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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보고서에서는 04S-23K 크립캡슐 조사시험 결과에 한 분석을 하 다. 이 

캡슐의 조사시험은 하나로 운  45주기인 2006년 6월에 수행되었다. 피로시험은 

시편온도 600℃, 응력 253MPa을 받는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온도에 한 분석은 

하나로 출력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출력과 온도 변화의 계를 구하 으며, 출력

별로 캡슐 내부의 진공도 변화에 따른 부품의 온도변화를 측정하 다. 변 에 

해서는 독립된 계통으로 작동하는 하 과 변 를 포함하는 4개의 시편 모듈에서 

발생된 변 를 분석하고 일부 LVDT에서 발생된 이상신호 원인을 분석하고 책

을 강구하 다. 하나로 출력이 30MW에 도달되었을 때 캡슐 내부 압력 1기압 상

태에서 시편의 온도는 상부 362~373℃, 하부 546~567℃에 도달되었다. 이 온도는 

시편의 조사 목표온도인 600℃±10% 이하이므로 히터  내부 압력의 조 에 의

해 목표온도에 도달되었다. 진공도에 따른 부품의 온도 변화를 찰하기 해 진

공도를 760torr에서 10torr까지 변화시켜 온도를 측정한 결과 캡슐 내부의 진공도

를 낮추어 갈 때 50torr 이하의 진공에서 격한 온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상은 하나로 출력 10, 20, 30MW에서 측정되었으며 세가지 측정 모두 같은 상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헬륨의 진공도를 낮추어 갈 때 50torr 이하의 범 에서 

헬륨 분 기에서의 열 도도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편 온도의 

측정값은 설계값과 비교하여 진공도에 따라 8～52%의 오차를 보 으며 하부 시

편에서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온도차가 큰 원인은 이 치에서의 발열량

이 게 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로 출력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4개의 

LVDT에 나타난 변 는 LVDT 11에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 인 신

호를 나타내지 못하 다. LVDT 21과 31은 기부터 측정범 를 과하는 신호

를 나타냈으며, LVDT 41은 간에 신호가 회복되었지만 변 량 분석 결과 정상

인 신호로 간주할 수 없었다. 조사시험  원상실로 인해 캡슐 내부의 공기

가 역류되어 수조 상부에서 고방사능이 감지되었다. 이에 한 책으로서 조사

시험  벨로우즈에 해 퍼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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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report includes an analysis of the irradiation test results of the 

04S-23K creep capsule. The irradiation test of this capsule was performed for 

the 45th HANARO period operated during June, 2006. The fatigue test was 

performed at a specimen temperature of 600℃ and a specimen stress of 

253MPa. In this report, the temperature changes measured during an increase 

of the HANARO power are reported and analysed with the design values. 

Also a temperature change according to the content of a vacuum in the 

capsule is reported. The displacements were measured and analysed separately 

for the 4 specimen modules containing a stress loading unit and the LVDT, 

and the cause for the abnormal signal which occurred at some of the LVDTs 

was analysed to devise a proper measure. As a result of the irradiation test, 

the temperature of the upper and lower specimens were respectively 362~37

3℃ and 546~567℃ at a HANARO power of 30MW and a capsule internal 

pressure of 1 bar. The temperature of the specimen was maintained at 600±5 

℃, which is the target  temperature, by a control of the He pressure and the 

heater power. As for the temperature change due to the degree of a vacuum, 

the temperature of the specimen was changed suddenly at a pressure lower 

than 50 torr when the pressure in the capsule dropped from 760 to 10 torr. 

This was measured for 10, 20, 30MW of the HANARO power, and the same 

phenomena were presented in all three cases. As a result, the conductivity in 

a He environment turned out to be very low at a pressure lower than 50torr 

when the vacuum was decreasing. The measured temperature of the 

specimens indicated that there was a deviation of 8～52% when compared 

with the design ones. The temperatures at the lower specimen revealed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design and measured value. It is because the gamma 

heat generation rate level was assumed to be less. These displacement signals 

at 4 LVDTs during an increase of the HANARO power are considered as  

abnormal except for that of LVDT 11. The displacement signal of LVDT 11 

increased normally during an increase of the HANARO power, and was 

0.111mm when the power of HANARO reached 30MW. This is in the range 

of the displacement estimated in the out-pile performance test. The 

displacement signals of LVDT 31 and 41 were over the measured range. The 

direction at the displacement of LVDT 21 was same as that of the expansion 

of the specimen, but the volume of the expansion was much bigger th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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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ed one, so it turned out to be unreliable. LVDT 21 and 31 revealed a 

signal over the measured range, from the early stage of an irradiation, and 

the signal of LVDT 41 was recovered after some days, but it couldn't be 

considered as normal because the displacement was too big. A high radiation 

was detected at the radiation monitor at the top of the pool by a backward 

flow of air in the bellows due to a loss of the electric power supply in the 

capsule control unit. As a countermeasure, a purging of the bellows before an 

irradiation test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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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로에 사용되는 압력용기, 배   핵연료 cladding 재료와 같은 구조 재

료는 고온 특성이 우수한 재질이 요구된다[1.1, 1.2]. 재료의 크립 상은 고온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안 성 평가에 있어서 요한 특성  하나로써 원자력 재료의 

특성을 평가하는 데 요한 항목이다[1.3]. 캡슐 개발  활용 과제에서는 이러한 

원자로의 구조재료로 이용되는 지르코늄 합 , 스테인 스강, 그라 이트 재료 

등에 한 조사크립 시험을 하나로에서 수행하기 하여 크립시험용 캡슐을 개

발하고 있다. 04S-23K 크립캡슐은 하나로의 노심에 장 하여 조사  발생되는 

재료 시편의 크립 상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한 것으로서 이용자들을 한 

경제성 있는 크립캡슐을 개발하기 하여 시편 4개를 장착하 다.  

   하나로에서 크립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  04S-23K 캡슐은 2006년 6월 28일

부터 7월 22일까지 23일 동안 30 MW 출력으로 운 되는 하나로 IR2 조사시험

공에서 600±5℃ 조사 온도로 최  5.2x10
20

n/cm
2
(E>1.0 MeV) 성자 조사량까지 

조사되었다. 기 설계단계에서는 부품들의 배치와 노심에서의 핵  특성을 분석

하여 하나로 노심에서의 캡슐 내부 재료들의 감마발열량(gamma heating rate)에 

한 자료를 구하고 이 감마발열량을 기 으로 온도계산을 수행하 다[1.4]. 캡슐 

내부 시편  부품들의 배치와 부품들 사이의 갭의 크기는 설계단계에서 열해석

을 통해 시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정해진다. 조사시험 후 결과 분석의 한 부

분으로써 측정 온도에 하여 해석 결과와 비교․평가는 해석 모델의 신뢰성 평

가에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캡슐설계를 한 열해석은 하나로 노심의 핵  

특성에 따른 재료의 발열량, 캡슐 부품들 사이의 갭의 크기, 재료들의 열팽창, 제

작  조립 상의 공차 등 많은 변수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조사시험 

후의 온도 결과에 한 비교․평가를 목 으로 04S-23K 캡슐의 조사시험이 수행

되는 동안의 노심 조건을 반 하여 열해석을 수행하고 측정한 온도와 비교하

다. 캡슐에 한 조사시험은 히터와 캡슐 내부 압력을 이용하여 시편온도 600℃

에서 수행되었다. 캡슐의 열해석은 2차원 열해석 로그램인 ANSYS code[1.5]가 

주로 사용되었다. 

크립캡슐 04S-23K에 장착된 시편 4개는 독립 으로 하 을 가할 수 있으며 변

를 측정할 수 있다. 시편 4개의 변 를 측정하기 하여 4개의 LVDT를장착하

다. 이 1개는 HALDEN에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하 고 나머지 3개는 이 크립

캡슐에서 사용한 국 RDP사의 제품을 사용하 다. 조사시험  RDPLVDT 모델

에서 측정 범 를 과하는 이상신호 발생으로 인하여 이 LVDT에연결된 시편에 

한 정상 인 변 를 측정할 수 없었다. 변 에 한 측정범  과 신호는 하

부 시편에 장착된 2개의 LVDT에서 조사시험을 시작한 후 4~6 시간 후에 나타났

다. 이들 LVDT에서의 변  신호는 시험 종료 시 까지 측정범 를 과한 상태

로 계속되었으며 원자로 출력을 내린 후에도 정상 인 신호를 회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은 같은 제품을 장착한 이  03S-07K크립캡슐에서도 나타났었는데 

원자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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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5~20MW 정도까지 상승하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상부시편에 장착된 RDP( )에서 제작한 LVDT는 5일 이상 기능을 유지되었지만 

6일째부터는 기능을 상실하 다. 그러나 HALDEN에서 제작한 LVDT는 고방사

선 환경에서도 정상 인 기능을 유지하는 성능실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실험 기

간 내내 정상 인 기능을 유지하 다. HALDEN LVDT에 연결된 시편에 한 

변  분석 결과 23일 조사기간 동안 시편에서는 크립 상이 찰되지 않았다. 그

러나 시편의 변 는 약 0.15mm가 늘어난 것으로 측정되었다. HALDEN에서 제

작한 LVDT는 차기 조사시험 정인 피로캡슐(05S-05K)에 활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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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04S-23K 크립캡슐 조사시험 결과 

2.1. 조사시험 결과 개요

   04S-23K 크립캡슐은 S&T 우에서 제작[2.1]한 후 연구소의 노외성능 평가시

설을 이용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조사시험시의 건 성을 확인[2.2]하 다. 

이 캡슐의 조사시험은 하나로 운  45주기인 2006년 6월 28일부터 7월 22일까지 

23일 동안 수행되었다. 

   조사시험 시 온도는 하나로 출력 상승 에 하나로 출력이 10, 20, 30MW에 

도달하 을 때 캡슐의 진공도를 변화시키면서 부품의 온도를 측정하 다. 이때의 

제어 은 283~313mm에 놓여 있었다. 캡슐 내부의 진공도를 760torr에서 10torr

까지 내리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하 다. 캡슐 내부의 진공도가 760torr인 때 시

편의 온도는 상부시편이 최  362~373℃ 하부시편이 최  546~567℃에 도달되었

다. 캡슐 내부의 진공도를 70torr로 내리면 시편의 온도는 상부에서 최  

427~439℃ 하부에서 최  657~674℃에 도달되었다. 캡슐 내부의 진공도를 30torr

로 더 내리면 시편의 온도는 상부에서 최  526~574℃ 하부에서 최  742~746℃

에 도달되었다. 그러므로 조사시험 시 시편의 온도를 목표 온도인 600℃로 맞추

기 해 캡슐 내부의 진공도를 기압 상태에 설정해 두고 히터에 의해 온도를 

조 하 다.

   변 에 한 측정 결과 조사시험을 시작한 후 하나로 출력을 올리는 과정에

서 하나로 출력이 23MW와 25MW에 도달되었을 때 하부에 장착된 2개의 LVDT

에서 모두 신호가 범 를 과하는 상이 나타났다. 이 캡슐에 장착된 LVDT는 

시편의 변 를 ±7 mm 범  내에서 측정하는 장치로서 시편에서의 변 가 이 범

를 넘을 경우 신호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 때 시편에 하 을 가하지 않은 상태

으며 온도 증가로 인해 시편의 변 가 신호를 과할 정도로 팽창되지는 않는

다. 하부에 장착된 LVDT에서의 이상으로 인해 하부 시편에 한 변 는 측정하

지 않았다. 그러나 상부 시편에 장착한 LVDT에서는 정상 인 신호를 나타냈다. 

변 에 한 분석은 다음 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조사시험 시 히터, 열 , 벨

로우즈 등에서의 온도  압력에 한 측정은 모두 정상 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시험시 측정된 각 부품에서의 온도, 히터 출력, 응력, 변  등의 자료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다. 

   시험 기인 6월 30일 0시 37분에 제어장치의 원공  장치인 UPS의 원

이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UPS 원이 회복될 때까지 시험이 

단되었다. UPS 단 으로 인해 벨로우즈에 공 되는 가스압이 기압으로 떨어

지면서 벨로우즈 내부의 가스가 역류되어 수조 상부에서 고방사능이 감지되었다. 

수조 상부에서의 고방사능 감지에 해서는 별도로 기술하 다.

2.2. 조사시험 자료 

 조사시험을 통해 시편과 각 부품에 해 진공도에 따른 온도변화와 시편에서의 

변 를 측정하 다. 조사시험시 측정된 온도,압력,변 등에 한 반 인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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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04S-23K 크립캡슐 조사시험 자료

을 보여주는 자료는 그림 2.1과 같다. 이 캡슐의 조사시험 목표 온도는 600℃

(±10%) 다. 조사시험 결과 시험기간 체에 결쳐 히터의 출력 제어에 의해 시편

의 온도는 600℃로 제어되었다. 시험기간 동안 제어 의 치는 283mm로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311mm 치에서 30MW에 도달하 다. 캡슐 내부의 진공도 

760torr, 하나로 출력 30MW에서 시편의 온도는 상부가 367~378℃, 하부가 

547~567℃에 도달되었다. 목표온도로 맞추기 해 진공도와 히터의 조 에 의해 

온도를 목표온도인 600℃로 제어하 다. 시편을 목표 온도로 유지하기 해 하나

로 출력이 30MW에 도달 후 기에 진공도는 760torr로 유지한 상태에서 히터 

출력은 상부 시편에서 338~435W, 하부 시편에서 0~80W로 조 하 다. 

   

   하나로가 30MW에 도달된 후 시편에 응력을 가하기 에 온도가 평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기하 다. 하나로 가동 시간은 6월 28일 11시 30분이었으며 6월 

28일 17시 14분에 30MW에 도달하 다. 이 상태로 다음 날인 6월 29일 아침 09

시까지 시편에 하 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그 로 두었다. 6월 29일 10시 45분에 

시편에 히터를 가동시켜 시편의 온도를 600℃로 제어하 다. 시편에 하 을 가하

기 해 6월 29일 15시 45분부터 벨로우즈에 압력을 올리기 시작하 다. 처음에

는 시편 1에 29kg/cm
2
의 하 을 가하 으며 다른 시편에는 차 으로 하 을 

올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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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04S-23K 캡슐 조사시험 시간과 시편 변

그림 2.2는 하나로 출력과 시편 온도  변 를 나타낸다. 그림 2.3은 조사기간 

체에 걸친 시편 4개의 변 를 나타낸다. 조사시험을 하나로 운 한주기인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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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만 하 기 때문에 크립 상은 찰되지 않았다. LVDT 21, 31  41은 시험

기간 기부터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변 량도 설계 당시 측한 

것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변 에 한 분석은 LVDT가 정상 으로 

작동된 시편 1을 상으로 분석하 다. 하나로의 출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편

과 캡슐 부품은 팽창하게 된다. 하나로 출력 상승과 함께 캡슐에서의 히터  진

공에 의한 시편 가열 시험을 수행하는데 이때 시편의 변 는 최  0.3mm 만큼 

팽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하나로 출력이 정상상태인 30MW에 도달된 후 

변 는 처음 상태와 비교하여 0.15mm 정도 팽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하나로 출력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

   조사시험 시 하나로 출력 변화에 따라 측정된 온도는 표 2.1~2.2  그림 

2.4~2.6에 나타나 있다. 04S-23K 크립캡슐의 조사시험은 IR2 시험공에서 수행되

었으며 표 2.1~2.2에 있는 온도는 기 하나로 출력 상승 과정에서 측정되었다. 

이때의 제어 은 283~313mm에 치하 다. 

   그림 2.4는 원자로 출력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캡슐 내부의 진공도가 760torr 

일 때의 각 부품의 온도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로 출력이 30MW일 때 

시편의 온도는 상부시편이 362~373℃ 하부시편이 546~567℃에 도달되었다. 이 

온도는 시편의 조사 목표온도인 600℃±10% 이하의 온도에 있으므로 시편의 온

도는 히터  내부 압력의 조 에 의해 목표 온도에 도달될 수 있다. 

열 출력(MW) 0 3 6 10 15 20 25 30

TC-11 시편 1 29 83 116 171 229 282 326 373

TC-21 시편 2 29 82 114 168 224 275 317 362

TC-31 시편 3 29 123 178 269 362 440 501 567

TC-41 시편 4 29 119 173 259 348 425 482 547

TE-01 시편 1 스페이서 29 84 116 169 225 275 317 362

TE-02
벨로우즈 

표면(A-A)
29 57 72 94 117 136 152 172

TE-03 LVDT-11 표면 29 41 49 62 74 87 97 108

TE-04 LVDT-31 표면 29 57 75 104 136 162 177 195

TE-05 시편 1 모듈 29 53 69 91 119 142 162 185

LVDT-11 시편 1 변 (V)
-1.67

8
-1.659 -1.643 -1.633 -1.620 -1.61 -1.602 -1.590

LVDT-211 시편 2 변 (V) 6.567 6.644 6.654 6.733 6.918 7.704 7.269 7.514

LVDT-31 시편 3 변 (V) 4.291 4.148 4.159 4.173 5.512 8.203 10 10

LVDT-41 시편 4 변 (V) 4.085 4.041 4.056 4.149 5.536 8.315 6.004 10

표 2.1 04S-23K 크립캡슐 부품의 온도 분포(℃)(at 760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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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원자로 출력에 따른 온도 분포(760torr)

열 출력(MW) 0 10 20 25 30

진공 760 70 30 760 70 30 760 70 30 760 70 30

TC-11 시편 1 29 171 213 290 282 345 415 326 387 458 373 439 526

TC-21 시편 2 29 168 209 286 275 338 406 317 376 447 362 427 514

TC-31 시편3 29 269 346 442 440 527 600 501 602 679 567 674 742

TC-41 시편 4 29 259 329 425 425 508 582 482 580 664 547 657 746

TE-01
시편 1 

스페이서
29 169 208 280 275 333 396 317 369 429 362 417 487

TE-02
벨로우즈 

표면(A-A)
29 94 119 152 136 162 181 152 179 203 172 198 221

TE-03
LVDT-11

 표면
29 62 74 101 87 109 138 97 115 140 108 127 156

TE-04
LVDT-31 

표면
29 104 136 179 162 194 225 177 212 241 195 232 266

TE-05 시편 1 모듈 29 91 117 168 142 179 225 162 198 240 185 222 271

LVDT-11
시편 1 

변 (V)

-1.67

8

-1.6

09

-1.6

00

-1.5

90

-1.6

14

-1.5

65

-1.5

26

-1.6

09

-1.5

70

-1.5

36

-1.5

90

-1.5

60

-1.5

21

LVDT-21
시편 2 

변 (V)
6.567

6.73

3

6.75

2

6.79

6

7.07

4

7.08

3

7.06

4

7.26

9

7.28

4

7.29

3

7.51

4

7.48

9

7.52

9

LVDT-31
시편 3 

변 (V)
4.291

4.17

3

4.12

9

4.12

0

8.20

3
10

8.94

9
10 10 10 10 10 10

LVDT-41
시편 4 

변 (V)
4.085

4.14

9

4.15

9

4.20

3

8.31

5

9.63

8

5.52

1

6.00

4
10 10 10 10 10

표 2.2 04S-23K 크립캡슐 부품의 온도 비교(℃)(at 760/70/30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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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와 그림 2.5, 2.6은 원자로 출력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캡슐 내부의 진공

도가 각각 70, 30torr 일 때의 각 부품의 온도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

로 출력이 30MW일 때 70torr에서 상부 시편의 온도는 427~439℃ 하부시편의 온

도는 667~674℃에 도달된다. 이때 하부시편의 온도는 시편의 조사 목표온도인 

600℃±10% 이상의 범 에 있으므로 캡슐 내부의 압력을 70torr 이하로 내리지 

않아야 한다. 캡슐 내부의 진공이 30torr에서는 시편의 온도가 더 높아진다. 하나

로 출력이 30MW일 때 30torr에서 상부 시편의 온도는 514~526℃, 하부시편의 

온도는 742~746℃에 도달된다. 이때에도 하부시편의 온도는 시편의 조사 목표온

도인 600℃±10% 이상의 범 에 있다. 

  조사시험 조건을 결정하기 해 캡슐 부품의 온도가 평형에 도달되도록 충분

한 시간동안 기하 다. 하나로 출력이 30MW에 도달된 시간은 6월 28일 17시 

14분이었다. 이 상태에서 30MW에서의 진공도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하

으며 측정이 끝난 시간은 20시 30분이었다. 크립캡슐 조사시험에서 요구되는 

시편의 온도와 응력은 다음 날인 2월 29일 오 에 설정하 다. 하나로 출력 

30MW, 진공도 760 torr에서 캡슐 부품의 온도가 평형에 도달되었을 때 TC 11, 

21, 31, 41의 온도는 각각 378, 367, 555, 537℃ 다. 그러므로 시편의 온도를 60

0℃로 설정하기 해 각 시편의 히터를 작동시켰다. 시편의 온도가 600℃가 되었

을 때 히터의 기 출력은 kW 11~kW41이 각각 410, 468, 45, 85W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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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원자로 출력에 따른 온도 (70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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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원자로 출력에 따른 온도(30torr)

나. 캡슐 내부 진공도 변화에 따른 온도 분포

   캡슐 내부의 진공도에 따른 부품의 온도를 조사하기 하여 하나로 출력 10, 

20, 30MW에서 캡슐 각 부품의 온도를 측정하 다. 이 캡슐의 제어장치에서는 

1torr에 해당되는 미세한 진공도에 도달할 수 있지만, 10torr 이하에서는 제어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고 진공도의 요동이 있어 평형에 도달하기 어려운 을 

고려하여 진공도 변화 시험에서 측정한 진공도의 범 는 10～760torr 사이에 두

었다.  표 2.3～2.5  그림 2.7～2.9는 진공도에 따른 온도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온도 변화에 의하면 진공도를 낮추어 갈 때 50torr 이하의 범 에서 격

하게 온도가 상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로 출력 30MW에서 시편의 온도

는 1기압에서 373℃, 10torr에서 687℃에 도달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시편의 온도

를 100℃ 이상에 해당되는 정도로 올리기 해서는 진공도를 조 하여 도달될 

수 있다. 캡슐의 온도제어의 방법은 진공도와 히터 출력 제어에 의해 조 되는

데, 온도를 큰 범 에서 제어하기 해서는 히터의 과잉 출력 공 으로 인한 단

선의 험을 고려하여 진공도에 의해 제어하는 것이 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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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진공도(torr) 760 500 400 200 120 70 50 30 10

TC-11 시편 1 171 175 177 185 194 213 234 290 355

TC-21 시편 1 168 172 174 181 190 209 230 286 350

TC-31 시편 1 269 276 279 292 309 346 382 442 483

TC-41 시편 1 259 265 265 279 295 329 364 425 471

TE-01
시편 1 

스페이서
169 173 173 182 190 208 227 280 335

TE-02
벨로우즈 

표면(A-A)
94 96 96 101 107 119 131 152 170

TE-03
LVDT-11 

표면
62 63 63 66 68 74 81 101 130

TE-04
LVDT-31 

표면
104 106 106 112 120 136 152 179 196

TE-05 시편 1 모듈 91 93 93 99 105 117 131 168 215

LVDT-11 시편 1 변 (V) -1.609 -1.609 -1.609 -1.609 -1.605 -1.600 -1.600 -1.590 -1.541

LVDT-21 시편 2 변 (V) 6.733 6.733 6.727 6.703 6.751 6.752 6.771 6.796 6.830

LVDT-31 시편 3 변 (V) 4.173 4.173 4.183 4.124 4.119 4.129 4.163 4.120 4.163

LVDT-41 시편 4 변 (V) 4.149 4.149 4.143 4.163 4.114 4.159 4.202 4.203 4.197

표 2.3 04S-23K 크립캡슐 10MW에서 진공도에 따른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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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캡슐 진공도에 따른 온도 분포(1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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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진공도(torr) 760 500 400 200 120 70 50 30 10

TC-11 시편 1 282 288 291 304 319 345 369 415 488

TC-21 시편 1 275 282 285 297 312 338 361 406 482

TC-31 시편 1 440 447 451 468 491 527 553 600 669

TC-41 시편 1 425 432 436 453 475 508 534 582 668

TE-01
시편 1 

스페이서
275 281 284 295 309 333 354 396 447

TE-02
벨로우즈 

표면(A-A)
136 139 140 145 152 162 169 181 203

TE-03
LVDT-11 

표면
87 89 90 95 100 109 118 138 159

TE-04
LVDT-31 

표면
162 165 166 173 181 194 205 225 257

TE-05 시편 1 모듈 142 145 147 155 164 179 193 225 275

LVDT-11 시편 1 변 (V) -1.614 -1.614 -1.614 -1.600 -1.585 -1.565 -1.546 -1.526 -1.516

LVDT-21 시편 2 변 (V) 7.074 7.045 7.050 7.088 7.050 7.083 6.986 7.064 7040

LVDT-31 시편 3 변 (V) 8.203 8.666 8.745 8.813 8.882 10 9.032 8.949 8749

LVDT-41 시편 4 변 (V) 8.315 9.105 9.262 9.355 9.472 9.638 9.643 5.521 0.421

표 2.4 04S-23K 크립캡슐 20MW에서 진공도에 따른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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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캡슐 진공도에 따른 온도 분포(2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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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진공도(torr) 760 500 400 200 120 70 50 30 10

TC-11 시편 1 373 378 381 395 410 439 476 526 687

TC-21 시편 2 362 367 370 383 398 427 462 514 676

TC-31 시편 3 567 575 580 603 628 674 712 742 827

TC-41 시편 4 547 554 559 584 609 657 700 746 861

TE-01
시편 1 

스페이서
362 366 369 381 393 417 445 487 604

TE-02
벨로우즈 

표면(A-A)
172 173 175 180 187 198 210 221 264

TE-03
LVDT-11 

표면
108 110 111 115 119 127 137 156 228

TE-04
LVDT-31 

표면
195 197 199 207 216 232 242 266 304

TE-05 시편 1 모듈 185 188 189 197 205 222 239 271 356

LVDT-11 시편 1 변 (V) -1.590 -1.590 -1.590 -1.580 -1.575 -1.560 -1.595 -1.521 -1.428

LVDT-21 시편 2 변 (V) 7.514 7.523 7.494 7.538 7.543 7.489 7.777 7.529 7.445

LVDT-31 시편 3 변 (V) 10 10 10 10 10 10 10 10 10

LVDT-41 시편 4 변 (V) 10 10 10 10 10 10 10 10 10

표 2.5 04S-23K 크립캡슐 30MW에서 진공도에 따른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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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캡슐 진공도에 따른 온도 분포(3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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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온도와 측정온도의 비교

   04S-23K 크립캡슐의 시편과 주  부품에 한 설계온도  측정값을 표 2.6에 

나타내었다. 시편 온도에 있어서 측정값은 설계값과 비교하여 7～52%의 오차를 

보인다. 설계값을 측정값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설계값이 반 으로 낮게 

측되었다. 특히 하부 시편에서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 부분에서 

온도 차이가 큰 원인은 이 치에서의 발열량이 게 측된 것으로 보인다. 이 

캡슐 이 에 조사시험을 수행한 03S-07K 크립캡슐에 있어서도 온도에 한 설계

값과 측정값의 비교 결과 설계값이 진공도에 따라 10~30% 정도 낮게 측되었

다[1.6]. 이 차이에 한 원인을 분석하기 해 캡슐 내부 부품들의 온도에 해 

설계값과 측정값 자료를 축 하여 추후 온도 측에 한 분석 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진공도(torr) => 760

열 치 설계 측정

TC 11 시편 1 301 373

TC 41 시편 1 360 547

TE 03 상부 LVDT 95 108

TE 04 하부 LVDT 213 195

TE-02 벨로우즈 표면 173 187

표 2.6 설계  측정 온도 비교(30MW)

라. 하나로 출력 상승 시 캡슐 부품의 팽창량 

   크립캡슐의 구조는 그림 2.10과 같이 되어 있다. 벨로우즈의 심 에 연결된 

요크가 하 을 받아서 시편을 당겨주게 되어 있으며, 시편이 팽창될 경우 LVDT 

심 이 움직이게 되어 변 를 표시하게 된다. 크립캡슐 부품을 자세히 살펴보

면 캡슐의 온도가 올라갈 경우 열팽창에 의해 각 부품은 ․아래(+․-)로 움직

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로의 출력이 올라갈 때 캡슐의 온도도 올

라가게 되는데, 하나로의 출력이 30MW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될 때까지 캡슐 부

품도 +․- 방향으로 팽창하게 되며 어느 치에서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온도 

증가 시 크립캡슐 부품 별로 열팽창 방향과 변 를 계산하면 표 2.7과 같다.

   하나로 출력이 30MW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되었을 때 시편 1의 온도는 37

3℃ 고 LVDT에 나타난 변 는 -1,590mV 다. 이때 LVDT의 온도는 108℃ 으

며 sensitivity는 782mV이다. 하나로 출력이 올라가기  상온(29℃)에서 LVDT의 

기값은 -1,678mV 다. 그러므로 하나로 출력 30MW에서의 평형상태와 상온에

서의 LVDT 값의 차이는 110mV인데 이것을 길이로 환산하면 0.111mm가 된다. 

표 2.7에서와 같이 열팽창을 고려한 계산상의 변  0.133mm는 조사시험 기에 

LVDT에서 나타난 시편의 측정된 변 0.111mm와 거의 유사하다. 두값의 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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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mm로 조사시험 시 캡슐 부품의 작동이 측 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0 크립캡슐 구조 개념

재질 
선팽창률(α)

x 10-6
L(mm)

ΔT

(℃)

ΔL

(mm)
팽창 방향

고정 yoke STS304 17.3 150 200 0.519 +

push rod STS304 17.85 54 300 0.289 +

upper tube STS304 17.3 100 200 0.346 +

LVDT 연결 STS304 17.3 55.5 150 0.144 +

시편 홀더 Al 23.79 700 60 1.165 -

체 0.133 +

표 2.7 하나로 출력 상승 시 캡슐 열팽창량 평가



- 15 -

마. LVDT 설치 방향  

   본 캡슐에 장착되는 LVDT는 4개로 3개는 이  캡슐에서 사용한 RDP( ) 제

품으로 RIN 56 모델[2.3]이다. 나머지 1개는 RDP 모델이 고온고방사선 환경에서 

이상신호를 보 기 때문에 신호의 비교를 해 HALDEN(노)에서 제작한 고온고

방사선 환경에서 성능이 입증된 Type 10 모델[2.4]을 사용하 다. LVDT는 

HALDEN 모델이 상부 시편(시편 1)에 연결되었으며, RDP 모델은 상부 시편 1개

와 하부 시편 2개에 연결되었다. 이들 LVDT에 해 노외에서 성능 검증과 극성 

검사를 하 으며 결과는 표 2.8~2.9와 같다. 시편이 팽창할 때 아마추어가 움직이

는데 아마추어가 움직이는 방향은 아래 방향이다.     

 

아마추어 삽입
기상태

P. coil 

극성 변화

S. coil 

극성 변화

P & S coil

극성 변화
방향 깊이(mm)

시편팽창

(아마튜어

삽입)방향

==>

아래 쪽

 

-7 -5.410 5.424 5.410 -5.408

-6 -4.677 4.681 4.677 -4.676

-5 -3.890 3.885 3.886 -3.889

-4 -3.088 3.082 3.074 -3.100

-3 -2.297 2.291 2.308 -2.306

-2 -1.507 1.506 1.504 -1.500

-1 -0.747 0.744 0.742 -0.751

0 -0.021 -0.027 -0.025 0.026

1 0.783 -0.783 -0.783 0.777

2 1.564 -1.576 -1.573 1.571

3 2.384 -2.392 -2.397 2.373

4 3.208 -3.218 -3.218 3.206

5 4.043 -4.043 -4.059 4.033

6 4.835 -4.843 -4.837 4.836

7 5.558 -5.577 -5.574 5.578

평균 793 793 793 793

표 2.8 HALDEN Type 10 LVDT(1 channel amplifier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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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삽입
LVDT-21 LVDT-31 LVDT-41 spare LVDT

방향 깊이(mm)

시편팽창

(아마튜어 

삽입)

==>

 쪽

LVDT 646 658 647 657

AMP. 55175 58239 55177 50509

Range (mm) Voltage Voltage Voltage Voltage

0 0.000 0.000 0.000 0.000 

1 0.666 0.634 0.655 0.620 

2 1.373 1.313 1.349 1.286 

3 2.109 2.028 2.071 1.986 

4 2.868 2.764 2.813 2.711 

5 3.646 3.518 3.567 3.455 

6 4.429 4.280 4.328 4.213 

7 5.216 5.047 5.093 4.976 

8 5.999 5.811 5.854 5.741 

9 6.773 6.566 6.606 6.502 

10 7.528 7.306 7.344 7.251 

11 8.261 8.028 8.061 7.983 

12 8.959 8.722 8.751 8.694 

13 9.620 9.383 9.402 9.370 

14 10.227 10.001 10.005 10.010 

평균 
Volt/mm

0.7586 0.7409 0.7402 0.7408

표 2.9 Lin 56 LVDT(RDP)의 calibration(상온에서 측정)

바. 하나로 출력 변화에 따른 변  측정

   조사시험 시 하나로 출력 변화에 따라 측정된 온도  변  결과는 그림 

2.11~2.13에 나타나 있다. 그림 2.11은 원자로 출력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캡슐 내

부의 진공도가 760 torr 일 때의 시편 1의 온도와 변 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로 

출력이 30 MW에 도달될 때 시편 1의 온도는 373℃에 도달되며 이때의 변 는 

-1.678V에서 -1.590V로 변한다. 이때의 변 를 mm로 환산하면 0.111 mm 

(110mV/ 793mV/m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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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원자로 출력, 온도 변화에 따른 LVDT 11 변 (760torr)

   캡슐의 온도 상승  시편 1의 변 는 노외시험 결과[2.2]와 비교할 수 있다. 

그림 2.12는 노외시험에서 시편 1의 온도 상승에 따른 변 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노외시험에서 시편 1 주 의 히터를 가열하여 시편의 온도를 올리고 그

에 따른 변 를 측정한 것이다. 노외시험에서는 시편의 온도를 550℃까지 올렸는

데 이때 시편에서의 변 는 0.136mm(104mV/761.9mV/mm)로 나타났다. 조사시

험시의 변 는 하나로 출력이 30MW까지 올라갈 경우 시편의 온도는 373℃까지 

올라가므로 그림 2.11에서 이 온도에서의 변 를 구하여 비교하면 된다. 그림 

2.12에서 373℃에서의 변 는 -1.625V이므로 기부터의 변 를 나타내면 -1.625V 

+ 1.678V=53mV이 되는데 값을 mm로 환산하면 0.07mm가 된다. 

   이 값과 조사시험 시 하나로 출력 상승 과정에서 측정된 변 인 0.111mm와 

비교하면 약간의 오차가 있다. 그 이유는 노외시험에서는 시편만 가열되므로 시

편의 길이만 변하는 반면에 조사시험에서는 시편뿐 아니라 캡슐 모든 부품이 가

열되므로 기에 온도가 올라가는 도 에 캡슐 부품의 모든 부품들의 팽창  

재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노외시험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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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시편 1 가열  온도, 변  측정(760 torr)(1mm=761.9mV)

   그림 2.13은 원자로 출력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캡슐 내부의 진공도가 760torr 

일 때의 시편 2, 3, 4의 온도와 변 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로 출력이 30MW에 

도달될 때 시편 2의 온도는 362℃에 도달되며 이때의 변 는 6.567V에서 7.514V

로 변한다. 이때의 변 는 947mV로 mm로 환산하면 1.216 mm 

(922mV/758mV/mm)가 된다.    시편 3과 4는 하나로 출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신호가 범 를 과하 다. 그림 2.13에서 찰해 보면 LVDT 31과 LVDT 41은 

둘 다 하나로 출력이 10MW에 도달되었을 때부터 신호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기 시작하 다. 그 후 계속 비정상 으로 신호가 증가되는 상을 나타

내다가 하나로 출력이 20MW에 이르 을 때 LVDT 31의 신호는 계속 증가하

고, LVDT 41은 반  방향의 신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다가 LVDT 31이 먼 (6월 28일 16시 07분) 측정 범 를 넘어 섰으며 그 후 

LVDT 41의 신호도 측정 범 를 넘어 섰다(6월 28일 16시 27분). 

    LVDT 신호가 이상 상을 보이기 시작한 시 은 하나로 출력이 10MW이고 

이때부터 신호가 이상 으로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다가 20MW에서 두 

LVDT에서의 신호가 서로 반  방향으로 나 어졌다. 그 후 23～25MW에서 신

호가 측정범 를 과하 는데, 이 경우들에 하여 조사시험 시 LVDT에서의 

성자속, 발열량, 온도를 표 2.10에 나타내었다. 하부 LVDT는 RDP 사( 국)에

서 제작한 모델로 600℃까지의 온도에서 정상 인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 입증되

었다. 그러므로 이 LVDT들의 이상 신호 원인이 온도에 의한 향은 아닌 것으

로 보인다. 이 LVDT는 이 에 조사한 크립캡슐인 03S-07K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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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원자로 출력 상승  온도 변화와 LVDT 21～41 변 (760torr)

   그림 2.13에 LVDT 21에서의 변 는 정상 인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하나로 출

력 상승과 함께 시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시편이 팽창하게 되는데, 신호의 경향

도 시편이 팽창하는 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노외시험 결과  LVDT 11

에서의 결과와 비교할 때 온도 상승 과정에서 시편(시편 2)의 변  1.216mm는 

무 큰 값이다. 이 온도에서 노외시험에서는 0.07mm, 조사시험에서는 캡슐 내 

같은 높이의 바로 에 있는 시편 1의 경우 0.111mm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결

과와 비교할 때LVDT 21에서의 변  1.216mm는 10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값이다. LVDT 21에서 나타나는 변 의 방향을 보면 

시편 팽창에 한 경향은 올바로 표 하고 있지만 정량 인 자료는 동종의 모델

인 LVDT 31, LVDT 41과 같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반 인 변 에 한 자료는 시편 1의 변 를 나타내는 LVDT 11에서의 측

정값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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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출력(MW)

성자 속(n/cm2․s) 발열량

(W/g)

온도

(℃)E>0.1 MeV E>1.0 MeV

하부 

LVDT

10 4.9E+13 2.3E+13 1.25 104

20 9.8E+13 4.6E+13 2.5 162

25 1.2E+14 5.75E+13 3.12 177

30 1.47E+14 6.85E+13 3.75 195

상부 

LVDT

10 1.24E+13 5.7E+12 0.32 61

20 2.47E+13 1.14E+13 0.64 87

25 3.09E+13 1.43E+13 0.80 97

30 3.71E+13 1.72E+13 0.97 108

표 2.10 LVDT에서의 조사시험 조건

사. LVDT 기 이상 신호 

  진공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조사하기 하여 하나로 출력 상승  10, 20, 

30MW에서 진공도에 따른 온도를 측정하 다. 이 결과는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 2.3～2.5에 나타나 있다. 표 2.5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로 출력 

30MW에서 캡슐의 진공도를 760torr에서 10torr까지 낮추어 가면서 캡슐 부품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도 에 캡슐의 내부 진공도가 50torr에서 10torr로 변하는 

과정에서 LVDT 신호에 갑작스런 요동이 찰되었다. 이 상은 2006년 6월 28

일 17시 30분 경부터 찰되었으며 그 상을 그림 2.14에 나타내었다. 캡슐의 

진공도가 50torr에서 10torr로 내려갈 때 시편 1의 온도는 476℃에서 687℃로 

격하게 올랐다. 이때 LVDT 11에서의 신호가 격하게 튀는 상이 발견되었다. 

LVDT 11에서의 신호 범 는 -2.2147～-1.5521mm로 ΔL=0.6626mm만큼 변하 다. 

이 상은 이상 신호로 인식되었다. 이 이상신호가 재 되는지를 조사하기 해 

30분 후에 진공도 변화를 같은 방식으로 가하 다. 이때에도 LVDT 신호에서 동

일한 이상 신호 상이 나타났다. 그림 2.14에 나타나 있는 2개의 (peak)  첫 

번째 이 캡슐의 진공도가 50torr에서 10torr로 내려갈 때 생긴 상이며, 두 번

째 은 재 성을 조사하기 해 진공도를 변화시켰을 때 나타난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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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진공도 변화에 따른 LVDT-11 신호 변화(출력 30MW)

   이와 같은 상이 캡슐 내부의 같은 수직 치에 설치된 시편 2와 LVDT 21

에서도 나타나는지 조사하 다. 시편 1과 2에서 나타난 상을 그림 2.15에 함께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편 2에서 나타나는 LVDT에서

의 변 도 형상은 조  다르지만 신호의 격한 변화가 찰되었다. 시편 2도 같

은 수직 치에 있으므로 시편 온도는 같으며 신호 범 는 9.1957～9.8747로 Δ

L=0.6790mm만큼 변하 다. 

그림 2.15 진공도 변화에 따른 LVDT-11 & 21 신호 변화(출력 3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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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은 동일한 높이에 있는 2개의 시편에서 일어난 것으로 서로 다른 2개

의 LVDT에서 나타난 변 량이 같고 형상도 같게 찰되었다. 서로 다른 두개의 

LVDT에서 동일한 변 가 찰되었으므로 LVDT에서 나타난 이상 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2개의 다른 LVDT에 같은 양의 변  신호가 입력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캡슐 하부 온도의 격한 상승으로 하부 구조물에서의 팽창으로 인

해 부품들의 재배치 과정에서 격한 변 가 측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 하단부 LVDT 신호 상실

   하단부에 설치된 2개의 LVDT는 하나로 출력 상승 후 하나로 출력 23MW와 

25MW에서 신호가 범 를 과하 다. 이 과정에서 신호가 과되는 상을 그

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16과 같다. 이 그림에서부터 LVDT 31과 LVDT 41은 하

나로 출력이 15MW에 도달되는 시 에서부터 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때 신호가 변하는 방향은 +쪽으로 증가하는데, 이 방향은 시편이 늘어나는 방

향과 반  방향의 신호이다. 그 후 하나로 출력이 증가하면서 LVDT 31은 계속

해서 신호가 시편 팽창과는 반  방향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을 보이는 반면에, 

LVDT 41은 하나로 출력이 20MW에서 갑자기 -방향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로 출력이 25MW에 도달되었을 때 신호가 측정범 를 over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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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일어난 상 표로 정리하면 표 2.11과 같다.

 

시간 상 비고

6/28 15:11
20MW에 도달

이후 15:50 까지 진공도 변화하면서 온도 측정

6/28 15:51 LVDT 41 : -방향으로 격히 신호 떨어짐

6/28 16:07 23MW에서 LVDT 31 신호 범  과

6/28 16:13 LVDT 41 : +신호로 바뀜

6/28 16:25 25MW에서 LVDT 41 신호 범  과

표 2.11 하부 LVDT의 이상 신호 상

  

   이와 비슷한 상은 이 에 조사한 캡슐인 03S-07K 캡슐에서도 나타났는데, 

이 캡슐에서는 LVDT 1과 2가 하나로 출력 19MW와 20MW에서 이상신호를 나

타내기 시작하 다. 

   04S-23K 크립캡슐의 LVDT에서 신호 범 가 과되는 시 에서의 하나로 출

력과 성자속을 조사해 보면 표 2.12와 같다. 

E>0.1MeV(x 10
14
) E>1.0MeV(x 10

14
)

15MW
상부 0.63 0.27

하부 1.26 0.65

20MW 상부 0.84 0.36

하부 1.67 0.80

25MW 상부 1.05 0.45

하부 2.09 1.01

표 2.12 크립캡슐(04S-23K) LVDT에서의 성자속

  한편 03S-07K 캡슐에서 LVDT의 신호범 가 과된 지 인 19MW에서의 성

자속을 조사해 보면 0.64 x 10
14

n/cm
2
․s(E>1.0MeV) 다. 이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RDP( ) LVDT 모델은 0.6 x 1014n/cm2․s(E>1.0MeV) 정도의 성자 환경

에서는 사용이 부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LVDT 제품은 15MW 이상으

로 운 되는 하나로 원자로의 노심에서는 합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자. 조사시험  LVDT 신호 분석

  그림 2.17은 조사시험 체에 걸쳐 LVDT에서의 시편의 변 를 나타낸다. 이 

자료는 6월 28일 원자로의 출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진공도를 바꾸면서 캡슐의 

온도를 측정한 후 원자로 출력이 30MW로 올라간 상태에서 측정된 변 이다. 이 

상태에서 



- 24 -

시편의 온도는 600℃로 제어하고 시편에 목표 하 인 253MPa을 가해  상태에

서 측정하 다. 

   LVDT 11은 2.2  6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외시험과 조사시험 기 단계

의 원자로 출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매우 안정된 신호를 나타냈다. 이 LVDT는 

HALDEN에서 고온고방사선에의 사용이 입증된 제품으로서 하나로의 노심에서

도 안정 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7에 있는 변  신호를 찰해 보면 조사시험 기 6월 28일부터 7월 

2일 사이에서 LVDT 11의 신호가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이 기간 의 상황을 보

면 6월 28일 원자로 출력을 올린 후 하나로 출력 별로 온도 상승 실험을 수행한 

후 캡슐 부품의 팽창을 고려하여 6월 29일까지 원자로 출력이 30MW인 상태로 

캡슐에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고 그 로 두었다. 하루가 경과한 후 6월 29일 오

에 캡슐의 열팽창이 평형상태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 다. 이때 시편의 온도는 

시편 1, 2, 3, 4가 각각 378, 367, 555, 537℃었으며, LVDT의 신호는 각각 -1.726, 

7.402, 10, 10V를 나타냈다. 여기서 10V를 나타낸 LVDT 31과 41은 이미 신호가 

정상 인 측정범 를 넘어선 것을 의미한다.      

   6월 29일 10시 45분에 LVDT에서 정상 인 신호를 보이고 있던 시편 1과 2의 

온도를 목표온도(600℃)로 올리기 해 히터로 가열을 시작하 다. 한 15시 55

분에 시편 1의 하 을 29kg/cm
2
로 가하 다. 그러나 시편 2는 LVDT 21의 신호

가 불안정하 으므로 하 을 가하지 않고 두었다가 그 다음 날인 6월 30일 오후 

10시 30분에 하 을 29kg/cm2로 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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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LVDT 변  신호(30MW, 시편 온도/응력 600℃/253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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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과정  6월 30일 0시 37분에 제어장치에 원을 공 하는 UPS 고

장으로 원이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원은 6월 30일 오  10시에 회복

되었지만 오후 1시와 3시 경 다시 원이 차단되었으며 시험이 일시 단되었다. 

제어장치의 원은 7월 3일 오 에 완 히 정상상태로 회복되었다. 그림 2.17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캡슐 조사시험은 7월 3일 14시 25분 경부터 정상 상태를 

회복하여 시편 온도 600℃, 시편에 가하는 압력 29kg/cm
2
인 상태에서 시험을 재

개하 다. 이때 LVDT 11과 LVDT 21의 변 는 각각 -1.683V와 5.482V를 나타냈

으며 LVDT 31과 41의 신호는 측정범 를 과한 상태로 있었다. 그러나 LVDT 

21도 정상 조사시험인 하나로 출력 30MW, 시편온도 600℃, 하 조건 253MPa에

서 5시간 정도만인 19시 30분 경에 신호가 갑자기 측정 범 를 과하 다. 

LVDT 21은 LVDT 31과 41의 반  방향으로 신호를 과하여 -10V 이하가 되었

다. 

   조사시험이 정상상태로 회복된 시 부터 시험이 끝나는 시 까지 LVDT에서 

정상 인 신호를 나타낸 것은 LVDT 11뿐이다. LVDT 21은 7월 4일부터 측정범

를 과하 으며, LVDT 31은 처음부터 계속 측정범 를 과해 있었고, 

LVDT 41은 처음부터 측정범 를 과해 있다가 7월 6일 19시 50분 경에 측정범

 내의 신호를 나타내기 시작하 다. 

   정상 인 LVDT로 평가된 LVDT 11에서의 신호를 보면 원이 회복되어 정

상 인 조사시험을 재개한 이후부터 시험 종료 시 까지 -1.683V에서 -1.604V까

지 80mV만큼 변하 다. 이 양은 길이로 환산하면 0.10mm(=80mV/793mV)의 변

량을 의미한다. 이 기간 에는 조사 크립 상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

은 크립 상이 일어나기에는 조사시간이 무 짧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2.17에서 조사시험 체에 걸친 LVDT 41의 신호를 찰하면 기에 측

정범 를 넘어섰다가 며칠 후 다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LVDT 41은  6항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시험 기 단계의 원자로 출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하나로 출력 15MW에서부터 이상신호를 나타내기 시작하 다. 그 후 계속 불안

정한 신호를 나타내다가 20MW에서부터 극심한 요동을 보인 후 반  방향으로 

격히 증가하 으며, 하나로 출력 25MW에서 신호가 범 를 과(6/28 16:27)하

다. 그림 2.17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후 계속 신호가 측정범 를 과해 있

다가 7/6 18:00 경부터 다시 측정범  내의 신호로 회복되었다. 

   이때의 신호는 일시 인 요동이 있었지만 조사시험이 끝날 때까지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신호는 -0.388V에

서부터 시작하여 시험 종료 시 에 -5.521V까지 변하 다. 이 신호에 한 분석

을 해 보면 정상 인 신호라고 가정할 때 LVDT 41은 1mm당 742mV의 변화를 

보이므로 6.917mm(= (5521-388)mV/742mV)의 변 를 나타낸 것이 되며, 시편은 

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피로캡슐에 한 노외에서의 비시험[2.5]에서 시

편이 단되었을 경우를 보면 단 순간 LVDT에서의 최  변 는 2.02mm 으

며, 그 후 변 가 격히 증가된 후 단되었다. 비시험에서 시편이 단되었

을 때는 비시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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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LVDT의 측정 범 인 11mm를 과한 신호를 나타냈다.

   한 이 시편이 충분한 양의 변 를 나타낸 것이고 그럼으로써 단된 것으

로 간주되었다면, 같은 조건에 있는 LVDT 31에서도 같은 신호를 나타내야 하며, 

같은 하 을 받고 있는 상부 시편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야 한다. LVDT의 

성능이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부시편 1에서의 변 와 비교해 보면 

LVDT 11의 변 인 0.1mm 정도인데, 이 변 량과 비교하여 LVDT 41에 나타난 

변 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양이다. 

   그러므로 LVDT 41은 정상 인 신호라고 간주할 수 없으며 시편의 변 를 나

타낸다고 하기 보다는 LVDT에서 이상 신호(abnormal signal)를 보내는 것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차. 조사시험  수조 상부에서 고방사능 발생 

1) 발생 상황  내용

    조사시험  수조 상부 방사선 감지기에서 6월 30일에 3차례에 걸쳐서 고방

사능이 감지되었다. 수조 방사선 감지기는 수조 상부에 3개가 있으며 이들  2

개에서 기 을 과하면 하나로가 trip된다. 이날 발생된 고방사능으로 인하여 수

조 방사선 감지기는 1개만 설정치를 과하 으며 하나로 trip은 일어나지 않았

다. 수조 상부에 있는 방사선 감지기에서 나타난 방사능 변화량은 그림 2.18과 

같다. 방사선 감지기 각각에 한 설정치는 25,000 nGy/h이다.   

그림 2.18 원자로 수조 상부 고방사능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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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캡슐 조사시험  작업 내용

    6/28～6/30 사이에 크립캡슐 조사시험  수행된 작업 내용을 시간 별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 6/28 11:38 하나로 출력 상승(출력 10kW 운 )

- 6/28 17:14 하나로 출력 30MW에 도달

- 6/28 11:38～20:30 캡슐 온도 변화 찰  기록(가열  가압하지 않음)

- 6/29 10:45～13:38 시편 1, 2 & 4 가열(각각 600/550/600℃로 가열)

- 6/29 13:52 벨로우즈 4번 가압 : 20kg/cm2

- 6/29 15:42 벨로우즈 1번 가압 : 29kg/cm
2

- 6/29 20:18 벨로우즈 3번 가압 : 10kg/cm
2

- 6/30 00:37 캡슐 제어장치 shut down(벨로우즈에 가압되었던 헬륨가스 배기)

- 6/30 08:00 원격제어장치의 communication error 확인 

- 6/30 09:30 UPS 작동 불능 확인  UPS 검

            UPS reset 후 히터가동  헬륨가스 가압 후 정상 운 (벨로우즈 

1, 3 & 4번 이  상태로 가압)

- 6/30 10/36 벨로우즈 2번 가압 : 29kg/cm
2

- 6/30 14:00 캡슐 제어장치 shut down 발생(벨로우즈에 가압되었던 헬륨가스 

배기)

- 6/30 15:06 UPS 검  고장 확인(UPS 2번째 고장 확인)

            UPS 원을 사용하던 제어장치의 원을 일반 원으로 변경(

원 연결되면 PLC동작에 의해 벨로우즈 가압됨)  

- 6/30 15:25 히터(시편 1, 3, 4번) 가동 스 치 동작 불능으로 PLC restart

             (벨로우즈에 가압되었던 헬륨가스 배기) 

- 6/30 15:26 하나로 수조상부 방사선  상승 감지  상황 보고 

             안 조치(헬륨가스 공  밸  잠 , 벨로우즈 차단밸  잠 ) 

             실험 잠정 단

- 6/30 16:00 하나로운 부장님께 상황 보고, 원인 분석  책 회의

             (하나로안 리랩장, 하나로운 리과제책임자, 캡슐 과제책임

자,

             김 기, 주기남, 박승재, 조만순) 

              

3) 원인 분석

  가) 크립캡슐 작동 개요

    크립캡슐은 시편에 일정한 응력을 가하여 조사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화

량을 찰하기 한 캡슐로서, 주요 부품은 시편과 벨로우즈를 이용한 하 부과

장치  변 측정장치로 구성된다. 벨로우즈에 He 가스가 공 되면 벨로우즈의 

수축에 의해 시편에 응력이 가해진다. 벨로우즈에 가해진 압력은 원이 상실되

면 캡슐을 안 한 상태를 유지하기 해 배기되어 1기압으로 유지된다. 본 캡슐

에는 4개의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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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캡슐 내부의 벨로우즈와 배 (1/8“)에 포함된 가스의 

양은 약 30cc 정도이다.  

 나) UPS 작동 정지

    캡슐 제어장치의 원은 하나로의 작업 원(4종 원)에 연결된 원으로부

터 공 되며, 이 원에 UPS를 설치하여 UPS를 통해 제어장치에 원이 공 되

도록 되어 있다. 본 캡슐의 조사시험  제어장치에 연결된 UPS가 두차례 작동 

정지되었다. 조사  캡슐 작업 내용을 분석해 보면 수조 상부에서 고방사능이 

감지된 시간과 캡슐 제어장치가 shut down 되거나 PLC가 restart된 시간이 일치

되었다. 캡슐 제어장치의 shut down 시 캡슐 내부의 벨로우즈에 가압된 가스는 

수조 상부로 배기되었다.   

    UPS 사용 원은 기 압 220V(+5%, -10%)로서 공 압이 -10% 이하가 

되면 정 으로 단하여 backup time (약 30분) 동안 UPS 원을 공 한다. 

Backup time 이후에도 기 압으로 복구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원을 공 할 

수 없는 것으로 단하여 원이 상실된다. 7월1일 11시 경에 UPS 공  원을 

측정하여 본 결과 194V로서, 연구소 기 압보다 약 12% 낮은 압으로 공 되

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UPS 정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다) 벨로우즈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의 배기

    캡슐 본체는 원자로에 장 된 후 크립캡슐조사시험 차서[2.6]에 따라 캡슐 

내부를 He 가스로 퍼지(purge)하여 캡슐 내부에 있는 공기를 배출하 다. 그러나 

본 캡슐에 있어서 벨로우즈에 한 퍼징은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벨로우즈

와 연결  내부에는 배기되지 않은 공기가 남아 있었다. 이 공기는 He 가스보다 

무거우므로 He 가스로 가압할 때 압축되어 벨로우즈 하부에 치하게 되며, 노

심에서 방사화되면 공기 의 Ar이 Ar-41로 변하게 된다. 이 Ar-41 가스는 벨로

우즈에 들어 있는 가스가 배기될 때마다 수조 상부로 올라오게 되어 수조 상부

에서의 고방사능의 원인이 된 것으로 단되었다.

 

4) 조치 사항

   조사시험  수조 상부 방사능 감지기에서 고방사능이 감지됨에 따라 이에 

한 경미한 사건보고서[2.7]와 련 내용을 내부통신문[2.8]으로 작성하 다. 

한 이러한 경험을 여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 경험 보고서[2.9]를 작성

하여 하나로운 부와 이용기술개발부의  과제에서 이 경험을 공유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 다. 이 운 경험 보고서를 연구로운 과제와 조사시

험용 캡슐개발  활용 과제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 으며 운 경험 활용보고서

[2.10~11]를 작성하여 배포하 다. 

5) 책

본 캡슐에 한 조사시험을 계속하기 해서는 벨로우즈에 있는 공기  방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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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Ar-41이 수조 상부로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한 책으로 

- 캡슐 제어장치에 연결된 UPS를 분리하고 공  원을 제어장치에 직  연결하

므로써 UPS로 인한 원 상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다.

- 보호   안내 에 있는 방사화된 공기의 방출을 차단하기 해 안내  끝을 

실리콘으로 막았다.

  한 장기 으로는 다음과 같은 책 수립을 수립하 다.

- 조사시험 차서의 개정 필요

  ∙공기가 잔류하게 되는 모든 캡슐에 He 가스를 이용한 퍼징 차 삽입

-  슐로부터의 vent line 치 이동 필요 

  ∙ 재 캡슐의 Vent line은 수조상부 북서쪽 trench에 치해 있으나 이를 수

조 상부에 있는 배기닥트 근처로 이동

-  슐의 안내  끝부분  처리 는 He 가스로 가압

  ∙캡슐의 안내 과 보호 에 있는 방사화된 공기가 수조상부로 출되지 않도

록 안내  끝부분  는 He 가스로 가압 

- 제어장치 공  원 변경 필요

  ∙수조 상부에 있는 안정된 원으로 교체 필요

   본 캡슐에서의 정 으로 인하여 7/1 11시 경 캡슐 제어장치에 공 되는 원

의 압을 측정해 본 결과 194V이었다. 이 값은 연구소 기 압(220V)보다 약 

12% 낮은 압으로, 크립캡슐 제어장치에 연결된 UPS의 방  원인으로 나타났

다. 이와 련 하나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에 한 반 인 검이 필요한 

것으로 단되어 원 검을 실시하여 하나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을 220V로 

올렸다. 

카. 조사시험 종료 시 에서 수조 상부에서 고방사능 발생

1) 발생 상황  내용 

    2006년 7월 22일 04시 55분 경에 하나로 출력을 내리는 도  하나로 출력 

0MW에서 제어 을 내리는 에 하나로 수조 상부에서 고방사능이 감지되어 제

어 이 갑자기 낙하되었다. 이때 수조 방사선 감지기는 3개  2개에서 방사능이 

제한치 이상으로 감지되었다. 

2) 발생 원인 

   경미한 사건 보고서[2.7](2006년 7월 3일)로 제출된 내용에 기술된 로 크립

캡슐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벨로우즈 내부에는 공기가 잔류되어 있다. 이 공기 

 Ar 가스는 방사화되어  Ar-41로 변하는데, 캡슐 실험  정상 인 상태에서

는 고압의 헬륨 가스에 의해 압축되어 노심 속에 치한 벨로우즈 내부에 남아 

있게 되므로 수조 상부로 올라오지 않는다. 

조사시험 종료 시 에서 캡슐제어장치에서 하나로 출력이0MW로 내려왔다는 것

을 확인한 후 캡슐 하 부과장치 벨로우즈의 압력을 제거하 다. 이과정에서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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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즈의 압력이 기압으로 떨어졌을 때 벨로우즈 잔류 공기가 배 을 통해 수

조 상부 치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때 수조상부 방사능 감지기에서 제한치 이상

의 방사능이 감지되었으며 제어 이 drop 되는 상이 발생되었다. 

   크립캡슐 벨로우즈 시험  운  압력은 30kg/cm
2

으며 시험을 종료하기 

한 벨로우즈의 압력은 하나로 출력이 0MW에 도달되고 6분이 경과한 후부터 내

리기 시작하 다. 압력을 30kg/cm
2
에서 0kg/cm

2
까지 내리는 데는 10분이 소요

되었다(첨부 작업일지 참조).

3) 책 

   벨로우즈의 압력은 벨로우즈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화된 Ar-41의 반감기

(110분)를 고려하여 방사능이 충분히 감쇄되었다고 단될 때 제거하여야 한다. 

이 상은 가압 부품이 있는 크립캡슐과 피로캡슐에만 용되는 상으로 련 

캡슐의 조사시험 차서에 이를 고려하여 시험 종료시 압력 제거에 필요한 충분

한 시간을 반 할 필요가 있다. 재의 차서 상에는 조사시험 종료 시 수행해

야 하는 작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조사시험 종료 후 하나로의 출력이 

0MW로 내려간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벨로우즈의 압력을 내리는 차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운 경험활용보고서[2.11]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조사시험  벨로우즈에 한 퍼징 차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조사시험 결과 요약

  조사시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로 출력이 30MW에 도달되었을 때 캡슐 내부 압력 1기압 상태(히터가 

off)에서 시편의 온도는 상부 362~373℃, 하부 546~567℃에 도달되었다. 이 온도

는 시편의 조사 목표온도인 600℃±10% 이하이므로 히터  내부 압력의 조 에 

의해 목표온도에 도달되었다. 

  (2) 진공도에 따른 부품의 온도 변화를 찰하기 해 진공도를 760torr에서 

10torr까지 변화시켜 온도를 측정한 결과 캡슐 내부의 진공도를 낮추어 갈 때 

50torr 이하의 진공에서 격한 온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상은 하나로 출력 

10, 20, 30MW에서 측정되었으며 세가지 측정 모두 같은 상을 나타내었다. 따

라서 헬륨의 진공도를 낮추어 갈 때 50torr 이하의 범 에서 헬륨 분 기에서의 

열 도도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시편 온도의 측정값은 설계값과 비교하여 진공도에 따라 8～52%의 오차를 

보 다. 하부 시편에서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온도차가 큰 원인은 

이 치에서의 발열량이 게 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온도차의 원인 분석을 

해 캡슐 내부 부품들의 온도에 해 설계값과 측정값 자료를 축 하여 추후 온

도 측에 한 분석 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4) 하나로 출력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4개의 LVDT에 나타난 변 는 LVDT 11

에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 인 신호를 나타내지 못하 다. LVDT 11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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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으로 변 가 증가하여 하나로 출력이 30MW에 도달되었을 때 0.111mm의 

변화를 보 으며 이는 노외시험 시에 측된 변 의 범 에 있다. LVDT 31과 

41은 하나로 출력 상승 과정에서 측정범 를 과하는 신호를 나타냈으며, 

LVDT 21은 신호의 경향은 시편 팽창을 나타내는 방향이었지만 변 량이 무 

커서 신뢰할 수 없는 신호로 단되었다.  

  (5) 하나로 출력 증가 과정에서 나타난 하단부 LVDT 두개의 신호 상실에 하

여 원인을 분석하 다. 두개의 LVDT는 하나로 출력이 15MW에서부터 이상신호

를 나타내기 시작하다가 23MW 근처에서 신호가 범 를 과하 다. RDP( ) 

LVDT 모델은 0.6 x 10
14

n/cm
2
․s(E>1.0MeV) 정도의 성자 환경에서는 사용이 

부 한 것으로 단되었다. 

  (6) 조사시험 체에 걸쳐 분석한 LVDT 신호에 따르면 LVDT 11만 정상 으

로 작동하 다. LVDT 21과 31은 기부터 측정범 를 과하는 신호를 나타냈

으며, LVDT 41은 간에 신호가 회복되었지만 변 량 분석 결과 정상 인 신호

로 간주할 수 없다. 

  (7) 조사시험  원상실로 인해 캡슐 내부의 공기가 역류되어 수조 상부에서 

고방사능이 감지되었다. 이에 해 경미한 사건보고서, 운 경험보고서  활용

보고서를 작성하 다. 책으로 캡슐 제어장치에 연결된 UPS의 고장으로 인한 

원 상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 으며, 보호   안내 에 있는 방사화된 

공기의 방출을 차단하기 해 안내  끝을 실리콘으로 막았다. 한 제어장치에 

공 되는 원의 압을 안정되게 하 으며 조사시험 차서에 퍼징 차를 추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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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04S-23K 크립캡슐 조사시험 결과에 한 분석을 하 다. 크

립캡슐 04S-23K에는 4개의 시편이 장착되며 각각의 시편은 별도의 하 부과장치

와 변 측정장치에 연결되어 있어 독립 인 크립시험 계통을 구성하고 있다. 이 

캡슐의 조사시험은 하나로 운  45주기인 2006년 6월 28일부터 7월22일까지 23

일 동안 수행되었다. 피로시험은 시편온도 600℃, 응력 253MPa을 받는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조사시험 기에 원이 상실되는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 실

험이 단되는 일이 발생되었다. 그 후에는 정상 인 실험을 재개하 다. 

   온도에 한 분석은 하나로 출력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출력과 온도 변화의 

계를 구하 으며, 출력 별로 캡슐 내부의 진공도 변화에 따른 부품의 온도 변

화를 측정하 다. 진공도에 따른 부품의 온도 변화를 찰하기 해 진공도를 

760torr에서 10torr까지 변화시켜 온도를 측정한 결과 캡슐 내부의 진공도를 낮추

어 갈 때 50torr 이하의 진공에서 격한 온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상은 하

나로 출력 10, 20, 30MW에서 측정되었으며 세 가지 경우 모두 같은 상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헬륨의 진공도를 낮추어 갈 때 50torr 이하의 범 에서 헬륨 

분 기에서의 열 도도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 에 해서는 독립된 계통으로 작동하는 하 과 변 를 포함하는 4개의 

시편 모듈에서 발생된 변 량을 분석하고 일부 LVDT에서 발생된 이상신호 원인

을 분석하고 책을 강구하 다. 조사시험 체에 걸쳐 분석한 LVDT 신호에 따

르면 LVDT 11(HALDEN 제작)만 정상 으로 작동하 다. LVDT 21(RDP 제작)

과 31(RDP 제작)은 기부터 측정범 를 과하는 신호를 나타냈으며, LVDT 

41(RDP 제작)은 간에 신호가 회복되었지만 변 량 분석 결과 정상 인 신호로 

간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차기에 조사시험할 피로캡슐에서는 LVDT 11과 같은 

HALDEN 모델을 사용하도록 추천된다. 조사시험  원상실로 인해 캡슐 내부

의 공기가 역류되어 수조 상부에서 고방사능이 감지되었다. 이에 한 책으로 

조사시험  벨로우즈에 해 퍼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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