 경과 후 “CV3150 positioner failure”로 냉동박스가 일시정지 되는 현상이 발생
하였다.  (2009년 7월 23일 발생) Positioner가 failure가 된 원인은 CV3150의 운전
변수로 설정된 값의 일부가 제작 후 설정된 값과 틀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
완한 후, auto initialization mode를 설정하여 CV3150의 작동성을 확인한 결과 이상
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냉동박스의 저온모드 운전을 재 수행한 후, 냉각수 failure에 의해 냉동박스
가 일시정지되는 현상이 또 다시 발생하였다.  (2009년 7월 23일 발생) 냉동박스 
상단에 있는 flow switch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light가 “yellow”에만 불이 들어온 상
태였으며, 후단에 있는 flow meter의 유량은 정상적인 유량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즉, 냉동박스가 정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light가 “yellow 1개 + green 2~3개”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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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있어야 한다. 따라서 flow switch를 조정하기 위해 조절나사가 들어있는 cover를 
벗긴 후, 내부에 있는 조절나사를 돌려서 상단의 light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
인을 하고 다시 cover를 닫은 후 냉동박스를 재기동한 결과, 더 이상 동일한 원인
으로 냉동박스가 일시정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flow switch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inde 제작사 도서 참조) 
 
 냉동박스가 저온모드로 운전되는 도중, 냉동박스의 cool down speed가 너무 
빨라서 수조내기기 내로 내보내는 밸브 (CV3170)의 개도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닫
히게 된다. 따라서 수조내기기는 상온 상태에서 머무르면서 냉동박스 자체만 냉각
되다가 얼마 후 냉동박스가 일시 정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2009.07.23 발생) 
즉 수조내기기 내로 들어가는 mass flow rate가 커서 PI3290의 압력이 9 bar(a) 이상
으로 증가하고 따라서 밸브 CV3170dl 닫히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위 문제의 원인이 냉동박스에 유입되는 헬륨 고압력이 팽창터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압력보다 너무 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간주하고, 헬륨압축기의 운전압
력을 최저 10 bar(a)까지 낮추고, 압축기 회전속도 설정값을 80%까지 낮추어 냉동
박스 저온모드 운전을 수행해 보았으나, 여전히 CV3170이 닫히는 문제가 발생하였
다.  
 헬륨냉동계통을 CNS와 연결하지 않고 즉, CV3170, CV3290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저온모드 운전을 수행한 결과, 냉동박스가 정지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
았다. 그러나 저온모드 운전을 완료한 후 “Warm-up mode” 운전을 수행하였을 때, 
설계 운전 시간인 5 시간이 경과 후에도 냉동박스 내부 온도는 여전히 저온에 머무
르는 이상현상이 발생하였다.  
 냉동박스 상단의 밸브 CV3175 내에 있는 밸브 운전변수를 확인한 결과, 자
동모드가 아닌 수동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 동안 CV3175의 기능은 팽창터빈 
X3150으로 유입되는 가스의 압력을 적절히 조절하여 X3150의 운전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유량 제어를 해야 했어야 하나, 밸브가 수동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항상 닫혀 있기 때문에 X3150으로 유입되는 유량 제어가 되지 않고, 너무 많은 양
의 가스가 한꺼번에 팽창하여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냉동박스의 cool down speed가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이를 제어하기 위해 시스템은 자동으로 수조내기
기 측에서 데워져서 보내지는 가스의 유량을 최소화하여 X3150으로 유입되는 가스
의 압력을 낮추려는 제어로직에 의해 CV3170이 천천히 닫히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다. 또한 저온모드 초기에 헬륨고압력이 높으면, X3150에서 처리해야 할 가스량과 
가스압력차가 크기 때문에 설계보다 더 많은 냉동용량을 발생시키고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에 의해 냉동박스는 일시정지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CV3175의 밸브 운전상태를 수동모드에서 자동모드로 설정하여 운전한 결
과, 냉중성자원 수조내기기와 연결하여 저온모드를 운전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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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warm-up mode로 운전시에도 설계된 시간 내에 냉동박스 내
부 온도가 상온으로 거의 회귀됨을 확인하였다. 
 
 냉동박스가 “warm-up mode”로 운전되고 있을 때, 갑자기 몇 개의 온도센서
에서 데이터가 “0 K”을 송출하거나 갑자기 “350K 이상”을 송출하는 현상이 발생하
였다. 다른 온도센서는 300 K 미만이었으나, 일부 온도센서에 의해 warm-up mode
는 자동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압축기도 자동정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문제를 발생시킨 온도센서의 connector 부분을 열어본 결과, 내부에 수분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또한 구리 산화 작용에 의해 납땜을 수행한 부분에 이물질이 
많이 껴 있음을 발견하였다. 알코올솜을 이용하여 내부 이물질을 제거하고, 건조 공
기를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다시 connector를 잭에 연결한 결과 온도 측정에
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온도센서 connector 부분에 수분 및 산화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냉동박스가 
저온상태에서 상온상태로 회귀될 때 냉동박스에서 헬륨압축기로 연결되는 저압측 
헬륨배관 내부로 상온보다 낮은 온도의 헬륨가스가 흐르고, 외부에 있는 수분이 헬
륨배관 외측에서 응결된 후 온도센서 상으로 떨어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온도센서 port를 비닐로 확실하게 덮어 씌워 저압측 헬륨배관에 이슬이 맺
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온도센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 결과 
향후 동일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헬륨냉동계통을 수조내기기와 연결하여 냉중성자원 저온운전조건(수소압력: 
152 kPa(a))이 안정되게 형성된 상태에서 원자로의 출력을 증가시키면서 수소계통
압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 하는 시험을 수행하였다. 
 원자로의 출력을 증강하기 전에는 수소계통의 압력은 152 ± 3 kPa(a)에서 
안정화되고 있었으며, 또한 수조내기기로 유입되는 헬륨가스의 온도는 약 14.95 K, 
수조내기기로부터 회수되는 헬륨가스의 온도는 18.7 K, 잔여 냉동용량인 R3270은 
약 420W인 상태로 헬륨냉동계통이 운전되고 있었다. 
 원자로의 출력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본 결과, 수소계
통의 압력이 152 kPa(a)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를 보였으며, 또한 잔여 냉동용량 또
한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매 출력을 증가할 때마다 급격히 감소하다가 어
느 순간 0 W를 보였으며, 일정 시간 후에 다시 냉동용량이 증가하여 원자로의 출력
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원자로의 출력이 18 MW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헬륨냉동계통
에서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 봐도 더 이상 냉동용량 여유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더 
이상 원자로 출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중단하였으며, 원자로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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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시간에 따른 헬륨냉동계통 운전변수 및 내부 히터 발열량 경향 
 

 
원자로 출력 증가에 따른 수소계통 압력 변화 경향 

 
 이는 수조내기기 내로 유입되는 헬륨가스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 수조내기
기 유입 및 회수 밸브인 CV3170, CV3290의 개도율이 경과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및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CV3175의 개도율도 요동현상을 발생
하였으며 또한 냉동용량 R3270도 요동현상을 발생하였다. 그리고 헬륨냉동계통의 

원자로 출력: 최대 18MW 

최저 요동 압력: 125.74 kPa(a) 

최고 요동 압력: 193.46 kP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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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고압력 PI2150, 저압력 PI2240 또한 헬륨냉동계통이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요동현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GMP 상의 모든 공압밸브의 개도율도 지
속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을 발생하였다. 
 헬륨냉동계통 내 고압력, 저압력, 모든 공압밸브의 개도율의 요동현상을 바
로잡기 위해서 헬륨냉동계통 controller(예: TC3165, PC3591, PC2150 등등) 의 밸브 
개도 속도 및 압력 설정값을 조절하는 integration time, gain, dead band 등을 변경하
여 그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수소계통의 압력 안정화를 위해 PI controller의 
gain을 조정하는 등 시험을 수행해 보았으나 헬륨냉동계통에 발생되는 요동현상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또 다른 시도는 수조내기기로 극저온 헬륨가스가 유입되는 밸브 CV3170을 
수동모드로 전환하여 100% open 하고, 냉동박스를 저온모드 운전을 수행하여 아래
와 같은 운전조건을 형성하였다. 
  

(1) CV3130 (X3130의 inlet valve) = 96% 
 (2) CV3150 (X3150의 inlet valve) = 96% 
 (3) CV3173 (수조내기기 우회 밸브) = 10% (CV3170이 100%로 열려 있는 경
우에는 항상 10% 개도율을 나타냄) 
 (4) CV3124 (warm gas injection valve) = 70% (수동모드) 
 (5) TI 3165 (수조내기기로 공급되는 헬륨 온도) = 21.6 ~ 20.1 K 
 (6) TI3240 (수조내기기로부터 회수되는 헬륨온도) = 28.6 K 
 (7) TI3295 (히터 R3270 후단의 헬륨온도) = 22.97 K 
 (8) R3270 = 2500 W (수동모드) 
 
 위의 조건에서 원자로 출력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동안, 수조내기기에 인가
되는 핵발열량(감마선과 중성자에 의한 발열량)이 증가하는 만큼 먼저 CV3124의 
밸브의 개도율을 조정하고 그 후 히터 R3270의 발열량을 점점 줄여가는 방식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수소계통 압력(PI3591)을 152±3 kPa(a)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 때 헬륨 
고압력 및 저압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즉, 수조내기기 내로 유입되는 헬륨의 유량 제어를 위한 CV3170의 개도율
을 조절하지 않음으로 해서, 개도율이 변화됨에 따라 다른 밸브 및 팽창터빈의 제
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서 수소계통의 압력 및 헬륨냉동계통의 운전변수를 
안정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시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헬륨냉동계통의 운전 로직을 변경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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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아래 표에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기존 제어 로직 변경된 제어 로직 

운전개념 

- 원자로 출력 증강 전 최대 냉동

용량을 생산하는 운전 조건 하의 

정상 상태 운전. 

- 원자로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헬륨냉동계통 내부 히터(R3270)에

서 소산하고 있는 냉동용량이 제어

로직에 의해 줄어가면서 수소계통

의 압력을 152 ± 3 kPa(a)의 범위

에서 안정되게 유지한다는 운전 개

념. 

- 원자로 출력 증강 전 최소한의 

필요한 냉동용량만 생성시킨 상태

에서 초기 운전. 

- 원자로 출력이 상승함에 따라 

필요한 냉동용량은 냉동박스 내로 

유입되는 헬륨가스의 유속을 증가, 

헬륨고압력 증가 또는 수소계통 압

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입되는 

warm gas 량을 변화시키면서 운전

하는 개념. 

제어변수 

- 수조내기기로 유입되는 헬륨가

스 공급밸브 CV3170 (CV3170의 

개도율에 따라 CV3173은 연동되

어 개도율의 변화를 나타냄) 

- 히터 R3270 발열량 

- 수조내기기 헬륨가스 공급온도 

TI3165 (14K 유지) 

- 수조내기기 헬륨가스 회수온도 

TI3240 (18 K 유지) 

- warm gas 공급을 위한 밸브 

CV3122, CV3124 

- 팽창터빈(X3130) 유입밸브 

CV3130 

- 헬륨압축기 고압력 PI2150 

- 헬륨압축기 회전속도 설정값 

(Speed setpoint) 

주요 

변경사항 

- 냉동박스 내부 히터의 발열량을 사용하지 않음. 

- 수조내기기 헬륨가스 공급/회수 온도는 일정하지 않고, 운전상태에 

따라 가변적임. 

- 기존 헬륨압축기 고압력 PI2150은 13bar(a)까지 운전 하였으나, 현재

는 수소계통 압력을 152±3 kPa(a) 범위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헬륨
압축기 고압력에서 운전. 

- 과잉의 냉동용량을 생성시킨 후 내부 히터의 발열량에 의해 냉동용량

을 소진시키지 않으므로, 전기비용 측면에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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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 기술된 바의 운전개념으로 제어로직을 변경하여 헬륨냉동계통 제어캐
비넷 PLC에 설치하여, 헬륨냉동계통의 운전 시험을 수행하였다. 
 초기 헬륨냉동계통 및 수조내기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헬륨압축기는 헬륨 고
압력 10 bar(a), 저압력 1.05 bar(a), 압축기 회전속도 설정값이 0~1% 조건에서 기동
되었으며, 냉동박스와 수조내기기가 점점 냉각됨에 따라 필요한 냉동용량을 생성하
기 위해 압축기 회전속도 설정값은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TC3165 controller에 의해 
CV3130의 개도율을 변화시켰다.  
 

 

 
 헬륨냉동계통에서 수조내기기 내로 유입되는 헬륨가스에 의해 수소계통 압
력인 PI3591가 1.53 bar(a)에서 임의의 경과시간 (위 그림에서는 500 sec, 그러나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는 수치임) 동안 범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또한 CV3124의 개도율이 10%에 도달하게 되면, CV3130의 
개도율을 변화시키는 제어는 GC 3124 controller에 의해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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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3130의 개도율 변화를 일으키는 controller 확인 창 

 
 
 냉동박스 및 수조내기기가 원하는 온도까지 냉각이 완료되면, CV3130의 개
도율을 결정하는 것은 GC3124 controller에 의해서 수행된다. 즉, 개도율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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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냉동박스 내로 더 많은 헬륨가스가 유입되기 때문에 생산되는 냉동용량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수소계통 압력 PI3591의 fining tuning을 위해 CV3124의 개도
율은 결정된다 (PC3591-1 controller).   

갑자기 원자로 출력이 줄어들어 헬륨냉동계통의 냉동용량을 증가시켰던 변
수들의 반응시간이 느린 경우, 수소계통의 압력이 1.33 bar(a)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수소계통 저압력 정지변수에 의한 원자로 일시정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CV3122의 개도율이 증가하여 냉동박스 내로 warm gas를 주입시켜서 생성되고 있
는 잔여의 냉동용량을 소산시킨다 (PC3591-2 controller).  
 

 
 
 수소 액화가 완료되어 PI3591가 152 kPa(a)의 범위에서 안정화되면, 증가되
었던 CV3130의 개도율은 50%까지 감소를 하고, 수소계통 압력 안정화를 위해 잉
여의 냉동용량을 없애기 위해 CV3124의 개도율이 증가하게 된다. 
 
 원자로 출력을 영출력에서 전출력(30W)까지 증가시키는 동안, 필요한 냉동
용량을 생산하기 위해 헬륨냉동계통은 냉동박스 내로 유입되는 헬륨가스의 질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1) CV3130의 개도율 증가 
(2) 헬륨압축기 고압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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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V2250의 개도율 변화에 따른 헬륨압축기 회전속도 설정값 증가 (이에 
따른 회전속도 및 frequency 증가) 

변화시킨다. 
 
 원자로의 출력이 저출력 (3~4 MW 이하)인 경우, PC3591-1 controller에 의해 
CV3124의 개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소계통의 압력을 153 kPa(a)에서 안정화 시
킨다.  

원자로 출력이 점진적으로 더 증가함에 따라 수소계통 압력이 제어범위를 
벗어나면, CV3124의 개도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GC3124에 의해 CV3130
의 개도율이 증가하면서 필요한 냉동용량을 생성시킨다. 이 때에 CV2250의 개도율
도 20.0%을 기준으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상인 경우에는 헬륨압축기의 회전속도 
설정값이 감소하면서 계통 내 순환되는 헬륨가스의 질량을 감소시키고, 이하인 경
우에는 헬륨압축기의 회전속도 설정값이 증가되면서 계통 내 헬륨 질량도 증가시키
면서 냉동용량이 증대되게 된다.  

 

 
헬륨압축기 회전속도 설정값 controller 

 
 원자로 출력에 따라 CV3130이 96%까지 열리고, 또한 CV3124가 50% 미만
으로 낮아지더라도 수소계통의 압력이 제어해야 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헬륨압축기
의 고압력 설정값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헬륨 고압력이 천천히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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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압축기 고압력 controller  

 
 위와 같은 개념으로 운전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안정화된 헬륨냉동계통 공정
변수 및 수소계통 압력 경향을 얻을 수 있었다. 

 
헬륨냉동계통 주요 공정 변수 안정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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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전출력 도달 후 12시간 동안 수소계통 압력 안정화 경향 

 
 새롭게 변경된 제어로직으로 운전되는 헬륨냉동계통의 안정화 상태에서 원
자로 장기 운전 시험을 수행한 결과, 초기에는 헬륨냉동계통 고압력이 11bar(a) 미
만에서 운전되더라도 수소계통의 압력이 153 ± 3 kPa(a)에서 안정화되었으나,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수소계통의 압력이 아래 그림과 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원자로 전출력 도달 후 장기운전 동안 수소계통 압력 변화 경향 
 
 수소계통의 압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헬륨냉동계통의 운전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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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측 고압력 (PI2150)이 11 bar(a)에 도달한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
전되고 있었다.  
 

 
  
 즉, 헬륨냉동계통은 현재 최대 11bar(a)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수소계통 압력 
제어를 위해 최대 냉동용량을 생산하나, 수조내기기에 인가되는 총발열량 (핵발열량 
+ 비핵발열량_전도, 복사, 대류 열전달)이 냉동용량보다 커서 수소계통의 압력이 점
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원자로는 30MW 전출력에 도달한 후, 안정적으로 출력을 제어하기 때문에 
운전 경과 시간에 따라 핵발열량의 평균값은 일정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
다면, 냉중성자원 운전 초기와 달리 수소계통의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는 비핵발열량의 증가로 인한 냉동용량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핵발열량은 저온부와 고온부의 접촉에 의한 전도에 의한 열침입량, 그리
고 수조내기기 내부 진공도의 변화에 따른 내부 입자의 대류 현상에 의한 열침입량, 
마지막으로 감속재용기 표면과 CN 수직공과의 온도차에 기인하는 복사 현상에 의
한 열침입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도에 의한 열침입량은 운전 경과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값이 아닌, 구조물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된 비핵발열량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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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될 수가 없다. 또한 원자로 pool 내의 온도는 약 40 ℃로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
문에 감속재용기 표면온도 (약 21K)과 pool 내의 구조물의 온도 차이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에 의한 열침입량도 운전 초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비핵발열량을 증가시키는 인자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수조내기기 내
부 진공도의 증가에 따른 내부 입자의 대류 현상에 의한 열침입량이라고 볼 수 있
다.  

냉중성자원이 저온모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중일 때 수조내기기에 연결되는 
진공계통 또한 정상적으로 운전 중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조내기기와 진공계통
의 고진공펌프와의 이격거리는 약 30m 정도이며, 이에 따라 내부에 고진공펌프에 
의해 잘 흡입되지 않는 가스분자(예, 헬륨, 수소 등) 들이 수조내기기 내 감속재용
기 주변에 존재하는 경우 수조내기기 내부 실제 진공도는 고진공펌프 전단에서 측
정되는 진공도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  

수조내기기 내에 고진공펌프에 의해 잘 흡입되지 않는 가스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스의 증기압이 낮은 상태에서는 기체의 고화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
부분 저온 표면인 감속재용기 외부 표면에 고화되어 달라 붙어 있게 된다. 따라서 
냉동박스와 수조내기기가 냉각이 된 후 수소가스가 액화되어 감속재용기에 적층되
기 시작할 때 수조내기기 내 진공도가 낮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cryo-pumping 
effect) 

원자로 내의 핵분열에 의해 발생되는 중성자가 수조내기기 내 감속재용기 
외면을 때리면서 투과를 하면, 표면상에 고화되어 있던 가스가 순간적으로 진공용
기 내에 존재하게 되고, 이들이 진공도를 증가시키면서 비핵발열량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추론은 감속재용기 내부에서 외부로 수소가스 입자가 미량이나
마 중성자 영향으로 투과되어 수조내기기 내 진공영역으로 나오게 되면 따라서 진
공도가 증가되면서 비핵발열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진공계통 내 진공펌프에 의해 배기되어 배출되는 가스를 포집하는 배
기수집탱크 내의 가스 내 수소가스 농도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족한 냉동용량을 증대하기 위해 헬륨압축기 고압력의 최대값을 

11 bar(a)에서 12 bar(a)까지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PC2150 
controller 에서 헬륨압축기의 고압력의 최대값을 결정하는 factor (아래 그림에서 노
란 점선으로 표시된 값)를 조정하였다.  

이 factor가 0.01 일때, 헬륨압축기 고압력 최대값은 11 bar(a)이며, 0.03일 
때 헬륨압축기 고압력 최대값은 13 bar(a)까지 증대할 수 있다. 헬륨냉동계통을 저
온모드에서 정상운전 중에 필요에 따라 고압력을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본 factor를 
0.005 크기로 변화시켜야 하며, 이보다 크게 변화값을 주는 경우에 헬륨냉동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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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불안정하여 냉동박스 저온모드가 일시 정지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단, 헬륨압축기는 고압력이 순간적으로 14.6 bar(a) 이상으로 노출되면, 정지

되기 때문에 냉동용량을 증대하기 위해 본 factor를 조정하는 경우 그 값은 0.04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헬륨압축기 고압력의 최대 도달값을 12 bar(a)로 설정하고, 운전을 수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수소계통의 압력이 153 ± 3 kPa(a) 범위에서 안정화됨을 확인하
였다.  아래 그림은 수소계통의 압력이 상온 정상운전압력에서부터 헬륨냉동계통이 
운전됨에 따라 저온 정상운전압력에 도달한 후 안정화 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약 2일 후에 원자로의 출력을 증가시키려고 했으나, 다른 원인에 의해 원자
로가 출력을 증가하는 도중 수회 일시 정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때마다 수
소계통의 압력이 제어범위를 벗어나는 요동현상을 보였으며, 일정 시간 경과 후에 
다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래 그림에서 첫번째 요동현상을 보이는 부분)  

원자로의 일시정지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한 후, 원자로 출력을 단계별
로 증가시키면서 수소계통의 압력이 수소계통 저압력/고압력 정지변수 설정값에 도
달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원자로의 출력이 증가됨에 따라 적용되는 헬륨냉동계통 controller가 변경되
어 시스템에 적용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으며, controller가 변경되는 시점에
서 원자로의 출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면 수소계통 압력의 요동현상은 발생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controller가 변경되는 구간에서 천천히 원자로 출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헬륨냉동계통은 변화된 외란 (즉, 핵발열량의 증가분)에 대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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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controller가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데, 이때 정확하게 증가
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냉동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과잉으로 
냉동용량을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수소계통의 압력은 다소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
라 변경된 controller에서 기존의 controller가 적용되어, 이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에
는 수소계통의 압력이 제어범위 위/아래의 값에 도달하게 된다. (두번째 수소압력 
요동현상) 

 

 

헬륨측 고압력 최대값 변경 후 원자로 장기운전에 따른 수소압력 경향 
 
 원자로 전출력 운전 후 초기에는 헬륨냉동계통 고압력이 약 10.45 bar(a)에
서 필요한 냉동용량을 발생시켰으나, 약 일주일 동안 고압력은 조금씩 증가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약 11.4 bar(a)에서 더 이상의 증가는 없는 현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원자로 전출력 정상운전 중 냉중성자원에서 수소계통 압력을 제
어범위에서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헬륨냉동계통은 고압력 약 11.4 bar(a)에서 운
전되어야 하며, 이 때 CV3130의 밸브 개도율은 96%까지 열려 있으며, 또한 
CV3124는 수소계통 압력의 fine tuning을 위해 약 50% 범위에서 약간의 위/아래 변
동폭을 가지면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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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헬륨냉동계통 운전 절차 
 

5.1.  헬륨냉동계통 운전 전 준비  
 
5.1.1  헬륨냉동계통에 전원이 인가되었는지 확인한다. 

 * 헬륨냉동계통 제어캐비넷 (CNS 공정실 남동측 구석에 위치) 내 전원 
switch 및 PLC 상의 "Run"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 

5.1.2  압축공기 공급배관에서 냉동박스 제어판넬 우측 상단에 위치한 
PSL3951의 압력이 약 8.0 bar(g), PI3950 압력이 5.0 bar(g)로 지시되는지 
확인한다. 

* 냉동박스는 CNS 공정실 제어캐비넷 우측에 위치함. 
5.1.3  압축공기 공급배관에서 오일제거장치/가스제어판넬 (Oil Removal 

system/Gas Management Panel, 이하 ORS/GMP)의 제어판넬 좌측 상단에 
위치한 PSL2951 의 압력이 약 8.0 bar(g), PI2950 압력이 5.0 bar(g)로 
지시되는지 확인한다. 
* ORS/GMP는 부속기기동 헬륨압축기 좌측에 위치함. 

5.1.4  냉각수공급계통 1 차 계통 710-TE030, 710-TE031 의 온도가 32℃ 
미만인지 확인한다. 
* 컴퓨터 화면 표시기 710-2/3 (냉각수공급계통, sheet 2/3) 화면 상단 
우측에서 확인. 

5.1.5  냉각수공급계통 1 차 계통 710-FT034 의 유량이 약 7.7 kg/sec 의 범위에 
있는지 확인한다. 

 * 컴퓨터 화면 표시기 710-2/3 (냉각수 공급계통, sheet 2/3) 화면 하단에서 
확인. 

 * 냉각수펌프의 운전 특성상 배관 내에 난류가 형성되어, 유량 값의 변동 
폭이 크므로 평균값을 고려해야 함. 

5.1.6  헬륨버퍼탱크 내부 압력이 헬륨냉동계통 기동 전 5.0 bar(a) (771-
PI2172)이상으로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관련기기: 771-D2170 (부속기기동 북서측에 위치) 
 * 5.0 bar(a) 미만으로 충전된 경우, 밸브 771-HV2173에 헬륨가스 충전용 

전용 tool을 연결한 후 고순도 헬륨가스 (순도: 99.999%)를 충전. (충전 전 
전용 tool 에 있는 vent 구를 이용하여 tool 내부에 있는 불순물 가스를 
실린더와 탱크 내의 고압의 압력으로 배기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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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동 
 
5.2.1  헬륨압축기 기동 
 
5.2.1.1 헬륨압축기 조작패널(좌측 중간에 위치)의 하단부에 있는 "Remote 

Control" 버튼(사각형 안에 우측상향의 화살표가 있는 모양)을 누르고 
버튼 상단에 녹색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 관련기기: 771-C2110 (헬륨압축기: 부속기기동 서측에 위치) 
* 녹색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5.2.1.2 절을 수행하였을 경우, 
헬륨압축기만 가동되므로 조작패널 하단의 Emergency button (빨간색의 
둥근 돌출형 버튼)을 즉시 눌러 헬륨압축기 가동을 정지시켜야 함. 
* 헬륨압축기가 정지하면, Emergency button 을 원위치로 돌출시켜 놓은 
후 제어판넬 좌측 상단의 표시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Reset" 버튼 (동그라미에 반원 두 개가 위/아래로 위치한 모양)을 
눌러 빨간색 불을 해제한 후, 5.2.1.1절에 기술된 절차대로 수행. 
 

5.2.1.2 헬륨압축기 조작패널의 우측 중간에 "Start" 버튼 (녹색 바탕의 동그라미 
안에 수직으로 직선이 있는 모양)을 누르고 버튼 상단에 녹색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 5.2.1.1～5.2.1.2 절의 작업은 헬륨냉동기 제어컴퓨터인 WINCC 에서 
원격으로 헬륨압축기를 기동하기 위한 필수 절차임. 
 

5.2.1.3 Oil removal system의 3번 째 coalescer 하단에 설치된 오일 레벨게이지에 
오일이 없는지 확인한다. 

 
5.2.1.4 동일 화면에서 "Co Start Permissives"를 선택한다. 
 
5.2.1.5 "Co Start Permissives" 하에 있는 항목이 모두 "Yes"로 만족되는지 

확인한다. 
* Minimum High pressure PI2150 > 6.0 bar(a) 
* Low pressure PI2240 < 1.6 bar(a) 
* Buffer tank pressure > 5.5 bar(a) 
* Minimum off time up (sec): 180 sec 
* Turbine T1 inlet valve closed CV3130 
* Turbine T2 inlet valve closed CV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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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WINCC 상단에 있는 "Start Comp"를 선택하면 다시 "Start Comp"이 
표시된 창이 뜬다. 이를 선택하면, 헬륨압축기가 기동된다. 

 

 

 
5.2.1.7 헬륨압축기 화면에서 PI2150, PI2240 이 10 bar(a), 1.05 bar(a)에서 

안정화된 후 "MCD Control"을 선택하여 새로운 창이 뜨면, "Off"를 
선택하여 QE2160과 QI2165를 작동하게 한다. 

 * 분석기 상의 밸브 MV2161, MV2165 가 열리면서, 분석기 내부를 
"Purging" 함. 
* GMP 압력(PI2150, PI2240)이 안정화 된 후, 약 5 분 정도 후에 
분석결과가 화면상에 update 됨. 
 

5.2.1.8 가스분석기의 농도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면, ORS/GMP 상의 HV2153 과 
HV2253 에 Cryogenic adsorber 를 연결하여 다음 기준을 만족시킬 때까지 
헬륨압축기와 ORS/GMP 를 순환하는 헬륨가스의 순도 제어 작업을 
수행한다. 
 * Humidity H2O ≤ 10 vpm 
 * Nitrogen N2  ≤ 10 v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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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drocarbon CxHy ≤ 10 vpm 
 

  * Cryogenic Adsorber 사용 방법 
    (1) 진공펌프를 밸브 V3 또는 V4 의 후단에 연결한 후, 밸브를 열고 

cryogenic adsorber 내에 있는 불순물가스를 제거한다. 진공도가 1x10-2 
mbar(a) 이하에 도달하면, cryogenic adsorber 상의 밸브(V3 또는 V4)를 
잠그고 진공펌프를 정지시킨다. 

   (2) cryogenic adsorber의 액체질소주입구에 액체질소를 충전한다. 
(3) 액체질소 레벨게이지가 15 cm 이상 올라오면, 헬륨냉동계통 저압배관 
측의 HV2253 을 완전히 열고, 고압배관 측의 HV2153 을 절반(45 도) 정도 
연다. 
(4) cryogenic adsorber를 사용하는 동안 레벨게이지는 "full"로 유지를 하고, 
액체질소가 완전 소모되어 cryogenic adsorber 에 공급을 못하는 경우, 
레벨게이지가 15 cm 에 도달하면 HV2153 을 닫고 10 초 후에 HV2253 을 
닫는다. 

 
5.2.1.9 냉동박스 화면 상단에 "Start WU" 버튼을 선택하면 "Warm up Start"라는 

창이 뜨고 이를 선택하면 Warm-up mode 가 시작된다. (냉동박스 내부 
온도가 300K 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 만약,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아래 기술된 밸브를 수동모드로 전환하여 개도율을 약 
50% 이상 조정하여 순환시킬 것) 

  * Warm-up mode에서는 CV3128, CV3122, CV3124가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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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0 냉동박스 화면 하단에 “CNS control" 버튼을 선택하여 창이 뜨면, "CNS 

connect" Off 버튼을 선택한다. (Warm-up mode 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CV3170 과 CV3290 을 수동모드로 전환하여 개도율을 조정할 
것) 
 * Off 버튼을 선택하면, On 으로 바뀌면서 CNS 격리밸브 중 CV3290 이 
먼저 열리기 시작함.  
 * CV3170, CV3290 이 열리면서 냉동박스를 순환하던 헬륨가스가 
수조내기기까지 순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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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1 전체 헬륨냉동계통 내에 순환되는 헬륨가스의 순도가 5.2.1.8 절에 기술된 

조건을 만족하면, "CNS control"을 선택하여 "CNS connect" On 버튼을 
선택한다. 
* 헬륨가스의 순도가 만족되지 않으면, cryogenic adsorber 를 사용하여 
계통에 순환되는 헬륨가스의 순도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5.2.1.12 CV3170 이 완전히 닫히면, 냉동박스 화면 상단의 "Stop WU" 버튼을 
선택하면 "Warm-up Stop"이라는 창이 뜨고, 이를 선택하면 Warm-up 
mode가 종료된다.  

 
5.2.2 냉동박스 기동 
 
5.2.2.1 냉동박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Start Vac Sys"를 선택하여 냉동박스의 

진공펌프를 작동시킨다. 
* MV3990 은 저진공펌프(Oil rotary pump)가 약 3 분 정도 작동된 후에 
열림으로써, 저진공펌프 상에 있는 외부 공기가 냉동박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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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고진공펌프 (Oil diffusion pump)가 작동된 후, PI3985 가 0.05 mbar(a) 
미만으로 낮아지는지 확인한다. 

 
5.2.2.3 냉동박스 화면 우측 하단의 "CNS control"에서 "Hydrogen Mode"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2.2.4 냉동박스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CM Permissives"를 선택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warm-up mode off 

 * GMP stable (LP stable, HP stable) 
 * Turbine not turn 
 * No cold mode shutdown 
 * Too many shutdown: 3 in 3600 sec 
 * Recovery time: 180 sec 
 * Vacuum OK 
 * Turbine T1 inlet valve closed CV3130 
 * Turbine T2 inlet valve closed CV3150 
 * Turbine TX inlet valve no control signal: less than 3% during 30sec 
 * Cooling water flow OK 
 * CV3173 open (more than 14%) 
 * CV3175 open (more tha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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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냉동박스 화면 좌측 상단 "Start CM"을 선택하면, "Cold Mode Start" 창이 

뜨고 이를 선택하면 냉동박스의 Cool down 운전이 시작된다. 
 
5.2.2.6 냉동박스 화면 우측 하단 "CNS Control"을 선택하여 "CNS Connect"의 Off 

버튼을 선택한다. 
 
5.2.2.7 냉동박스 화면상에서 팽창터빈(X3130, X3150)에 베어링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MV3108 이 열리고, 팽창터빈의 "Purging" 작업이 완료되면 
MV3108 이 닫힌다. 팽창터빈 전단의 밸브인 CV3130, CV3150 이 서서히 
열리면서 팽창터빈이 서서히 돌아가는지 확인한다. 

 
5.2.2.8 CV3290 이 100% 열린 후, CV3170 의 개도는 PI3190 이 9 bar(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까지 열린다. 
 
5.2.2.9 CV3175의 개도는 PI3240을 8bar(a)로 제어하는 과정에서 정해진다. 

  * 냉동박스 내부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 CV3175는 완전히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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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0 팽창터빈 X3130 후단의 TI3165 는 1K/min 의 속도로 온도가 낮아지도록 
PLC 에서 제어되면서, 냉동박스와 수조내기기는 점점 온도가 낮아져 
극저온 온도인 20K에 도달하는지 확인한다. 
* 수조내기기와 냉동박스의 Cool down 시간은 약 4 시간 20 분 정도 
소요됨. 
 

5.2.2.10 TI3165 의 온도가 21K 에 가까워질 때까지, 수소계통의 압력 (PI3591)은 
서서히 낮아진다. 
* 수조내기기가 냉각됨에 따라 수조내기기 내에 존재하는 수소가스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밀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수소계통 압력은 약 
297 kPa(a)까지 낮아짐.  
 

5.2.2.10 TI 3165 가 21K 에 도달하면, 수소계통 내의 수소가스가 액화되기 
시작하면서 PI3591의 지시값이 급격히 낮아진다.  

 
5.2.2.11 수소계통의 압력을 152 ± 3 kPa(a)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CV3124, CV3122, CV3130 의 개도가 적절히 PLC 에 의해 정해지면서 
냉동박스에서 생산하는 냉동용량을 제어한다. 
 * CV3124는 항상 10% 이상으로 열려 있으면서 밸브 전단의 배관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여 개도가 증가하였을 때 warm gas 가 공급되는 
공간의 난류흐름 생성을 방지함. 
 

5.2.2.12 냉동박스의 Cool down 운전이 종료되고, 저온모드 운전으로 연계된다. 
 
 
5.3 정상운전 
 
5.3.1  냉동박스 화면상의 TI3165 (수조내기기 헬륨공급온도)가 20 K을 유지하고, 

TI3295(수조내기기 헬륨회수온도)가 약 21～22 K을 유지한다. 
 
5.3.2  수소계통의 압력을 저온운전압력에서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CV3124 와 

CV3122 의 개도가 조절되면서 냉동박스에서 생성되는 냉동용량과 
수조내기기에 인가되는 발열량과 열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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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5.3.2 절의 조치로 열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CV3130 의 개도가 96% 
～ 최저 50%까지 제어되면서 냉동박스 상으로 유입되는 헬륨가스 유량을 
제어하여 수조내기기에서 필요한 냉동용량을 생산한다. 

 
5.3.4.  헬륨압축기 상의 PI2150, PI2240 이 각각 10.0 bar(a), 1.05 bar(a)에서 

요동(Oscillation) 없이 안정되는지 확인한다. 
 
5.3.5  수소계통의 압력이 1.53 ± 0.03 bar(a) 범위에서 안정되는지 확인한다. 

* 헬륨냉동계통의 냉동용량을 제어하는 압력 PI3591 는 수소계통 772-
PT002 의 측정값으로써,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키는 772-
PT001A～001C의 측정값에 비해 1 kPa(a)가 높음. 

 
 
5.4 원자로와의 연계운전 
 
5.4.1 헬륨냉동계통이 정상운전 상태이면, 원자로의 출력을 영출력에서 30MW 

출력 증가 시 헬륨냉동계통의 운전상태 및 수소계통의 압력을 주시하면서 
출력을 단계별로 증가시킨다. 

5.4.2  원자로 출력 증가에 따라 수조내기기에 인가되는 핵발열량의 증가에 따라 
헬륨냉동계통의 냉동용량도 증가되어 수소계통의 압력이 수소계통 고압력 
및 저압력 정지 설정값 이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원자로 출력 증강운전 초반에는 warm gas 주입밸브인 CV3124 의 
개도율 변화에 의해 냉동용량을 증가시키고, 중반에는 팽창터빈 전단 
밸브인 CV3130 의 개도율의 증가에 의해 냉동용량이 증가한다. 이 때, 
수소계통의 압력 PI3591 의 값이 운전 범위 내에 존재하기 위해 
CV3124도 개도율을 50% 미만 ~ 10% 이상을 유지되도록 출력상승속도를 
결정해야 한다. 
 * 헬륨압축기의 회전속도 설정값이 증가함에 따라 헬륨냉동계통 상의 
유속을 증가시켜 냉동용량을 증가시키고, 원자로 출력 증강운전 후반에는 
헬륨압축기 토출압력 PI2150 의 압력이 10 bar(a)에서 최대 12 bar(a)까지 
증가되면서 원자로 전출력에서 요구되는 냉동용량을 생산한다. 
 

5.4.3 헬륨냉동계통의 냉동용량 증가는 정상운전에서 언급한 밸브 개도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헬륨압축기의 고압력과 회전속도 설정값(Speed set 
point)이 변화된다. 
* 헬륨압축기 고압력 PI2150: 10 bar(a) ~12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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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륨압축기 회전속도 설정값 Speed set point: 최저 1 ~ 100 % 
* 헬륨압축기 고압력 및 회전속도 설정값의 변화에 따른 냉동용량의 
증감은 밸브 개도율 변화에 의한 영향에 비해 반응속도가 매우 느림.  
 

5.4.4 헬륨냉동계통의 냉동용량 증가에 따라 TI3165 는 14K 에서 20K 의 범위 
내에 존재한다. 

 
5.4.5  원자로 전출력 30MW 에서도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요동 없이 안정되어야 

한다. 
* 헬륨압축기 고압력 PI2150 
* 헬륨압축기 저압력 PI2240 : 1.05 bar(a) 
* Turbine T1 inlet valve CV3130의 개도율 
* 수조내기기 헬륨공급온도 TI3165 
* 수조내기기 헬륨회수온도 TI3295 
* 수소계통의 압력 PI3591 : 153 ± 3 kPa(a) 
* 헬륨압축기 우회밸브 CV2250의 개도율 : 약 20 % 
 

5.4.6  원자로 정상운전 정지를 위해 30 분 간격으로 5MW 씩 감발하는 과정에서 
수소계통의 압력 PI3591 는 수소계통 고압력 및 저압력 정지 설정값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원자로 정상운전 정지 과정에서 초기에는 헬륨냉동계통에서 생산되는 
냉동용량을 흡수하기 위해 밸브 CV3122 가 열리면서, 수조내기기 내로 
상온의 warm gas 를 혼합하여 냉동용량을 제거함. 점진적으로 제어로직에 
의해 CV3130 의 개도율 감소, 헬륨압축기의 압력 PI2150 하락, 
헬륨압축기의 회전속도 설정값이 낮아지면서 최저 냉동용량을 생산하게 
됨. 
* 원자로 정상운전 정지 과정에서 수소계통의 압력이 저압력 정지 
설정값에 가까워지면, 냉동박스 내부 히터 R3270 을 "Manual mode"로 
설정하고 히터의 발열량을 증가시켜 수소계통의 압력이 너무 낮아져 
원자로가 일시정지(Trip)되지 않도록 해야 함. 
 

5.4.7  수조내기기에 인가되는 핵발열량의 감소에 따라 헬륨냉동계통의 
냉동용량도 감소된다. 
* 헬륨압축기 고압력 PI2150: 최저 10 bar(a) 
* 헬륨압축기 회전속도 설정값: 최저 1% 
* 팽창터빈 X3130의 inlet valve CV3130 개도율: 최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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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m gas 주입을 위한 밸브 CV3122, CV3124의 개도율 변화 
 

5.4.8  임의의 원인에 의해 원자로가 일시정지 (Trip)되는 경우, 수조내기기에 
인가되던 발열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변화된 발열량에 상응하는 
냉동용량을 발휘하기 위해 헬륨냉동계통은 자동으로 냉동용량을 
최소화하는 운전모드에 돌입한다. 본 운전 동안 수소계통의 압력은 
수소계통 저압력 정지 설정값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 
* 수소계통의 압력(PI3591)이 1.30 ba(a) 이하로 낮아지면, 초기 Warm gas 
주입을 위한 밸브 CV3122 의 개도율이 증가하면서 생산된 냉동용량의 
일부를 소산시킨다. 
* 헬륨압축기의 회전속도 설정값 및 고압력 (PI2150)도 낮아지면서, 
생산되는 냉동용량을 줄인다. 
* 팽창터빈 전단 밸브인 CV3130 의 개도는 96%에서 줄어들면서 냉동박스 
내로 유입되는 헬륨가스의 유속을 줄이면서 생산되는 냉동용량을 줄인다. 
*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헬륨냉동계통은 제어로직에 의해 냉동용량이 
줄어들면서 수소계통의 압력(PI3591)가 1.53 ± 0.03 bar(a)에서 안정화된다. 
즉, 원자로가 임의의 원인에 의해 일시 정지되더라도, 일정 시간 후 
원자로의 출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면, 냉중성자원은 
저온운전모드에서 정상화될 수 있다. 

 
 
5.5  운전중 감시 
5.5.1 헬륨압축기 고압력 PI2150 이 요동없이 10~12 bar(a) 범위에서 

안정되는지 확인한다. 
 
5.5.2 헬륨압축기 화면상의 QI2160, QI2165 의 분석치가 헬륨가스 순도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Humidity H2O ≤ 10 vpm 
* Nitrogen N2  ≤ 10 vpm 
* Hydrocarbon CxHy ≤ 10 vpm  
* Hydrogen  : 0.10 % (default value) 
* 불순물의 농도가 범위를 벗어날 경우, cryogenic adsorber 를 연결하여 
계통 내 충진된 헬륨 순도 제어 작업을 수행. 
 

5.5.3  헬륨버퍼탱크 압력 PI2170이 최소 3 bar(a) 이상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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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모드 운전 중이라도 만약 3 bar(a) 미만인 경우, 초고순도 헬륨가스 
(99.999%) 헬륨버퍼탱크에 충전. 
 

5.5.4  수조내기기 헬륨공급온도 TI3165 의 온도가 14~20 K 사이에서 
안정화되는지 확인한다. 

 
5.5.5  헬륨냉동계통 냉동용량 증가에 상관없이 수조내기기 헬륨회수온도 

TI3295의 온도가 21~22 K 범위에서 안정화되는지 확인한다.  
 
5.5.6  팽창터빈으로 순환되는 냉각수의 온도 TI3131 과 TI3151 이 88 ℃ 

미만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냉각수의 온도가 88℃ 이상에 도달되면, 냉동박스 일시 정지 됨.  
 * 냉각수 온도가 높은 경우, 냉각수공급계통 2 차 계통 냉각탑에서 
생산되는 2 차 냉각수의 온도 710-TE008 이 30℃ 이상으로 운전되면 
냉각탑의 냉각팬의 운전속도를 조절하여 냉각용량을 증가시켜야 함.  

 
5.5.7  팽창터빈 X3150 후단의 온도 TI3155 가 9 K 을 초과하여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TI3155가 9 K 이하로 유지되면, 냉동박스는 일시 정지 됨. 

 
5.5.8  헬륨저온배관 내 헬륨가스의 압력 PI3190 이 9 bar(a) 미만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5.9  팽창터빈 X3150 의 전단 압력 PI3240 이 8bar(a) 이하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5.10  수소계통 압력 PI3591 가 1.53 ± 0.03 bar(a) 범위 내에서 안정되게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5.11  압축공기의 공급압력 PI3950, PI2950 의 압력이 5.0 bar(a) 이상임을 

확인한다. 
* 압력계의 위치는 5.1.2~5.1.3절 참조. 

 
 
5.6 정지 
5.6.1 원자로가 안전 정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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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냉동박스 화면 하단의 "CNS Control"을 선택하여 "CNS Connect" On 
버튼을 선택한다. 

 
5.6.3  수조내기기 격리밸브 CV3170 과 CV3290 이 완전히 닫히면, 냉동박스 

화면 좌측 상단의 "Stop CM"을 선택하여 "Cold Mode Stop"이라는 창이 
뜨면 선택하여 저온모드 운전을 종료한다. 
* CV3170이 닫히면서, CV3173의 개도는 10%에서 78%까지 증가함. 
 

5.6.4  CV3130, CV3124, CV3122 가 닫히면서 팽창터빈 X3130 의 회전속도 
(SI3131)가 점점 줄어드는지 확인한다.  

 
5.6.5  CV3150 이 닫히고, CV3175 가 열리면서 팽창터빈 X3150 의 회전속도 

(SI3151)가 점점 줄어드는지 확인한다. 
 
5.6.6  팽창터빈의 회전속도가 "0"이 되면, 냉동박스 화면 좌측에 있는 "WU 

Permissives"를 선택하여 모든 사항이 만족되는지 확인한다. 
 
5.6.7  냉동박스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Start WU"을 선택하여 "Warm up mode" 

운전을 시작한다. 
 
5.6.8  냉동박스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CNS Control"을 선택하여 ”CNS 

Connect" Off 버튼을 선택한다. 
 
5.6.9  밸브 CV3128, CV3124, CV3122, CV3170, CV3290 가 열리면서, 

수조내기기와 냉동박스의 온도가 상온으로 회귀된다. 
 
5.6.10  수조내기기 내에 액화되어 있던 액체수소는 저온의 헬륨가스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천천히 기화되면서 수소계통의 압력 PI3591 가 
상온운전압력에 가까워진다. 

 
5.6.11  수조내기기의 온도가 상온으로 증가됨에 따라 수조내기기 내의 

수소가스의 온도도 상온으로 증가하여 수소계통의 압력 PI3591 는 
상온운전압력에 도달한다. 

 
5.6.12  냉동박스의 온도가 상온에 도달을 하면 "CNS Control"을 선택하여 "CNS 

Connect" On 버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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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3  수조내기기 격리밸브 CV3170, CV3290 이 완전히 닫히면, 냉동박스 화면 

좌측 상단의 "Stop WU"을 선택하여 "Warm-up Stop"라는 창이 뜨면 
선택하여 Warm-up mode 운전을 종료한다. 

 
5.6.14  냉동박스 화면상의 밸브 CV3122, CV3124, CV3128가 닫히면서, 냉동박스 

내를 공압가스 영역과 저압가스 영역으로 구분시킨다. 
 
5.6.15  냉동박스 화면 우측 상단의 "Stop Vac Sys"를 선택하여 진공펌프 작동을 

종료한다. 
 
5.6.16  헬륨냉동계통 "Warm-up mode" 운전 동안 계통 내 헬륨가스의 불순물 

순도가 요구조건 이상으로 증가하면, cryogenic adsorber 를 연결하여 
헬륨가스 순도제어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5.6.17  계통 내 헬륨가스 순도가 요구조건을 만족하면, 헬륨압축기를 종료한다. 

* 헬륨압축기 화면 좌측 상단의 "Stop Comp"를 선택하여 "Stop 
Comp"라는 창이 뜨면 선택하여 헬륨압축기 가동을 종료함. 
 

5.6.18  헬륨압축기는 정지되기 전에 "Reduced HP" 과정을 거치면서 고압측 
헬륨가스의 압력을 약 8 bar(a)까지 낮추고 잔여 가스는 CV2150 을 통해 
헬륨버퍼탱크 내로 저장된다. 

 
 
5.7  비정상 운전 

비정상 상태에 따른 헬륨냉동계통 일시 정지는 수조내기기 내로 극저온 
헬륨가스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조내기기에 지속적으로 인가되는 
발열량으로 액체수소는 기화되어 수소계통 압력은 증가하여 수소계통 
고압력 정지 설정값에 의해 원자로는 일시 정지된다. 
 

5.7.1  헬륨압축기 고압력 PI2150 에 요동이 발생하여 헬륨압축기 고압경보치에 
도달하면, 운전 중이던 헬륨냉동계통은 일시 정지된다. 
*  고압경보치: 14.5 bar(a) 
 

5.7.2  냉각수공급계통의 비정상운전으로 냉각수 공급온도(710-TE030, TE031)가 
32℃ 이하로 공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팽창터빈의 온도 TI3131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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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3151, 헬륨압축기 온도가 고온경보치에 도달하면 헬륨냉동계통은 일시 
정지된다. 
 * 팽창터빈 고온경보치: 88 ℃ 
* 헬륨압축기 고온경보치: 110℃ 
 

5.7.3  헬륨냉동계통의 비정상 운전으로 CV3130 과 CV3150 의 개도율이 
0%까지 급작스럽게 줄어들면 팽창터빈 저속도 경보가 발생하면서 
냉동박스의 저온모드 운전이 일시 정지된다. 

 
5.7.4  헬륨냉동계통의 비정상 운전으로 팽창터빈 X3150 후단의 온도 TI3155 가 

9 K 이하로 낮아지면, 냉동박스의 저온모드 운전은 일시 정지된다. 
 
5.7.5  헬륨냉동계통의 비정상 운전으로 팽창터빈이 정지 고속 경보값에 

도달하면, 냉동박스의 저온모드운전은 일시 정지된다. 
  * X3130의 SI3131 정지 고속 경보값: 4,000 rps  
  * X3150의 SI3151 정지 고속 경보값: 5,800 rps  
  * 냉동박스가 일시 정지되면, 냉동박스 내 극저온의 가스가 팽창되어 
안전변을 통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Warm up mode" 운전을 
수행해야 함. 

 
5.7.6  압축공기계통의 비정상 운전으로 압축공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PSL2951 과 PSL3951 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헬륨냉동계통이 일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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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헬륨냉동계통 냉각수 수질 요건 

 
 헬륨압축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된 gas cooler 및 oil 
cooler는 탄소강 재질의 열교환기 이다. 탄소강 재질의 열교환기는 SUS 재질의 
열교환기에 비해 냉각수의 pH가 중요하며, 냉각수의 산도가 산성일 경우 탄소강 
자체가 부식되어 열교환기의 수명이 단축된다. 또한 탄소강 재질 열교환기 내 
흐르는 유체의 의한 scale, slime 등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건으로 냉각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한다.  
 

Items Minimum requirement 

pH value 7.5 to 9.0 

Hardness (dH) 4.0~8.5 (70~140 ppm) 

Chloride (Cl) [mg/l] ≤ 150 

Free chlorine gas (Cl2) [mg/l] < 1 

Sulphate (SO3) [mg/l] < 1 

Dissolved iron (Fe) [mg/l] ≤ 0.2 

Hydrogen Carbonate (HCO3) [mg/l] 70 ~300 

Sulphate (SO4) [mg/l]  ≤ 70 

HCO3/SO4 > 1 

Electrical conductivity [μs/cm] 10 ~ 500 

Ammonia (NH3) [mg/l] < 2 

Dissolved magnesium (Mg) [mg/l] < 0.1 

Dissolved aluminum (Al) [mg/l] < 0.2 

Nitrate (NO3), dissolved [mg/l] < 100 

Hydrogen sulphate (H2S) < 0.05 

Free aggressive carbon dioxide (CO2) < 5 

Glycol (%) <50 

Solids (Particle Size) [mm] <0.1 

Algae < Not allowed 

Sulphide (S^-2) [mg/l]  ≤ 0.1 

Total bacterial count [CFU/ml] 10^4 

SS(suspended solids) [mg/l] ≤ 10 (particle size ≤ 0.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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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륨냉동계통 시운전을 위해 냉각수공급계통에 연구원에서 공급되는 
순수를 충수하고 계통에 설치되는 pH 조절장치 (Ethanol amine 공급)에 의해 
항상 약 염기성을 유지하도록 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위와 같은 항목에 대해 
수질 분석을 수행한 결과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주기적으로 냉각수공급계통에서 순환되는 1차 냉각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헬륨냉동계통 고장 없이 장기 운전 
관점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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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헬륨냉동계통 유지보수 일정표 

 
 헬륨냉동계통의 유지보수 항목은 사용자인 운전원이 할 수 있는 항목과 
제작사인 Linde Cryotechnik, AG의 기술자의 현장지원으로 수행될 수 있는 
항목으로 나뉜다.  

유지보수를 위한 주기는 헬륨냉동계통의 실제 운전 시간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래 항목의 유지보수 내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미리 계획을 세워 
계통 내로 수분 또는 다른 오염물질이 최소한으로 유입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수행 할 유지 보수 항목 
 

No. 항목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압축기 (Compressor System) 
1 WINCC 데이터 저장성 점검 O    

2 압축기 공기유입매트 오염/청정/교체 필요성   O  

3 압축기 내 냉각공기 덕트 개방성 점검   O  

4 1차 냉각수 유입/유출 온도차 일관성 점검  O   

5 냉각수 수질 요건 점검   O  

6 압축기 내 오일분리기 내 오일 레벨 점검  O   

7 압축기 내 오일 분석    O 

8 압축기 drive motor bearings에 윤활유 공급    O 

9 압축기 flexible coupling 손상 여부 점검   O  

10 압축기 상단의 유연배관 건전성 점검   O  

11 비정상적인 소음 발생 여부 점검 O    

12 1차 냉각수 교환 (필요시)    O 

13 
모든 제어/안전장치/스위치의 운전성/설정 
점검 또는 필요시 검교정 

  O  

오일제거계통/가스제어판넬 (ORS/GMP) 
1 WINCC 데이터 저장성 점검 O    

     냉동박스 (Cold box) 
1 WINCC 데이터 저장성 점검 O    

2 냉각수 점검 O    

3 저진공펌프 오일레벨, 탁도 점검  O   



 146 

4 필요시 저진공펌프 오일 교체    O 

5 냉동박스 상부 및 저온배관 헬륨누설검사   O  

6 헬륨저온배관 진공도 점검   O  

7 압력용기(C/B shell) 및 안전변 성능 점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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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DE 기술자의 현장지원에 의한 유지보수 항목 
 

No. 항목 
8,000 

hr 

16,000 

hr 

24,000 

hr 

32,000 

hr 

압축기 (Compressor System) 
1 압축기 오일 교환    O 

2 압축기 내 냉각공기 덕트 개방성 점검 O O O O 

3 압축기 내 오일필터 교환   O  

4 압축기 rotating mechanical seal 교체(필요시)    O 

5 압축기 drive motor bearing 점검 O O O O 

6 압축기 drive motor bearing 교체 (필요시)    O 

7 압축기 flexible coupling 손상 여부 점검 O O O  

8 압축기 flexible coupling 교체 (필요시)    O 

9 Screw block 교체 (필요시)    O 

10 계측기 검교정    O 

11 Non return 밸브, 배기 밸브, 유입밸브 점검 O O  O 

12 Non return 밸브, 배기 밸브, 유입밸브 교체   O  

13 
모든 제어/안전장치/스위치의 운전성/설정 
점검 또는 필요시 검교정 

O O O O 

14 모든 전자말단 연결부위 tightness 점검 O O O O 

15 압축기 flexible hose 건전성 확인 O O O O 

16 압축기 누설 검사, 특히 오일/가스 냉각기     O 

17 비정상적인 소음 발생 여부 O O O O 
오일제거계통/가스제어판넬 (ORS/GMP) 

1 Coalescer 필터 교체 O O O O 

2 활성탄 탱크 내 충전물 교체 O O O O 

3 제어밸브 기밀성 점검 O O O O 

4 제어밸브 seal 교체 O O O O 

5 ORS/GMP 누설 점검 O O O O 
     냉동박스 (Cold box) 

1 이상 소음 시 저진공펌프 베어링 점검 O O O O 

2 오일확산펌프 오일 교체 O O O O 

3 냉동박스 상부 및 저온배관 헬륨누설검사 O O O O 

4 저온제어밸브 점검 및 필요시 seal 교체 O O O O 

5 모든 제어 및 안전장치 운전성/설정 점검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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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항목 
8,000 

hr 

16,000 

hr 

24,000 

hr 

32,000 

hr 

6 팽창터빈 cartridge 검사, 가스켓/필터 점검 O O O O 

7 Turbine overhaul (필요시)    O 

8 PLC 상의 배터리 교체 O O O O 

9 헬륨저온배관 진공 배기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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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하나로 반사체의 수직공 안에 설치되는 냉중성자원은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열

중성자를 약 22 K의 감속재로 감속시켜 0.1~10 meV 범위에서 높은 선속을 갖는 냉중성자

를 생산한다. 냉중성자원에 사용되는 감속재인 액체수소를 감속재용기 내에 유지하기 

위해, 주요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은 수소계통, 진공계통, 그리고 수소기체를 액화시키는 

헬륨냉동계통으로 구성된다. 

 헬륨냉동계통은 극저온의 헬륨가스를 수조내기기 내 열교환기로 보내기 위해, 

저압의 헬륨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부분과 상온 고압의 헬륨가스를 저온 저압의 헬

륨가스로 팽창시켜 저온의 헬륨가스를 생성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헬륨냉동계통의 주요 

설비는 제작사인 스위스 Linde Kryotechnik, AG.에서 설계 제작하였으며, 헬륨상온배관

과 헬륨버퍼탱크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헬륨을 압축하는 부분은 냉중성자원 실험동 부속

기기동에 설치하였으며, 헬륨을 팽창하는 부분은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실 내에 설치

하였다.  

 본 보고서는 헬륨냉동계통을 하나로에 설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성능

검사, 그리고 원자로의 연계운전 하의 헬륨냉동계통 시운전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된 문

제 및 해결방법, 특이사항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또한 냉중성자원을 정상가동하기 

위해 헬륨냉동계통을 운전하는 절차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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