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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로내에서 핵분열반응으로 생성되는 핵분열

생성물(Fission Product)은 피복관(Cladding Tube)과 

봉단마개로 용접된 핵연료봉내에 갇혀 있어야 되

나, 어떤 영향으로 핵연료봉 피복관에 결함이 생겨, 
핵연료봉내에 있어야 될 핵분열생성물이 원자로 냉

각재로 방출되는 경우를 핵분열생성물 누출(Leak)
이라고 말하고, 핵연료 손상징후가 있는 것으로 간

주한다. 이렇게 되면 냉각재 방사능준위가 높아지

게 되고, 계통 내 설치된 Off-gas 모니터와 냉각수 

샘플 화학분석에서 핵분열생성물질이 검출된다. 방
사능 준위의 증가 경향이 연료결함 징후로 판단되

면, 냉각재 정화유량의 증가와 운전 출력 변화율 최

소화 등 결함부위 확 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위

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EPRI)에서는 전 출력 조건에서 평형 131I의 

평균 방사능준위가 5x10-4이상일 경우, 연료

손상 발생으로 판단하고, 손상정도에 따라 연료손

상 의심에서부터 발전소 운전정지까지 5단계 조치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1). 
Sipping검사는 손상 연료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

는 그 주기의 계획예방정비(Overhaul)시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빼낼 때, 누출이 발생하는 결함 핵연료집

합체를 찾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비파괴검사 방법이

다. 또한 Sipping검사는 원전해체 작업의 첫 번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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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수행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건식저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연료의 건전성을 확인하는데도 사

용된다(2). 
Sipping검사장비의 구조는 손상 집합체로부터 방

출되는 핵분열성물질을 채취하는 흡입기구와 분석장

치로 크게 구분되며, 샘플 채취방법에 따라 검사정

확도 및 장비 운전특성이 달라지므로 목적에 적합한 

장비 선택이 요구된다. Pressure Water Reactor(PWR)
의 경우 Sipping장비에서 검출된 누출 핵연료집합체

로부터 결함 연료봉을 찾기 위하여 초음파탐상검사

(Ultrasonic Testing) 기술이 이용된다. 결함연료봉을 

찾으면 연료수리(Fuel Reconstitution) 작업을 통해 집

합체에서 결함연료봉을 제거시키고, 그 위치에 정상

연료봉이나 더미(Dummy) 연료봉으로 체한 후, 재
장전 한다. 반면, 원전해체 공정에서 누출 핵연료집

합체가 발견되면, 수리 또는 특수 제작된 건식저장

용기에 담아 건식 저장소로 이동한다(2,3,4,5). 
본 논문에서는 Sipping검사장비 활용에 한 해외 

동향과 기술 추이 등을 포함하여, 핵연료 손상 시 1
차 계통 냉각재의 방사능 준위 거동 및 주요 손상 

메카니즘에 해 소개함으로써 Sipping기술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수

행될 원전해체 시 적절한 Sipping 방법을 선택하는

데도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2. 누출진단 및 손상 메카니즘 

2.1 누출진단 (Leaker diagnostics)
핵연료집합체는 이산화우라늄(UO2) 소결체를 지

르코늄(Zr)합금 피복관(Cladding Tube)에 넣어 만

들어진 핵연료봉을 배열(Array)형태로 만들어진

다. 핵분열에 의하여 소결체내에서 발생하는 열에

너지는 피복관을 통하여 냉각수에 전달된다. 연소

가 진행됨에 따라 피복관은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내압 상승과 동시에 피복관의 외면은 원자로 내 

고온고압의 냉각수에 접하여 압력과 유체역학적 

응력을 받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핵연료집합체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핵연료봉 손상으로 이

어져 원자로 운전 중 핵분열생성물이 냉각시스템

에 누출된다(4). Fig. 1은 냉각재 방사능분석에서 

핵분열생설물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

프이다(1).

Fig. 1 Fission Products Trends in Coolant Radioactivity 
Analysis  

노심에 장전되어 운전 중인 핵연료의 건전성은 1
차계통의 냉각재방사능분석을 주기적으로 수행하

면서 확인된다. 냉각재에서 검출될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은 다양하지만, 핵연료결함 확인에 사용되는 

핵분열생성물은 Table 1과 같다. 요오드(I)핵종들은 

용해성으로 손상된 피복관을 통해 냉각재로 이동되

면, 전 출력 조건에서 평형 131I의 평균 방사능준위

가 5x10-4이상일 경우 연료손상 발생으로 판

단한다. 반면, 제논(Xe)핵종들은 연료봉 내에 가스 

상태로 존재함으로 누출이 용이하여, 피복관 크랙

이나 연료봉 봉단마개 용접결함과 같은 미세결함검

출에 유용하게 활용되며, 연료결함 징후 조기 확인

에 효과적이다. 특히, 제논핵종은 추가적인 연료결

함 발생이 없다면 발전소 운전 중 평형상태에 도달

하게 되며, 결함부위가 확 될 경우에는 반감기

(Half-life)가 각각 다른 131I/133I핵종비 추이변화를 통

해  손상이 더 확산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강상태인

지를 평가한다. 세슘(Cs)핵종으로부터는 134Cs/137Cs 
핵종비로부터 손상연료의 연소도를 추정하여, 몇 

주기 연료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재장전 혹은 방출연

료를 구분하는데 활용된다(1,2,3,5). 

Table 1 Major Nuclides used to Evaluate Fuel Failure
구분 원소 용도

불활성기체 133Xe, 135Xe, 138Xe 초기 손상징후 판별

할로겐원소 131I, 132I, 133I, 134I, 135I 손상크기 예측

알칼리금속 134Cs, 137Cs 연소도 추정

2.2 손상 메카니즘(Failure Mechanism)
Fig. 2는 핵연료 건전성을 감시, 판독하고 수리 및 

손상원규명하는 전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연료 

손상은 핵연료의 설계･제조과정과 노내 연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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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취급 등의 요인에 따라 개별 또는 복합적인 원인

으로 발생한다. 결함 연료봉을 찾으면 그 집합체는 

수리작업에 들어간다. 집합체 설계특성에 따라 상

단 또는 하단고정체를 해체하고, 결함연료봉을 제

거 한 후, 그 위치에 정상연료봉 또는 Dummy연료

봉을 삽입시킨다. 집합체에서 제거한 결함연료봉은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수중에서 와전류탐상 또는 카

메라 영상검사 등을 통해 손상원인을 분석하며, 핫
셀시설로 이동하여 파괴시험을 통한 상세 검사가 

추가되기도 한다.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에서는 통상적으로 Table 2와 같이 10
가지의 메카니즘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 표적인 

손상 원인을 소개하면다음과 같다(1,2,3,6).

Fig. 2 Typical Sequence for Fuel Failure Evaluation 

Table 2 Typical Characteristics of Fuel Failure Mechanisms
손상원인 발생시기(운전시작후)

Debris 0-60 days

Grid-to-rod fretting Any time

Baffle jetting Any time

Handling damage 0-60 days

Primary hydriding <100 days

End caps Any time

Pellet-cladding interaction Following power manoeuvres

Crud induced localized corrosion Any time

Cladding manufacturing flaw Following power changes

Secondary damage Following power changes

2.2.1 이물질(Debris) 손상

이물질(Debris)에 의한 연료손상은 이물질이 1차
계통내로 유입된 경우, 운전 중 계통내로 돌아다니

면서 연료사이 끼여서 Fig. 3과 같이 연료봉 표면 마

모를 유발시켜 손상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는 운전 

초기에 발생하는데, 손상 부위와 떨어진 위치에서 2
차 수소화에 의한 추가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1,7). 

Fig. 3 Fuel Failure by Debris and Leak of Fission Products

2.2.2 지지격자와 연료봉 마모(Grid-to-Rod Fretting, 
GTRF) 손상

PWR에서 주로 발생하는 GTRF손상은 냉각수의 

와류 및 불균일한 유동에 의해 지지격자와 연료봉

과 접촉점에서 진동이 발생하여 연료봉 마모로 이

어진다. 이런 진동은 집합체의 하부에서 주로 발생

함으로 이물질 결함과 유사하게 1차 손상 위치 상단

부에 2차 수소화에 의한 추가 손상도 발생한다(7,8).

2.2.3 Pellet Clad Interaction (PCI) 손상

핵연료봉 설계에 따르면 핵연료 피복관과 소결체 

간에는 일정 공간이 유지되며, 이 공간에 핵분열생

성물이나 불활성가스가 충진 된다. 노내 연소과정

에서 핵분열에 따라 소결체의 수축 및 팽창현상으

로 소결체와 피복관이 맞닿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응

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에 의해 

피복관 파손으로 진전될 수 있는데 이를 PCI손상이

라고 한다. PCI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소결체 제조

중 소결체 표면 결손(MIssing Pellet Surface, MPS)으
로 인해 국부적으로 열응력과 구조응력이 증가되어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9,10).

2.2.4 1차 수소화(Primary Hydriding) 손상

1차 수소화에 의한 핵연료 손상은 연료봉 내부로 

유입된 수소불순물에 의해 발생한다. 식 (1), (2)와 

같이 지르칼로이 피복관은 수소를 흡수하여 지르코

늄 기지 내 수소화물로 석출되면서 성능이 열화 되

고, 결국 연료봉 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Hydride 
Blister현상으로 피복관의 국부적인 파열을 유발한

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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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3. Sipping 검사원리 및 특성

3.1 Sipping 검사원리

Sipping은 PWR과 BWR 모두에서 누설 핵연료집

합체를 찾는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검사방법으

로, 손상부위에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흡입탐

지를 기반으로 검출된다. 검출 상이 되는 방사성 동

위원소는 계통 내 설치된 Off-gas monitor로부터 Xe
과 Kr핵종을 측정하고, 물 샘플로부터 I과 Cs핵종을 

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출 및 분석장치로는 

NaI(Ti) 섬광검출기와 HPGe Gamma Spectrometer가 

사용된다(2,9,13). 
분석을 위해 채취한 시료가 액체 혹은 기체냐에 

따라서 습식과 건식 및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연료

봉내에 갇혀져있는 핵분열생성물을 빼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물리적 방법이 사용되며(14),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시스템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에 

한 내용은 제4절에서 다루었다. 
Sipping검사의 정확도는 검출장치에 누적되는 백

그라운드(Background)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원자로에 장전된 백여 다발 이상(APR1000은 177다
발, APR1400은 241다발)의 핵연료집합체를 연속적

으로 검사하는 관계로 트럼프(Trump) 우라늄 등에 

의해 검출센서에 방사능핵종이 누적되어 오차를 범

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 검사마다 

리셋장치를 활용하거나, 정화수로 검출기를 세정하

는 공정이 포함된다.  

3.2 Sipping 검사 특성

시료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습식, 건식 

및 혼합형 Sipping방식에서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습식 Sipping 
원자로에서 인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연료의 

결함여부 판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검사용기에 연료

를 삽입, 밀봉 후, 물을 배수시킨 다음 탈염수를 주입

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침수(soaking)되도록 하여 연

료내의 방사능 물질이 탈염수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유도시켜, 시료를 채취, 분석함으로써 연료 결함여부

를 판정한다. 주요 분석 핵종은 I, Cs 이다. Boiling 
Water Reactor(BWR)인 경우는 원자로, PWR인 경우

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 검사를 수행한다(13,14).

3.2.2 건식 Sipping 
일반적으로 원자로에서 연료를 교체하는 기간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아직 충분히 냉각되지 않고 잔

존 연소도가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연료봉내 내압이 

있으므로 연료에서 누출되는 핵분열성가스를 검출

한다. 원자로에서 연료취급장치인 Mast가 핵연료집

합체를 교체하기위해 원자로내 수위의 최  위치로 

올리면 수압차에 의해서 결함 연료봉 내부에 있던 

가스가 불출되는데, 이를 채취하게 된다. 사용후핵

연료저장조에서 별도의 챔버를 활용할 경우는 챔버 

내에 불활성 기체를 주입시켜, 연료가 자체 잔열에 

의해 가열되어 연료봉 내부압력이 증가하도록 유도

시킨 후,  연료봉의 결함부위로부터 핵분열성 가스

가 방출되도록 한다(3,13).

3.2.3 혼합형(Wet-Dry) Sipping 
건식 및 습식 누설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 검사에 다소 시간이 추가 소요되지

만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
료를 검사용기에 넣은 후 배수시킨 다음 탈염수를 

주입하여 습식누설 검사를 수행하고, 다시 검사용

기에 설정된 높이까지 불활성 기체로 수위를 낮춘 

후 진공펌프를 가동하여 용기내의 압력을 낮추어 

주면 압력차에 의해 연료 피복재 결함부위로 핵분

열가스를 유도하여 시료로 채집한다. 원자로에서 

방출된 후 오래 경과된 연료검사에 효과적이다(3,13). 

4. Sipping 검사의 종류 

Sipping검사는 궁극적으로 연료봉내에 갇혀져있

는 핵분열생성물을 원활히 배출시켜, 방사능 계측

기로 그 핵종을 분석하는 절차로 수행되는데, 핵분

열생성물의 방출 유도 방법에 따라 시스템이 다음

과 같이 구분된다. 

4.1 In-mast Sipping (IMS) 
IMS는 결함 연료봉에서 방출되는 가스 핵분열생

성물인 제논(133Xe) 또는 크립톤(85Kr)을 감지하여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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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핵연료집합체를 식별한다.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취급하는 내부 마스트가 최  수위 위치에 도달하면 

약 15 psig의 수압차가 발생하면서, 압력강하에 의해 

결함연료봉 내부에 있던 핵분열생성가스가 수중으로 

누출되어 기포를 발생하고, 수면에서 그 기포가 터지

는 순간 후드장치에 의해 샘플이 채취되어 분석된다. 
분석 이후에는 깨끗한 공기를 주입시켜 시스템 계통

을 충분히 세척함으로써 백그라운드의 영향을 최소

화 시킨다. PWR뿐만 아니라 BWR과 Vodo-Vodayanoi 
Energetichesky Reactor(VVER) 등 보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5,16,17). 

Fig. 4 Schematic diagram of the In-mast Sipping System

4.2 Telescope Sipping 
Telescope Sipping 또한 IMS와 같이 원자로에 있

는 In-mast에 샘플채취 장치를 설치하고, 시스템 제

어 및 분석장치는 연료취급 브릿지에 설치된다. 단, 
IMS가 가스 샘플을 채취하는데 반해 Telescope 

Fig. 5 TELESCOPE Sipping System
Sipping은 호스를 통해 핵연료집합체 주변의 물을 

흡입하여 분리기(Separator)에서 가스를 분리한 후 

분석장치에서 가스핵종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
밀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물 샘플로부터 수용성 

핵종도 분석 가능한 장비이다. 따라서 IMS보다는 

측정 정확도가 높은 검사방법으로 취급된다(18,19).

4.3 Vacuum Sipping 
PWR에서 Vacuum Sipping시스템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캐스크로딩피트(Cask loading pit)에 설치된

다. 검사할 연료를 캐니스터에 장전시킨 후, 캐니스

터 내부 압력을 펌프를 통해 감소시켜 결함 핵연료봉

으로부터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유도한다. 검사시간

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2개의 캐니스터를 이용하여 

한 개의 캐니스터에서 검사하는 동안 다른 한쪽 캐니

스터에 연료를 이동시켜 검사 준비를 완료한다. 
Vacuum Sipping은 PWR 및 BWR 모두에 사용되며, 
특히 원전해체를 앞두고 장기간동안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보관된 핵연료집합체의 건전성검사에 

많이 활용된다. 그 이유는 In-mast나 Telescope 
Sipping과 같이 원자로에서 수직 상승에 따른 압력차

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강제적으로 연료봉내 핵분열

생성물을 방츨해 내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20). 

Fig. 6 Vacuum Sipping Equipment installed in Cask Loading 
Pit

4.4 In-core Sipping 
In-core (또는 In-cell로 칭하기도 함.) Sipping은 

BWR 전용으로 활용되며, 원자로 내에서 Sipping이 

수행된다. 냉각수의 자연 순환이 Sipping Hood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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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단이 되고, 채널 안으로 압축 공기를 주입하면, 
코어내 수위가 떨어지면서 붕괴열에 의해 물 온도

가 상승되면서, 동시에 연료봉 내부압력이 높아지

면서, 결함이 있는 연료봉에서는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된다. 검출 상핵종은 85Kr와 133Xe이다. Hood 
설계에 따라, 4다발 및 8다발 동시 검사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16다발 동시검사가 가능한 시스템도 개발

되었다(17). 

Fig. 7 In-core Sipping System Consists of a Hood for 
16 Fuel Assemblies

5. 결  론

원자로내에 연소 중인 핵연료에서 손상이 발생되

면 핵연료봉내에 있어야 될 핵분열생성물이 원자로 

냉각재로 방출되면 계통내 설치된 Off-gas 모니터와 

냉각수 샘플 화학분석에서 핵연료 손상이 판단된

다. 이 경우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에 누출이 

발생된 핵연료집합체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

련의 비파괴 검사방법이 Sipping검사이다. 또한 

Sipping검사는 원전해체의 첫 번째 단계로 사용후핵

연료를 중간 건식저장소로 이동하기 전, 연료의 건

전성을 확인하는데도 사용된다. 
Sipping검사장비의 구조는 손상 집합체로부터 방

출되는 핵분열성물질을 채취하는 흡입기구와 분석

장치로 크게 구분되며, 샘플 채취방법에 따라 검사

정확도 및 장비 운전특성이 달라지므로 목적에 맞

는 장비 선택이 요구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Sipping 
검사의 원리 및 검사방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Sipping검사는 결국 손상된 핵연료를 찾는 기술이

므로 핵연료 손상시 1차계통 냉각재의 방사능 준위 

거동과 주요 손상 메카니즘에 해서도 소개함으

로써 Sipping기술을 보가 깊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수행될 원전해체 시 적절

한 Sipping 방법을 선택하는데도 참고가 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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