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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 DUPIC 핵연료시설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DUPIC 핵연료시설 기술개발과제는 고방사능물질을 취급하는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에 적합한 전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기 건설된 PIEF 및 

IMEF M6 핫셀을 개보수하여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획득하고, 시설간 핵물

질 수송체계 및 수송용기 확보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최종목표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개보수

     - 사용후핵연료의 시설간 수송기술 및 장치 개발

  •단계목표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운 , 개보수 및 보완 

     - 시설간 방사성물질 수송장치 운용 및 개선

2. 연구개발의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이미 건설된 조사재시험시설과 조사후시험시설

은 다량의 사용후핵연료의 파괴시험에 부적합하므로 이 시설을 개․보수

를 해야한다. 또한 제조 시험중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과 샘플 등의 시

설간 운반을 위해 DUPIC 시설에 맞는 수송장비 및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

다.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은 고방사능 차폐시설인 핫셀에서 원격으로 수

행되므로 시설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은 원자력선진국에서도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민감

한 부분이므로 자력에 의한 기술확립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DUPIC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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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시설의 개․보수와 제조 시설의 안전운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개발

이 반드시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당해 단계중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DUPIC 모의시험

      - 모의시설에서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장치 설치 및 원격조작

성 시험

      - 제조/공정 장치 IMEF/M6시설로 이전 설치

   •DUPIC 핵연료 제조시설(IMEF, PIEF 등) 개보수

      - PIEF 및 IMEF를 DUPIC 핵연료 제조용으로 설계 및 개보수

      - 차폐시설의 안전운 관리 기술 개발

      - IMEF/M6 시설 활용을 위한 안전성분석 보고서 작성

   •방사성물질 수송장치 확보

      - PIEF와 IMEF/M6 간 DUPIC 핵연료물질 수송장치 제작

      - 폐기물 및 시료운반 용기 확보

   • 핵연료물질 관리

       - 공정 폐기물 관리

       - 핵물질 임계관리 

Ⅲ. 연구개발 결과

단계기간중 주요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DUPIC 모의시험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장치 설치 및 원격조작성 시험: 모의시설

에서 매스터/슬레이브 메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개발된 핫셀 제조 

및 공정장비의 원격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의 원격조작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비의 개선, 보완에 기술을 지원하 음.     

  •제조/공정장비 IMEF M6 핫셀 설치: 완성된 제조/공정 장비를 

DUPIC모의시설에서 IMEF M6 핫셀 내부로 이송하여 DUPIC핵연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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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작업의 공정 순서대로 배치하여 설치하고, 각 장비의 전력공급

선을 penetration hole을 통하여 작업구역에 있는 주전원과 연결

하여 장비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 음

2. DUPIC 핵연료 제조시설(IMEF, PIEF 등) 개보수

  •M6 핫셀에 들어가는 각종 제조 장비에 대한 전원공급 패널인 전기

판넬 설치.

  •M6 핫셀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조명등 케이스를 소

형화하고, 전구의 원격 교체가 용이하도록 핫셀 조명등 개조설치.

  •소결로에서 혼합수소가스 사용시 가스가 천장에 누적되어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수소가스 누적확인용 가스검출기 2개를 독립

적으로 설치. 

     - 최초경보 : 0.8 %, 2차경보: 2.5 % 

  •M6 핫셀 작업용 원격조정기로서 고장에 대비한 예비용으로 원격조

정기 국내개발/제작.

     - Type : α - γ tight manipulator(방사선차폐 및 기 성을 만족

하는 분리구조)

      - 취급용량 : 9 kg

      - Arm Movement: X축 좌우 25。, Y축 전방 80。, 후방 25。, Z

축 상하 50mm

      - Wrist Movement: Twist : 164。, Polar Rotation : 78。, 

Azimuth Rotation : 174。 

      - Tong Opening : 82 mm ± 3 mm

  •격리실 (Isolation Room) 개보수

      - 유리창부분: 납유리 70 mm

      - 벽 부분: 납판 30 mm(좌우 측면부 및 전면부) + STS 6 mm(후

면부) 

      - 핫셀 Roof Door(3 parts)를 원격으로 개폐하는 장치 제작/설

치

      -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승강/회전식 working table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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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폐식 로브 설치

      - 고체폐기물 container 접속부 제작/설치

      - 바닥 STS lining

  •M6a, b 셀 간 오염확산 방지용 DFDF 핫셀 중간분리판 제작/설치

  •M6a 셀 dead zone에 사용후핵연료 분진침적 방지를 위해 dead 

zone blocking 작업 

  •DFDF 전용 100 kW 전력공급라인 추가 설치 

  •M6a, b 셀 간 공기흐름 조절

     - 상대적으로 clean 셀인 M6b셀에서 사용후핵연료 분말 취급셀인 

M6a셀로 공기흐름유도

     - 사용후핵연료 분진확산 억제 

  •M6셀 냉각수 공급계통 설치

     - 산화환원로, 고온소결로, 배기체처리계통에 냉각수 공급

  •Shielding Plug 제작/설치

  •고온소결로에 전기공급

     - 최대허용전류: 1200 A

     - Insulation : 세라믹

     - 냉각방법 : 수냉식

     - 도체 : 99.9 % copper

  •기타 개보수 사항

     - DFDF 원격조정기 분해 수리 2회

     - 사용후핵연료 장입전 DFDF 급․배기 필터 전면교체(spark

       arrester, 원형 및 사각  HEPA filter 등 약 40 개)

     - DFDF 리어도어 기 성개선(개스켓, 기 판 부착 등)

     - M6셀 process air 공급계통 설치

     - M5 셀과 M6b 셀간 핵물질 이송용 transfer cart 제작

     - 핫셀용 크레인을 고장시 M6a셀로 부터 M6b셀로 수동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완 수리

     - DFDF window 기 성 tes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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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FDF(IMEF M6 핫셀)의 규제기관 인허가 획득

  •DFDF시설의 개보수 안전성분석(SAR, 품질보증계획서, 운 기술지

침서 수정/보완).

  •DFDF시설의 규제기관 인허가 획득(‘99. 8)

4. 차폐시설의 안전운 관리 기술 개발

  •DFDF 시설/장치의 원격운전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

  •핫셀 내에서 오염된 DUPIC핵연료 제조공정장비의 제염을 위해 CO2 

분사장치를 이용한 건식 제염장치 제작/설치

     - Dimension : 410 mm x 305 mm x 610 mm

     - 동력 : 공냉식

     - 분사압 : 3.45 - 24.13 bar

     - 드라이아이스 사용율 : 0 - 90.72 kg/h

     - 제어 공기 : 3.0048 m3/min at 6.21 bar

     - 분사 공기 : 3.45 - 24.13 bar at 15.24 - 60.96 m3/min

     - 제염율 : > 90 %

  

  •핫셀내 사용후핵연료 분진 및 방사화된 미세 폐기물을 획득하고 

포집할 수 있는 이동형 원격분진흡수장치(DUPIC-ROCCV) 제작/설치

     - 최대이동속도 : 0.05 m/sec

     - 제어방식 : umbilical cord에의한 속도제어

     - 최소분진 획득입자 : 1.0 μm

     - 최소분진 포집입자 : 0.3 μm

  •IMEF M6B 핫셀의 rear door 개방시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buffer zone 설치 

  

5. 방사성물질 수송장치 확보

  •시설간 핵물질 운반체계 구축 및 수송장치 확보

     - 사용후핵연료 절단연료봉(PIEF→DFDF): RD-15 Padirac Cask

     - 조사용 Mini-element(DFDF→HANARO): HANARO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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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후 Mini-element(HANARO→IMEF): HANARO Cask

     - 화학분석 및 핵물질보장조치 시료(DFDF/IMEF→화학분석실:

       RD-15 또는 RD-10 Padirac Cask

     - 조직 및 구조시험 시료(DFDF→IMEF): RD-15 또는 RD-10

       Padirac Cask

     - DUPIC 폐기물(DFDF→RWTF): Solid Waste Cask

   •DFDF의 핵물질 반출/반입 장치 확보

     - 핵물질의 건식수송을 위해 IMEF M6B 핫셀의 rear door 재 제작

설치

     - IMEF M6b 핫셀의 rear door에 padirac cask 접속장치 설치

     - DUPIC fuel SEM 시료 운반용기의 안전성분석 

   •핵물질 수송

     - 표준 핵연료 시료(PIEF→DFDF): 1회

     - 절단 S/F 연료봉(PIEF→DFDF): 1회

     - 화학분석용 소결체 시료(DFDF→화학분석실): 1 회

     - 조사 DUPIC SIMFUEL(HANARO→IMEF): 1회 

6. 핵연료물질 관리

   •DUPIC 핵물질 흐름분석: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중 발생하는 절단

연료봉, DUPIC 분말, 소결체, mini-elements, 시료 및 DUPIC 폐

기물의 시설내․외에서의 핵물질흐름 및 수송/저장 방안 분석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장치의 특성분석

     - 소내 관련시설의 특성분석

     - 주요시설간 핵물질 흐름분석

     - DUPIC 핵연료제조공정의 핵물질 흐름분석

     - 조사시험에 따른 핵물질 흐름분석

     - 조사후시험을 위한 핵물질 흐름분석

     - 품질검사 및 화학분석을 위한 핵물질 흐름분석

     - DUPIC 공정폐기물 흐름분석

     - 핵물질보장조치 및 계량관리에 따른 핵물질 흐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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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폐기물 관리: DUPIC 공정중 핫셀 내․외에서 발생하는 

DUPIC 폐기물과 시험종료 후 발생하는 잔여핵물질, 해체폐기물 

등의 관리방안 분석

     - DUPIC 폐기물 분류 및 발생량 추정

     - DUPIC 폐기물관련 소내 관련시설 특성분석

     - DUPIC 공정폐기물 관리방안분석

     - DUPIC 해체폐기물 관리방안분석

     - DUPIC 폐기물 소내 운반 및 저장방안 분석

   •핵물질 임계관리: DFDF에서 사용예정인 핵물질량과 장치를 모델

링하여 가상사고시의 핵임계 안전성 예비분석 

     -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의 설계 자료를 기준으로 공정장치의 계

산 모델링.

     - 핵임계 개념 및 MCNP4B 계산코드 검증.

     - 핵임계 안전성 평가방법 설정.

     - 정상 상태에 대한 핵임계도 계산 및 해석.

     - 가상 사고상태의 핵임계도 계산 및 해석.

   •DUPIC 핵연료 제조공정관련 분진, 수소가스 및 decay heat에 의

한 안전성분석

     - 분진 취급설비의 실태 및 폭발화재 사례조사

     - DUPIC 공정 및 설비 내 분진폭발 요인분석  

     -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중 분진폭발 및 화재가능성 분석.

     - 수소의 물리화학적 성질, 폭발의 개요, 폭발제어 방법 등 검토

     - DUPIC 공정 및 설비 내 수소폭발 요인 분석

     -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중 수소가스 폭발가능성 분석.

     -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중 decay heat 향분석. 

     - 가상사고시 decay heat에 의한 안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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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IEF 핫셀 시설 운

   •DUPIC PIEF 소결특성 시험장치 핫셀내 설치후 성능시험 

   •핵물질 보장조치용 IAEA 감지기 설치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용 사용후 PWR 핵연료봉 인출 및 절단

      - 연료봉 인출 : 3 회(3 rods, 약 6 kg)

      - 연료봉 절단 : 3 rods(표준시편: 10 cm, PIEF 소결시험용: 15 

cm, DFDF 시험용: 25 cm)

   •DUPIC PIEF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 지원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다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핫셀에서 원격으로 원자로용 핵연료

를 제조하고, 시험장비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핵연료 제조시험시설의 확

보는 국내에서는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선두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원격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시설뿐 만 아니라 다른 

원격취급을 수반하는 산업분야 시설에도 응용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

과는 기존 핫셀시설의 안전운 에도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향후 파일롯 

및 상용규모 핵연료 원격제조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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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 DUPIC Fuel Facility Engineering

II. Objectives and Necessities of Project

A.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the refurbishment for 

PIEF(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acility) and M6 hot-cell in 

IMEF(Irradiated Material Examination Facility), 2)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tible facility for DUPIC fuel fabrication experiments 

which should be licensed by government organization, and 3) the 

establishment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and transportation cask 

for nuclear material between facilities.

• Final Objectives

   - Refurbishment for DUPIC fuel fabrication facility

   -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equipment for 

PWR fuel between facilities

• First Step Objectives (1997∼1999)

   - Operation, refurbishment and complement for DUPIC fuel

     fabrication facility

   -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equipment for

     radioactive materials between facilities.

B. Necessities

   IMEF and PIEF which were constructed at KAERI before this 

project were not suitable for the fabrication of DUPIC fuel. 

Therefore, these facilities should be refurbished to be compatible 

for DUPIC fuel fabrication process. Also, the establish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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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system suitable for DUPIC facility is necessary in 

order to move radioactive wastes and samples generated during the 

DUPIC fuel fabrication process.

DUPIC fuel fabrication has to be performed in hot cell by remote 

handling. So, facility technology to manage safely and effectively 

fabrication facility is needed. Since this technology as the back 

end fuel cycle are including the system of high activity shielding, 

has to be developed domestically. The advanced countries have not 

been willing to transfer technical know-how,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technology for the safe operation and the refurbishment 

of DUPIC fabrication facilitie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pecific scope and conten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Experiment of DUPIC Mockup

   - Installation of manufacturing equipment for DUPIC fuel at

     Mockup facility and test of remote operability

   - Moving and installation of manufacturing equipment for DUPIC 

fuel to IMEF M6 hot cell

•Refurbishment for DUPIC fuel fabrication facilities

   (IMEF,PIEF, etc)

   - Design modification and refurbishment of PIEF and IMEF to 

meet fabrication conditions for DUPIC fuel

  - Development of safe maintenance technologyon activity 

shielding system

   - Writing the report for safety analysis on utilizing the IMEF 

M6 hot cell as a DUPIC fuel manufacturing facility

•Acquisition of transportation equipment for radioactiv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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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ufacture of the transportation equipment for DUPIC fuels 

between PIEF and IMEF/M6

   - Acquisition of transportation casks for radioactive wastes 

and samples

•Management of nuclear material

   -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material

   - Management of nuclear criticality

Ⅲ. Results of this project

The resul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A. Tests of DUPIC mockup

 •Installation of DUPIC fuel fabrication/process equipment and 

test of the remote handling system: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 of remote operation for equipment, remote operation 

tests were performed sufficiently at DUPIC mockup facility by 

using master/slave manipulator. Based on the test results, 

fabrication equipment were improved and complemented.

 •Installation of DUPIC fuel fabrication/process equipment at M6 

cell of IMEF : The fabrication equipment were transferred from 

the mockup facility to IMEF M6 hot cell and installed in order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electric power of each 

equipment was connected with the main power at the working 

area through a penetration hole.

B. Refurbishment for DUPIC fuel fabrication facilities

 •Installation of the electric panels for each equipment in M6 

hot cell

 •Miniaturization of lighting case to maximize the working space 

inside M6 hot cell, renovation of the light bulb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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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d by remote operation

 •Installation of the hydrogen gas detector (2 sets), to prevent 

explosion of accumulated gas at the top of hot cell

   - The first alarm signal : 0.8 %, (hydrogen concentration), 

the second alarm signal : 2.5 %

 •Development and manufacture of the domestic manipulator to 

prepare for a breakdown

   - Type : α-γ  tight manipulator (separable type, effective 

radioactivity shielding and sealing)

   - Handling weight : 9 kg

   - Arm movement :  right-left 25。 for x  axis, front 80。for 

y  axis, rear part 25。 for z  axis

   - Wrist movement :  twist 164。, polar rotation  78。, azimuth 

Rotation : 174。 

   - Tong opening : 82 mm ± 3 mm

 •Refurbishment of isolation room

   - Radiation shielding window : lead glass ; 70 mm

   - Wall thickness : lead plate 30 mm (R-L side and front side) 

+ STS 6 mm (rear part)

   - Installation and manufacture of the equipment to open/close 

roof door of M6 cell

   - Installation and manufacture of the working table with

     elevating/rotating type for equipment maintenance

   - Installation of glove with opening/closing type

   -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the connection part for

     solid waste container

   - STS lining at the bottom of M6 cell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the separation plate to 

prevent diffusion of dust pollution between M6a and M6b cells



- XIV -

 •Work of dead zone blocking of M6a cell to prevent the dust 

accumulation.

 •Additional installation of the electric power line with 100 kw 

in DFDF

 •Control of air flow rate between M6a and M6b cells

   - Controling air flowing from relatively clean cell, M6b to 

M6a, spent fuel handling cell

   - Restrict of dust pollution diffusion of spent fuel

 •Installation of cooling system in M6 cell of IMEF

   - Supply of the cooling water to OREOX furnace, sintering

     furance, and off gas treatment system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shielding plug to supply 

electric power to high temperature sintering furnace

   - The maximum allowance of electric current : 1200 A

   - Insulation : ceramic

   - Cooling system : water cooling

   - Conductor material : 99.9 % copper

 •Other refurbishment and modification

   - Repairs of remote manipulator at DFDF (twice times)

   - Exchange of all ventilation filters before entering spent 

PWR fuel into DFDF (spark rester, cylinder and square HEPA 

filter, etc)

   - Improvement of sealing property at rear door of DFDF

     (gasket, sealing plate, etc)

   - Installation of air supply system at inner M6 cell

   - Manufacture of transfer cart to move the fuel material

     between M5 and M6b cells

   - Complement and repair of the in-cell crane to be transferred 

by manipulator from M6a cell to M6b cell when it is out of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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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ling test of DFDF windows 

C. Obtaining license for DFDF(IMEF M6 hot cell) form MOST

  •Safety analysis of refurbished DFDF facilities (modification 

of SAR, QC plan and operation guideline)

  •Obtaining license for DFDF from MOST ('99. Aug)

D. Development of safe operation technology for radiation

   shielding system

  •Establishment of the remote operation and maintenance system 

for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at DFDF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the dry decontamination 

equipment using CO 2 blaster in order to decontaminate DUPIC 

process equipment contaminated at hot cell

     - Dimension : 410 mm x 305 mm x 610 mm

     - Power type : air cooling type

     - Injection pressure : 3.45 ∼ 24.13 bar

     - Feed rate of dry ice : 0 ∼ 90.72 kg/h

     - Control air : 3.0048 m
3/min  at 6.21 bar

     - Injection air : 3.45 ∼ 24.13 bar at 15.24 ∼ 60.96

m 3/min

     - Decontamination efficiency : > 90 %

  •Development of remote vacuum cleaner in order to suck the 

spent fuel dust and radiated fine-dust

     - Maximum movement speed : 0.05 m/sec

     - Control type : speed control by umbilical cord

     - Minimum obtain particle : 0.3 μm ∼ 1.0 μm

  •Installation of buffer zone to prevent pollution diffusion 



- XVI -

when opening the rear door of M6b hot cell

E. Preparation for transportation equipment of radioactive 

material

  •Preparation of transfer equipment and establishment of 

transfer system between facilities

     - Rod-cut fuels(PIEF → DFDF): RD-15 padirac cask

     - Mini-element for irradiation test(DFDF → HANARO):

       HANARO cask

     - Mini-element after irradiation(HANARO → IMEF): HANARO

       cask

     - Chemical analysis and safeguard(DFDF/IMEF → chemical

       analysis room : RD-15 or RD-10 radiac cask

     - Samples for structure(DFDF→IMEF): RD-15 or RD-10

       pardirac cask

     - DUPIC waste (DFDF-RWTF) : solid waste cask

  •Preparation for carry in/out equipment at DFDF

     - Re-manufacture of the rear door in M6b hot cell of IMEF 

for the dry transporation of nuclear material

     - Installation of the equipment to connect the padirac cask 

on the rear door of M6b hot cell

     - Safety analysis of the cask to transfer SEM sample of 

DUPIC fuel

  •Nuclear material transportation

     - Standard fuel sample (PIEF→DFDF):  one time

     - Rod-cut fuel rod (PIEF→DFDF): one time

     - Sintered sample (DFDF→Chemical room):  one time

     - Irradiated DUPIC simulation fuel(HANARO→IMEF): one time

F. Management of nuclear material

  •Analysis of nuclear material flow for DUPIC fuel fabrication 



- XVII -

process: Analyses of nuclear material flow and 

transportation/storage plan for DUPIC process material such 

as rod cut, powder, sintered pellet, mini-elements, sample 

and radioactive waste

    - Characteristic analysis of DUPIC fuel fabrication equipment

    - Characteristic analysis of attached facilities in KAERI

    - Analysis of nuclear material flow among the main facilities

    - Analysis of nuclear material flow for DUPIC fuel

      fabrication prcoss at DFDF

    - Analysis of nuclear material flow for irradiation

      experiment

    - Analysis of nuclear material flow for post irradiation

      experiment

    - Analysis of nuclear material flow for Q.C and chemical

      analysis

    - Analysis of nuclear material flow for DUPIC radioactive

      waste

    - Analysis of material flow on nuclear safeguard and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Management of process waste : Analysis of management plan for 

the DUPIC waste generated during DUPIC process, residual and 

dismantlement wastes generated after examination, etc

    - Separation and estimated amount for radioactive waste in 

DUPIC process

    - Analysis of DUPIC waste for attached facilities at KAERI

    - Analysis of waste management plan for DUPIC fabrication

      process

    - Analysis of management plan for dismantled waste

    - Analysis of transfer and storage for waste during DUP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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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nuclear criticality : Preliminary analysis of 

nuclear critical safety for modeled equipment at DFDF 

  - Calculation modeling of equipment based on the design data of 

DUPIC fabrication process

  - Conception of criticality and benchmark calculation for

    MCNP4B

  - Establishment of the evaluation method for nuclear

    criticality safety

  - Criticality analysis for normal condition

  - Criticality analysis for accidental condition

•Safety analysis of the dust, hydrogen and decay heat for DUPIC 

fuel process

  - Investigation for the dust handling facilities and explosion 

accidents

  - Analysis of factors causing the dust explosion during DUPIC 

process

  - Analysis of the possibility of dust explosion during DUPIC 

fuel fabrication process

  - Investigation for the physical properties of hydrogen and

    explosion type and explosion control, etc

  - Analysis of factors causing the hydrogen explosion during

    DUPIC process

  - Analysis of the possibility for the hydrogen explosion during 

DUPIC fuel  fabrication process

  -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decay heat on the DUPIC fuel

    fabrication process

  - Safety analysis for decay heat in the virtual accident

G. Operations of PIEF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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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 of characteristic test by using equipment 

installed in PIEF

   •Installation of the IAEA detector for nuclear material 

safeguard

   •Extracting of spent PWR fuel rods form PIEF pool and cutting

     - Fuel rod extraction: three times( 3 rods, about 6 kg)

     - Fuel rod cutting: 3 rods(standard sample : 10 cm,

       sintering test in PIEF: 15 cm, examination in DFDF: 25 cm)

   •Supporting the property examination for DUPIC powder and 

sintered pellet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technology of fabrication facility using spent PWR fuel at 

hot cell, in which DUPIC fuel bundles can be fabricated by remote 

handling and the fabrication equipment can also be maintained and 

repaired remotely, is referred to as advanced technology. The 

technology can be applied for not only the spent fuel treatment 

facilities but also other industries which require remote handling. 

Especially,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pilot scale facility as well as safe operation 

of the existing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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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경․중수로 연계(DUPIC: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핵연료는 사용후 PWR 핵연료를 직접적인 재가공 방법에 의해 

중수로 핵연료로 재 사용하는 독창적인 개념으로, DUPIC 핵연료 기술개발

팀은 1993년에 완료된 타당성연구를 기반으로 현재 제 2단계 연구인 실험

적 검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월부터는 DUPIC 핵연료 전

용시험시설인 DFDF에서 특정 핵물질인 사용후 PWR 핵연료를 사용한 본격

적인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에 착수하여 2006년까지 약 200 kgU의  사용

후핵연료를 사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사용후 PWR 핵연료를 초기물질로 사용하여 건식 공정인 산

화․환원공정에 의해 분말을 제조하고, 이 분말을 사용하여 압분체, 소결

체, 연료봉 및 연료다발을 개발하는 시험으로서 취급하는 핵물질의 형태

는 절단 연료봉, 분말, 압분체, 소결체, 가공 부스러기, 연료봉, 연료다

발, 시료 및 기타 시험에 의해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등이 있다. 이러한 

시험은 고방사능 차폐시설인 핫셀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시설간 혹은 시설내의 핵물질 이동관리도 국내 및 국제법에 따라 엄격하

게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이 연구는 핫셀내에서의 고온 산화․환원공정

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분말화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염의 확산방

지 및 안전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소에 기 건설된 여러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설의 역할

에 따라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치를 개․보수하

여 DUPIC 핵연료 전용 제조시험시설을 확보하고, 절단 연료봉, 시료, 조

사용 DUPIC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등의 시설간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이

에 대한 충분한 수송체계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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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IC 핵연료시설 기술개발과제에서는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에 적합하

도록 시설 및 장치를 개․보수하여 DUPIC 핵연료 전용 시험시설을 확보하

고, DUPIC 핵물질의 시설간 수송체계를 갖추어 이들 시설과 수송장치를 

안전하게 운 하고, 이들 시설 및 장치의 안전운 에 필요한 기술 및 장

치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사용후 PWR 핵연료를 집합체로부터 인출하여 연료봉을 절단하고, 이를 

사용하여 CANDU 원자로용 핵연료 분말, 소결체, 연료봉 및 다발을 제조하

는 공정은 모두 고방사능 차폐시설인 핫셀에서 원격으로 수행되어야 한

다. 이러한 기술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첨단기술에 속한다. 이러한 

시설 및 장비를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은 DUPIC 

핵연료제조시험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시험에 적용

할 수 있다. 

고방사능 차폐시설이 필요한 후행핵연료주기기술은 첨단 및 민감기술로

서 원자력선진국에서도 기술이전을 기피하므로 자력에 의한 기술자립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시설 및 장치의 개․보수, 안전운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최종목표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개보수

      - 사용후핵연료의 시설간 수송기술 및 장치 개발

   •단계목표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운 , 개보수 및 보완 

      - 시설간 방사성물질 수송장치 운용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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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내용

 본 과제는 PIEF 및 IMEF M6 핫셀을 개보수하고,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획득하여 고방사능물질을 취급하는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에 적합한 전용

시설을 확보하고, 시설간 핵물질 수송체계 및 수송용기 확보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하며 당해 단계중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DUPIC 모의시험

      -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장치 설치 및 원격조작성 시험

      - 제조/공정 장치 IMEF/M6시설로 이전 설치

   •DUPIC 핵연료 제조시설(IMEF, PIEF 등) 개보수

      - PIEF 및 IMEF를 DUPIC 핵연료 제조용으로 설계 및 개보수

      - 차폐시설의 안전운 관리 기술 개발

      - IMEF/M6 시설 활용을 위한 안전성분석 보고서 작성

   •방사성물질 수송장치 확보

      - PIEF와 IMEF/M6 간 DUPIC 핵연료물질 수송장치 제작

      - 폐기물 및 시료운반 용기 확보

   • 핵연료물질 관리

       - 공정 폐기물 관리

       - 핵물질 임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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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외국의 기술개발 현황 

1. 공정 및 시설

 캐나다의 AECL은 1993년부터 KAERI와 공동으로 DUPIC 핵연료제조 시험

에 참여하여 DUPIC 소결체를 제조한 후 NRU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시험은 AECL의 WL를 일부 보완하여 불과 수개의 DUPIC 소

결체를 제조하는데 불과하므로 DUPIC 핵연료 제조관점에서 볼 때 시설 및 

장비는 소규모에 불과하다. 

 미국은 사용후 PWR 핵연료의 건식처리 공정개념인 AIROX 공정을 

Rockwell International 사에서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전반에 걸쳐 실험

실적 규모로 개발한 바 있으며, 이 기술은 DUPIC 핵연료의 OREOX 공정과 

기술적으로 공통점이 많다. 그후 PUREX 공정의 상용화에 따라 개발이 중

단되었으나 70년대 후반 핵확산 저항성 후행핵연료주기 대안으로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바 있으며, 90년대 초에는 미국 DOE의 사용후핵

연료 관리 대안조사 차원에서 INEL에서 재평가하기 위해 AIROX 시설의 예

비개념설계를 수행한 바 있다. 

 핵연료의 원격가공 및 분석관점에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MOX 핵연

료의 개발은 미국, 벨지움, 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1950년대에 실험

실 규모에서 시작된 후, 1960년대에는 실용화 규모로, 그리고 1970∼1980

년대에는 제조공정의 개발이 거의 확립되면서 시설도 상용 규모로 확장이 

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MELOX 시설은 최근에 완공된 대표적인 MOX 시설로

서 이 시설의 핵연료 원격가공장비, 핵물질 이송장치 및 분석시스템 등은 

향후 DUPIC과 같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시설의 설계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생각된다.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은 수십

년간에 걸친 핵연료 재처리, 핵연료 원격가공, 집포장, 처분, 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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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수송 등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수행한 바 있어 핫셀시설의 설계/

건설/운 , 핵연료집합체 해체 및 절단, 핵연료가공, 제염, 수송, 원격유

지보수 등의 다양한 기술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2. 장비/장치 및 원격유지보수

  원자력 환경, 특히 고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핫셀과 이와 관련한 원

자력시설에서 유지․보수작업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작업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방사선 환경과 격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사

용되는 모든 장비와 장치 그리고 공구들은 작업의 안전성 및 특수성을 고

려하여 설계, 재료선정, 제작, 설치, 운  등의 모든 역에 혹독한 원격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시설물을 운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환

경을 보호하고, 작업자의 안전성을 고양시키며,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격 운  및 원격 유지․보수기술 분야

에 지속적이며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 규제 기관인 ANSI에서는 핵물질 취급 시설 및 임계 실험 

시설에 관해 법적인 규제 코드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 상황에 맞

게 관련 법규가 계속 갱신하고 있다. 현재 핵연료 제조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재처리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에 관한 핵임계 안전 해석 

방법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1940년대 말 미국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최초로 기계

식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mechanical master-slave manipulator)

를 개발하여 핫셀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루기 위하여 사용하 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운  중인 모든 핫셀에는 보다 진보된 기계식 또는 반 전

동식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와 특수 공구들을 개발하여 차폐벽을 

통하여 원격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유지보

수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원격 공구류(드릴, 톱, 렌치, 절단장치 등) 및 

매니퓰레이터용 원격공구착탈장치 등을 개발하여 실용화 하 으며, 또한 

핫셀 내부에서 고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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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증대하고 기능의 고도화를 꾀하기 위하여 방사선에 강인한 기계, 전

기 및 전자소자를 이용한 서보 매니퓰레이터 개발의 연구와 더불어 대규

모 모의시험시설에서 개발된 원격기술의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의 AEA Technology는 고방사성 환경인 DIDO reactor 및 여러 종류

의 핫셀에서 시설물의 원격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압식 매

니퓰레이터(ARTISAN)와 각종 취급공구(왕복톱, power jaw, power drill 

등)를 개발하여 실제로 현장 적용한 바 있다.

미국, 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는 원격 작업의 정 도 향상, 

작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작업자의 조작 피로도 저감화를 위하여 

고방사성환경인 원격지에서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가 작업을 수행할 때 

외부작업환경 및 장애물과 접촉에 의하여 발생하는 힘 또는 접촉력이 매

스터매니퓰레이터를 통하여 작업자의 손에 전달되게 하는 힘반 (force 

reflection)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Ontario Hydro에서는 CANDU 원자력발전소 overhaul기간 중 제 

1차 냉각계통인 증기발생기의 손상간 튜브를 원격 검사, 수리 및 교체하

기 위하여 각종 원격 장치 및 공구(solenoid box, tool coupler, rolling 

motor, plug insertion tool, welding power supply, weld head 등)들을 

개발하여 원격 튜브 plugging 작업을 수행하 으며, 또한 카메라를 장착

한 이동식 운반체(ROVVER, SIGMUND)를 개발하여 CANDU 원자력 시설물의 

방사성 분포를 원격 감시점검하고, 또한 작은 방사성폐기물 찌꺼기를 회

수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에서는 원격검사장치를 개발하여 

Hanford site의 지하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누출여부

를 검사하 으며, 검사결과 누출징후를 보이는 67 개의 single-shell 탱

크 내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다른 안전한 double-shell 탱크로 이송, 저

장하는 계획을 수립하 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방사성폐기물 원격 수송 

및 저장 장치와 원격 운 에 관한 기술을 개발중이다.

수송용기와 관련하여, 선진각국에서는 운반내용물의 형태 및 크기 혹은 

운반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송용기를 개발 혹은 실용화하고 있다.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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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IAEA의 용기 list에 따르면 소외용으로 인허가를 취득한 선진각국의 

용기 수량은 프랑스 1552 개, 미국 732 개 및 캐나다 960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동위원소 생산관련 산업용이며, 기타 사용후핵연료 운

반용 및 핫셀 사용관련 특수목적용기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DUPIC에서 요구되는 운반경로로 핫셀에서 발전소까지가 필요하다면, 적

용 가능한 해당용기는 캐나다의 IMT 용기, 미국의 NAC-LWT 용기 및 프랑

스의 AGNES 용기 등이 가능하다. 각 용기들은 시설 간의 interface 취급

장치의 수정보완과 운반내용물의 변경에 따른 안전성평가 및 재사용인허

가 신청 등이 요구된다. 

제 2 절  국내의 기술개발 현황  

1. 공정 및 시설

  DUPIC 핵연료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적 검증을 하려면 각종 실험시설

이 필요하며, 특히 이 실험은 고방사능 물질인 사용후 PWR 핵연료를 초기

물질로 사용함으로 고방사능 차폐시설인 핫셀내에서 원격으로 조작되어야 

하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적절한 공학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행히 

한국원자력연구소에는 근래 완공된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와 부속시설인 

조사재시험시설(IMEF)을 비롯하여 이미 운 되고 있는 조사후시험시설

(PIEF), 화학분석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RWTF) 등이 있으므로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가용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다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파괴시험을 수행한 바 없

고, 원격유지보수, 건식제염, 오염관리, 고방사능 핵연료물질 폐기물관리 

등의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등의 기본여건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과제의 제 1단계 연구기간중에는 핫셀 내에서 원격 운  및 

유지보수 특성을 감안하여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장치의 모의시험을 통

해  원격조작성 등 성능을 개선하고, PIEF 9405 핫셀과 IMEF M6 핫셀을 

개보수 완료하여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획득하고, 시설간 수송체계를 구축

하여 2000.1월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Hot Operation에 착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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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장치 및 원격유지보수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소외용기로 인허가된 PWR SF수송용기는 1987

년에 KSC-1, 1990년에 KSC-4 수송용기등을 개발완료하여, 조사후시험 목

적 및 발전소 소내 수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소내 수송목적의 핫셀시설

관련 용기로서 HTS용기, 하나로용기 및 시편용기등을 다수 개발하 으며, 

현재 조사용기 및 의료용 용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 

 DUPIC 핵연료와 유사한 핵물질을 수송할 수 있도록 인허가된 소외 수

송용기는 국내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용기 중 내부개조가 가능

한 용기로서 KSC-1 수송용기와 하나로 수송용기에 대한 적용 타당성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KSC-1인 경우 시설간 interface 문제 및 운반내용물 

사용변경신청이 요구되며, 하나로 수송용기는 소외용 인허가가 필요하다.

 한국원전연료주식회사는 핵연료 제조시설이 갖추고 기존의 취급시설의 

용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안전성의 유무 확인과 취급 용량의 한계 등의 핵

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핵임계 해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1990년 초에 금성 산전에서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유지.보수를 위

하여 원격조작 로봇 매니퓰레이터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으나, 실제 현장 

적용에는 실패하 다. 또한 포항제철의 산업기술연구소에서는 외국제품의 

산업용로봇을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로 하여 매스터 매니퓰레이터와 힘반

양제어기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있으며, 원자력시설에의 

적용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지보수 장치 및 공구들은 

대개의 경우 외국 장비를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며, 국내에서 

원자력용으로 개발된 것은 극히 미미하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조사

재시험시설과 조사후시험시설의 핫셀내에서 사용후핵연료봉의 절단 및 피

복관제거, 방사선물질을 이용한 각종 시험, 제조 및 공정장비의 원격 유

지.보수작업 등에 필요한 장치 및 공구들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원자력분야 이외의 원격 조작용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기술개

발은 극히 전무하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시험시설 건설 당시 핫셀에 

설치된 외국산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핫셀내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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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물질 취급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DUPIC 핵연료시설  

기술개발분야에서는 1998년에 6자유도의 유사형 기계식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를 자체 개발하여 DUPIC 모의시험시설에서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시험 중에 있으며, 조사재시험시설의 M6 핫셀에 설치된 외국산 매니

퓰레이터가 고장시 개발된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로 교체할 계획

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DUPIC 핵연료시설 기술개발분야에서는 핫셀내에서 

DUPIC 핵연료 제조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분진 및 방사화

된 미세 먼지 등을 획득 및 포집하여 재활용하거나 계측후 폐기처분하고, 

핫셀 내부를 원격으로 청소할 수 있는 이동식 분진흡수운반체를 개발하여 

현재 조사재시험시설의 M6 핫셀에서 활용하고 있다. 개발된 이동식 원격 

분진흡수운반체는 1.0 μm까지 미세분진을 획득하고 0.2 μm까지 미세분

진을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선, 공압라인 등 30 mm이

하의 장애물을 승월 할 수 있으며, 이동부와 집진부는 원격 조작에 의한 

분해, 조립, 필터 교체 등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제 3 절  현 기술상태 및  국내․외 기술수준

1.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은 고방사능 핵물질을 초기물질로 사용함으로 

고방사능 핫셀내에서 모든 시험을 수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은 통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이 시설의 운  및 유지보수는 모두 

매니퓰레이터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차폐시설내 방사성 핵물질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원격가공에 

대한 경험은 국내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많지 않아 기술적 확인

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DUPIC 핵연료 기술개발은 독창적인 기술로서 과제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

니라 국내에서 이 분야 기술의 선두주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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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기술수준

연구과제의 특성상 관련 연구개발의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개략적으로 비교하면 표 2-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표 2-3-1. 주요 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구  분
원자력
선진국(%)

국 내(%) 비  고

핫셀시설

설계 100 50 국내에 보유 핫셀은 2개 시설에 

불과하며, 핫셀의 기능, 용량, 

장비 등도 제한되어 있고, 운

경험도 적음

건설 100 80

운 100 70

제염
습식 100 80 국내에서는 제염장비도 제한되

어 있고 주로 습식제염에 의존

함.건식 100 50

유지보수

접촉 100 90 국내에서는 완전 원격유지보수

를 수행한 경험이 없음. 운 중

인 핫셀에서도 반원격유지보수

를 수행하고 있음.

반원격 100 80

원격 100 50

핵물질

수송장치

설계/제작 100 60 국내에서 개발된 핵물질 수송용

기는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운

경험도 적음. 운 100 80

   

3. 연구개발사례에 대한 자체분석 및 평가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시설의 운 에 요구되는 원격요소기술은 선진 

외국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져 있으며, 원자력계를 제외한 국내 산업체 및 

학계에서는 원자력 산업에 적용을 위한 원격기술의 연구개발이 극히 미미

하다. 따라서 외국의 기 개발된 기술 및 장비의 경우, 기술 전수를 통하

여 기반기술 확보기간을 최소화하고, 응용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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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상업용 습식 재처리 핵연료 제조시설에 관한 핵임계 해석에 관

한 연구는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으나, 현재 DUPIC 제조시설 등과 같은 

건식 저장시설 및 제조 시설에 관한 핵임계 측면의 안전성 분석은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현 단계의 DUPIC핵연료 제조시험과 같이 소규모 시설의 

경우는 공정중 핵물질의 흐름이 상업용 시설에 비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예상치 못한 실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핵임계 해석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원자력연구소는 사용후핵연료 및 동위원소 수송용기 안전성평가 

및 시험평가에 대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기존 수송용기에 대한 

수송용기의 사용인허가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DUPIC의 목적에 적

합한 기존용기 사용변경에 관한 안전성평가가 수행할 수 있다. 국내의 수

송용기 제작은 한국중공업 및 현대 중공업등에서 KSC-1 및 KSC-4 수송용

기 제작을 수행하 으므로 DUPIC 핵연료에 적합한 신규 용기개발도 산업

체와 연계하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용 매니퓰레이터에 대한 기반기술은 국내 산업체, 학계, 연구소에

서 보유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되는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

이터는 구동 메카니즘, 제어방식, 재료의 내방사성 등에서 큰 차이점을 

갖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

고 있다.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시설용 원격 유지보수 장치 및 공구 개발은 

DUPIC 핵연료 주기기술 완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므로 

국내 산업계에서 보유하고있는 산업용 유지보수 공구기술을 활용하여 원

자력환경에서 요구되는 원격화/내방사선화 기술과 접목하면 원자력 선진

국 대등한 원격 유지.보수 공구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소

기술 축적을 통한 국내 산업기술의 첨단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내․외 세부기술 및 단위공정별 기술수준의 비교는 표 2-3-2, 표 

2-3-3 및 표 2-3-4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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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국내․외 세부기수준술 수준 비교

구    분 국     내 국     외

수송기술개발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설계
및 제작기술

원격제어기술

내방사성 기술

원격조작기술

이동형 운반체 설계
및 제작기술

원격 이동제어기술

연구개발단계

초보 단계

연구 단계

초보 단계

단순 기능

연구개발 단계

연구단계

적용단계

실용화 단계

적용 단계

부분적 적용 단계

다기능

실용화 단계

부분적 적용단계

표  2-3-3. 외국의 공정단위별 주요 기술내용 및 기술수준

공 정 주 요 기 술 사 항 기 술 수 준 분 석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개발

 유사형 매니퓰레이터 설계/제작 기술
 범용형 매니퓰레이터 설계/제작 기술
 원격현실감 구현 기술

 실용화단계
 실용화단계
 기술개발단계

 원격제어기 개발  편방향 제어기술
 양방향 제어기술

 실용화단계
 기술개발단계

 내방사성 재료 및
 소자 개발

 내방사선 향 평가기술
 기계.전기.전자 소재 개발기술

 기술실증단계
 일부 실용화단계

 원격조작기술  인간과 기계 인터페이 기술
 작업자의 반응속도 및 심리 분석기술

 기술개발단계
 기술연구단계

 이동형 운반체 개발  이동메카니즘 설계 및 제작기술
 기구부 설계 및 제작기술

 실용화단계
 실용화단계

 이동운반체
 원격제어기 개발

 전방향 이동 제어기술
 양방향 제어기술

 기술실증단계
 기술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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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국내의 공정단위별 주요 기술내용 및 기술수준

공 정 주 요 기 술 사 항 기 술 수 준 분 석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개발

 유사형 매니퓰레이터 설계/제작기술

 범용형 매니퓰레이터 설계/제작기술

 원격현실감 구현 기술

 기술연구단계

 기술연구단계

 자체기술전무

 원격제어기 개발
 편방향 제어기술

 양방향 제어기술

 실용화단계

 기술연구단계

 내방사성 재료 및

 소자 개발

 내방사선 향 평가기술

 기계.전기.전자 소재 개발기술

 자체기술전무

 자체기술전무

 원격조작기술
 인간과 기계 인터페이 기술

 작업자의 반응속도 및 심리 분석기술

 기술연구단계

 기술연구단계

 이동형 운반체 개발
 이동메카니즘 설계 및 제작기술

 기구부 설계 및 제작기술

 기술개발단계

 기술개발단계

 이동운반체

 원격제어기 개발
 전방향 이동 제어기술

 양방향 제어기술

 기술연구단계

 기술연구단계

 DUPIC 핵연료

 수송용기 개발

 핫셀 및 저장조 겸용 수송용기 설계

 및 제작기술
 기술연구단계

4. 기존 공정방법․기술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국내의 원자력시설의 운  및 관련 원격요소기술 연구개발은 초기단

계에 머무르고 있어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물질을 이용한 작업에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사후

시험시설과 조사재시험시설에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DUPIC 

핵연료를 제조하는 연구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시설의 건전성 유

지를 위해서 시설의 원격 운  및 유지보수에 고도의 원격기술이 요구된

다. 따라서 일부 원자력 선진국에서 개발한 원격기술을 DUPIC 핵연료 제

조시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용화 및 성능 개선연구를 자체 수행

하여야 한다. 즉, 외국에서 개발한 원격 유지보수 장치 및 공구는 적용 

대상시설에 따라 기능과 형태가 각기 다르므로,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 일반 산업계의 공

구제작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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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원자력환경에서 요구되는 원격화/내방사선화 기술과 접목하면 

외국기술을 능가하는 원격운  및 요소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당 연구소는 소외용 수송용기개발의 기술적 토대 및 경험은 갖

고 있으므로 DUPIC의 특수한 목적에 맞게 DUPIC 핵연료 수송장치의 개발

이 가능하다.

원자력시설 운  측면에서 시설물과 제조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

수 작업은 필수적이며, 방사선 시설에서의 이러한 작업은 작업자의 피폭

에 대한 보상,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장비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기술없이 외국의 시스템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고부

가가치 기술 수입으로 인한 막대한 수입 비용이 소요되며, 또한 외국기술

에의 종속이 예상된다. 따라서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의 운  및 원격 유

지보수 기술개발은 원자력시설 운 의 경제성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작업

자의 피폭 저감화를 통한 안전성 향상과 시설의 건전성 유지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소외용 핫셀 수송용기로 프랑스 AGNES의 구입가격은 4.5백만 FRF(853백

만원)이고, 미국 NAC-LWT 수송용기의 임대기준은 추가장비 설치 및 사용

변경 인허가를 제외하고 6만불/10일(75백만원)이며, 캐나다 IMT용기는 수

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하고 6.5만불/60일(57백만원)이다. DUPIC에서 소외

용 운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개발시 개발비를 포함한 제작가격

이 8억원 이내가 소요되리라 예상된다.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의 운 과 관련하여 개발된 원격기술은 원자력기

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고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원격기술은 

정 기계 설계, 원격 제어기 설계 및 알고리즘, 원격 취급기술 등 일반 

산업계와 연관이 깊은 첨단기술들로 구성되므로, 이의 성공적인 개발은 

국내 산업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지대하리라 사료된다.

원격 유지보수기술은 현재 세계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원격작업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및 장비의 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나, 실제 현

장 작업에의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실용성 

확보에 주력하여, 조작성, 안정성 및 취급성이 뛰어난 원격기구를 개발하

여야 하며, 또한 적용하고자 하는 원자력시설의 작업 특성을 철저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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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격조작기술은 작업자가 차폐벽으로 격리된 공간에서 원격지 작업을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완결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는 제어기술, 컴퓨터 인

터페이스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첨단기술로서 

기술적 부가가치가 높으며, 또한 원격 수술기, 게임기 입력기 등에 응용

되어질 수 있는 등 기술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방사성물질 원격 취급 및 수송기술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이송 및 수송 작업을 성취하여야 하므로 취급 및 

수송장치의 안정성이 극도로 요구된다. 이는 원격 유지보수기술 및 원격

조작기술과 더불어 장치의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내방사성기술이 통

합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사성폐기물 운송, 극한지역에서 물건 및 장비 

운송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 17 -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DUPIC 핵연료 제조장치의 모의시험 및 원격

         조작성 개선시험

1.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장치 설치 및 원격조작성 시험

 DUPIC 핵연료는 고방사성 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

문에 특수한 시험시설인 조사재시험시설과 조사후시험시설에서 제조된다. 

DUPIC 핵연료 제조는 각 시험시설의 핫셀에서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

이터, 원격 취급공구 및 장치들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이루어진다. 사용후 

핵연료와 같이 고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핫셀은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

하거나 극히 제한되므로, 핵연료 제조작업의 원격성을 고려하여 DUPIC 핵

연료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장치들은 핫셀에 설치되어 사용

되기 전에 모의시험시설에서 제작된 장비의 원격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의 

성능과 원격 조작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DUPIC 모의시험시설은 그림 3-1-1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두쌍의 6 자유

도를 가진 기계구동식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와 10 개의 모의 차

폐창으로 구성되어진다. 설치된 매스터 매니퓰레이터(이하 매스터라 함)

와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이하 슬레이브라 함)는 각 각의 기구학적 구조

가 동일한 유사형으로서 모션의 흐름은 메탈 테입과 매탈 스트링(string)

의하여 전달된다. 이러한 형태의 매스터와 슬레이브는 매스터 핸드그립

(hnad grip)과 슬레이브 집게(tong) 사이에 양질의 공간적 일치가 존재하

며, 실제 DUPIC 핵연료 제조 작업에 사용되는 매스터와 슬레이브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의 원격 작업에서 작업자는 매스터의 핸드

그립을 쥐고 모의 차폐창을 통하여 모의 핫셀 내부의 작업 상황을  모니

터링하면서 지령 명령을 슬레이브에 전달한다. 매스터의 모션은 슬레이브

에서 자연스럽게 재생되며, 역으로 슬레이브 모션도 매스터에서 재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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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시험용 단자(T.T): 큐비클의 내면 또는 표면의 적절한 곳에 

plug-in형 시험단자를 취부하 다.

    (타) 휴즈브럭(F.B): 변성기 회로에는 규정된 휴즈를 사용하여 안

전을 기하 다.

    (파) Earth Bar: 외함 접지를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동대를 연결

시켰다.

    (하) Fan: 변압기반에는 환기를 위하여 fan을 설치하 다.

그밖에 각 반내의 습기 방지를 위하여 space heater를 설치하 으며, 

각 cubicle에는 중앙 감시반에서의 조작(차단기 ON/OFF) 및 상태 감시를 

위하여 보조 계전기를 충분히 취부하 다. 

나. 자재사양

 (1) 변압기 :              

    (가) 정격 용량     : 3 상 75 KW        3 상 25 K

    (나) 정격 1차 전압 : 460 V               460 V

    (다) 정격 2차 전압 : 440-250 V           220 V 

    (라) 결      선    : △ - Y             △ - △

    (마) 형         식 : 건 식(dry type)

    (바) 절 연   종 류 : H 종

    (사) 설 치   장 소 : 옥내형

    (아) 허용최고온도  : 180 ℃

    (자) 소 음 레 벨   : 65 dB (80 dB이하)

 

(2) 지시 계기  

    (가) 형    식 :  광각도형

    (나) 취부방법 :  매입취부

    (다) 접촉방식 :  이면접속

    (라) 오차계급 :  1.5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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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기용 변압기(P.T)    

    (가) 형    식 :  mold type    

    (나) 정격전압 :  1차 460 V/2차 110 V

    (다) 정격부담 :  50 VA    

    (라) 오차계급 :  1.0 급   

   

(4) 계기용 변류기(C.T)    

    (가) 형    식 :  mold type

    (나) 정격전압 :  600 V     

    (다) 정격전류 :  1차 - 도면참조,  2차 - /5 A

    (라) 정격부담 :  15 VA  

    (마) 오차계급 :  1.0 급 

    

(5) 배선용 차단기(MCCB)   

    (가) 정격 전압 : AC 600 V 

    (나) 정격 차단전류 : at AC 460 V (대칭/비대칭)

         ① Motor 부하: 순시 차단식 배선용 차단기(magnetic trip 

only MCCB) 한류형 MCCB 42 KA 적용(부속기기: SH. coil, 

AL/AX접점)

         ② 일반 부하  :  순시 및 열동형 배선용 차단기(TM)

(6) 전자 접촉기(MG contactor)    

    (가) 형    식 :  몰드 카바/아크 소호장치

    (나) Coil 전압:  AC 220 V 

    (다) 접촉방식 :  이면접속

(7) 전력량계(WH-M)   

    (가) 형    식 :  매입형     

    (나) 입력전압 :  110 V                         

    (다) 입력전류 :  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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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결선방식 :  3 상 3 선

 

(8) 배 선(wiring & color of wire)

    (가) 주 회 로 :  SIS 3.5sq 이상  -  BLACK

    (나) AC 제어  :  SIS 2.0sq       - YELLOW     

    (다) DC 제어  :  SIS 2.0sq       -  BLUE

    (라) CT 2차   :  SIS 5.5sq       -  BLACK

    (마) PT 2차   :  SIS 5.5sq       -  RED

    (바) 접지회로 :  SIS 5.5sq      -  GREEN

    

(9) 주회로 모선(BUS)                

    (가) 재    료 :  CU (동)                    

    (나) 도 금    : 은도금

    (다) 모선절연 :  열수축 절연 tube(밤색)   

    (라) 상 구 분 :  상별 표시 스티커

          

최종 제작 보고서는 별책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단선 결선도, 외형(열

반)도 및 회로(결선)도는 부록 3-2-1,3-2-2 및 3-2-3과 같다.  

2. M6b 핫셀 뒷문(Rear Door) 재 제작  

 사용후 PWR 핵연료 절편, DUPIC  펠렛 등을 M6 핫셀 내외로 반입/반출

하기 위하여, Padirac 접속부가 부착된 뒷문(그림 3-2-2)을 새로 제작하

여, 기존의 뒷문과 교체 설치하 다.

모터가 부착된 M6 핫셀 뒷문은 도가 높은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있었

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이송을 위하여 새롭게 설

계․제작․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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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치별 세부사항

(1) Roof Door Automatic 개폐 툴

    M6 핫셀 위에는 2단계의 roof door가 설치되어 있으며, 핫셀 내부

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 등의 유지보수 또는 개보수를 위하여는 고준위 사

용후핵연료와 격리시켜야 한다. 이때 오염된 각종 장치 등 은 roof door

를 통하여 핫셀 상부로 올려 각종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거리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roof door(W 1550 

mm × L 800 mm × H 480 mm)를 locking 및  unlocking하여 개폐하여야 하

며, 제 2단계의 roof door(W 1550 mm × L 1550 mm × H 220 mm)도 제 1단

계의 door와 같은 방법으로 개폐 되도록 하 다.

툴은 door weight가 약 2800 kg의 중량물이므로 4000 kg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 으며, 기존의 크레인에 체결이 용이하도록 하

다. 각 구동부는 자바라를 부착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구

조로 하고, 모든 표면은 buffing 처리하여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용이하도

록 하 으며, 모든 소재는 STS304를 사용한다. 용접부는 TIG welding 하

으며 모든 용접부는 산처리후 pickling 처리하 다. 툴의 운전은 

elecric control 되도록 하고 기능 및 성능은 성능시험을 통하여 입증하

다.

(2) Base Square Working Table

    고준위에 오염된 각종 장치들중 제원이 크고 중량물인 장치를 유지

보수하는 table로 4 000kg의 하중에 견딜수 있어야 하며, 제한된 작업공

간 및 시야를 통하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table의 크기는 W 1000 

mm × L 1000 mm × H 600 mm 이어야 한다. 또한 상하구동 및 회전이 되

어야 하며 상하 stroke은 500 mm이고, 회전각도는 360。 정․역구동이 되

도록 하 다. 장치의 각종 구동은 전기 control 되도록 하며, 각 구동부

는 자바라를 설치하여 방사성물질로 부터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 다. 

모든 소재는 구동부의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STS304를 사용하 다. 용접

은 TIG welding 하고, STS T 308L ∮2.0 용접봉을 사용하고, 모든 용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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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처리후 Pickling 하 다. Table 위에는 중량물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밑면에 support를 설치하 으며, 

bearing(NSK) #51160을 사용하여 상하구동이 원활하고 어느 행정에서도 

정역 회전이 원활하도록 cross-roll bearing(IKO)을 사용하 다.

(3) Bench Round Working Table

    Room의 bench에 설치되는 장치의 제원은 W 600 mm × L 600 mm × 

H 300 mm이며 table위에서 고준위에 오염된 핫셀장비 및 부품 등을 제한

된 공간과 시야를 확보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따라서 table이 

정․역회전하여야 하며, 장치의 제작 사양은 base square working table

과 같다.

(4) 출입문(Doors)

    Isolation room에는 1100 mm × 750 mm의 문이 2 개가 설치되어 있

다. 이는 오염된 공기의 확산방지 및 일정한 부압을 유지하기 위한 에어

록(air-lock)으로 기존의 문에 15 mm의 납판을 부착시키고 그 위에 

STS304 t 6mm의 plate를 부착시킨 후, neopren gasket을 부착시켜 기 이 

유지되도록 하 다. 문의 시건 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모든 표면은 오염

물질의 제염이 용이하도록 buffing 하여야 한다.

(5) Gloves

    Room의 전면에 3 쌍, 좌측면의 bench부에 1 쌍의 lead glove가 설

치되어 각종작업을 수행함으로서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한다. Glove를 사용

하지 않을 때에는 glove 부분을 차폐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 으며, 

glove 차폐부는 내부 3t 외부 6t의 STS304 plate를 사용하고 내부는 15t

의 lead plate를 사용하 고 최종 후 처리는 pickling하 다,

(6) Lead Glass

    Room에서의 각종 작업 수행시 시계확보 및 방사선으로부터 피폭을 

방지 하기 위해서 전면에 6 장, 좌측면에 2 장의 납유리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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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유리의 제원은 젼면 1장과 좌측면 1장은 L 500 mm × W 400 mm × T 35 

mm를 각각 2 장씩 겹쳐 사용하 으며, 나머지 3 장은 L 400 mm × W 300 

mm ×T 35 mm를 역시 2 장씩 겹쳐 사용하 다. 납유리의 프레임(frame)과 

차폐벽 사이는 틈을 최소화하고 설치 후 분리되지 않도록 볼트로 견고히 

고정하 다. Lead glass의 사양은 density: 5.2 g/㎤, flatness: ≤

3pm/100mm diameter 등이다.

(7) 차폐벽(Shielding Wall)

    방사선 차폐를 위한 차폐벽은 기존의 6 mm 철판 위에 두께 30 mm의 

납판으로 구성되며 room의 전면과 양측면을 차폐하도록 하 다. 그 위에 

6 mm두께의 STS304 plate로 lining하여 납유리 및 gloves 등이 설치되도

록 하 으며, 뒷면은 스테인레스 3 mm의 강판으로 lining하여 기 이 유

지되도록 하 다. 아울러 기존의 2700 mm × 1200 mm × 1 EA, 1320 mm× 

1200 mm 3 EA의 아크릴판을 제거하고 SS41 plate로 frame을 제작 설치하

며 납유리 및 gloves를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내방사선페인트로 기존의 

동일한 색상과 같이 도장하 다. 차폐벽은 판재간의 연결부는 중첩되도록 

하여 연결부가 직선이 되지 않고 굴절되도록 하 으며 볼트의 연결부분 

등의 설계에도 차폐성능이 보장되도록 하 다. 차폐벽의 차폐성능은 성능

시험을 통하여 입증하 다. 성능시험에 대한 내용과 결과는 부록  과 같

다.

(8) 바닥판(Base Plate)

    Room의 바닥은 스테인레스 3 mm 강판으로 lining 하고, 용접부 및 

표면은 산 처리 후 polishing 하여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용이하도록 하

다.

(9) 고체폐기물 용기(Solid Waste Container) 접속부 설치

    각종 작업 수행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분리 수거할 수 있도

록 기존의 위치에 고체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스

테인레스 강판으로 제작된 용기를 설치하고 설치부 밑부분은 차폐벽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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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조건으로 차폐벽을 설치하고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 다. 

(10) 기타 설비(Utilities)

     Tong을 전면부에 설치하여 각종 툴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 다.

나. 설치결과

   격리실의 각 장비를 제작 설치후 기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 으며, 

납유리 부와 차페벽에 대한 차폐능 검사를 실시하여 만족 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제작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및 절차서 등은 최종제작 보고서에 

있으며, 도면은 부록 3-2-6에 차페능 검사 결과는 부록 3-2-7에 첨부하

다. 

 

4. M6a 핫셀 면처리

 M6a 핫셀에서는 고준위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셀로서 셀 내부의 오

염확산을 방지하고 제염이 용이하도록 하는 면 작업으로 최대한 표면조도

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실시되었다. 특히 납 유리부의 틈새 및 기존설치 

된 내부 크레인 레일과 닥트의 틈새가 없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었다.

가.제작 및 설치내용

 (1) 크레인의 레일 및 닥트의 틈새로 방사성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 제작하고 닥트의 연결부위는 돌출형식으로 하며 커버가 설

치되었을 때 미려하도록 하여 제염이 용이하도록 스테인레스 

2.0t HL.#4의 소재를 사용하 다.

 (2) 납유리의 설치부(5 개) 틈새(1,300*1,300)는 기존의 볼트를 이용 

취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표면과의 틈새가 없도록 하 다.

 (3) 플러그(5 개) 내부(∅240*250)는 내부에 조립되어 외부의 틈새가 

없도록 하 다.

 (4) 전원 및 콘트롤 전선의 홀(40 개)은 내방사선재료로 틈새가 없도

록 하고 여분의 홀은 폐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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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 및 제작내용 

   빠디락도어 이동 시스템은 사용후 핵연료 및 조사재료 등의 고준위 

방사성물질을 핫셀로 이동하는 장치로서 빠디락도어 이동시 빠디락도어가 

중량물이므로 중량물 하중에 견딜수 있는 구조응력 및 강도가 충분하여야 

하고 방사선에 오염시 제염이 용이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 

설계 및 제작되었다.

(1) 빠디락도어 이동 시스템은 고준위 방사능 물질인 사용후핵연료 및 

조사재료를 취급하는 장치로서 제작될 자재는 SKS-3 plate(t 190 

mm)을 사용하 다.

(2) 빠디락도어 이동 시스템은  기계 가공 전에 반드시 열처리 (담금질 

또는 뜨임)를 하여 재료의 경도가 HRC 20 이상이 되도록 하 다.

(3) 빠디락도어 이동 시스템의 슬라이딩부분도 연삭전에 경도가 HRC 58 

- 60 이 되도록 고주파 열처리를 하 다.

(4) 빠디락도어 이동 시스템의 하단부분의 납주조 작업 후 페인팅 하기 

전에 외관검사를 실시하 다.   

(5) 빠디락도어 이동 씨스템의 제작완료 후 페인팅은 에폭시 페인트로 

상.하도 2 회 도장하 다.

(6) 빠디락도어 이동 씨스템의 도면상 상부 I 볼트 자리를 제외한 부분

은 용접하지 않았다.

(7) 빠디락도어 이동 씨스템의 모든 부품은 현물과 동일 제품을 사용하

다. 빠디락도어 이동 씨스템은 수입된 시험기기로서 상세도면이 

없는 관계로 조사후시험시설에 설치된 현물을 참조하여 제작하

다. 빠디락도어 이동 시스템에 대한 도면은 부록 1-9와 같다.

6. 핫셀 조명등 개조설치

  핫셀 조명등은 핫셀을 비추어주는 투광기로 M6 핫셀에는 차폐창 사이

로 총 11 개의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다. 기존의 조명등은 부피가 크고 전

구의 교체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등 어려움이 많아 부피가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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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6 핫셀 냉각수 및 Process Air 공급계통 설치

 M6 핫셀 외부에 설치되어 furnace 냉각계통 및 에어공급계통의 배관설

치공사를 하 다.

가. 배관계통

(1) M6a 핫셀에 설치된 furnace용 냉각배관으로 M6b 핫셀 뒷부분의 주

배관으로부터 분기하여(3/8˝) penetration hole를 통하여 핫셀 

내부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급배관과 환수배관이 각각 설치하 다.

(2) 온도확인을 위하여 공급 및 환수배관에 온도계를 설치하고 핫셀 전

면에서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digital indicator를 설치하

다.

(3) 압축공기 배관은 M6b 핫셀 전면에 설치된 instrument air 배관에서 

분기되어(3/8˝) 조작반 하단을 거쳐 M6a 핫셀 전면의 조작반 또

는 벽면에 밸브를 설치하고, 조작반 하단의 plug를 통과하여 핫셀 

내부의 작업대를 지나 뒤쪽으로 나와 female connection으로 설치

하 다.

나. 공사범위

  - 배관 및 계장공사

  - 자동제어 기기 설치공사

  - 기타 이에 부속되는 공사

(1) 검사

    - 배관설치검사

    - 비파괴 검사

    - 수압시험

(2)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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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련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는 모두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와 

건설부 제정에 따른다.

(3) 법령 및 관련규정

    - 건축법

    - 소방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가스사업법

    - 환경보전법

    - 수도법

    - 근로기준법

    - 전기사업법

    - 건설업법 및 기타밥령

라. 배관공사

(1) 배관 및 부속류

   (가) 배관재질 : SCH10/STS 304

   (나) Ball valve: 10k/STS304

   (다) 부속류: SCH10/STS 304

   (라) 용접

      ① 배관의 용접공사는 알곤 가스 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제품

을 사용한다.

      ②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사용량의 145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배관의 연결은 용접으로 하고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지

관리에 편리하도록 플렌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나) 용접작업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용접작업을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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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스테인레스 스틸 배관용접 작업시 용접으로 인하여 배관이 부

식되거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수압시험 및 PT검사

 (1) 수압시험은 설계압력의 1.5 배에서 30 분간 유지하여 누설이 없어

야 한다.

 (2) PT검사 비파괴 시험절차에 따라 모든 용접에 대하여 실시한다.

라.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1) 자동제어 시스템의 취급, 운전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 가동 

및 운용 하에서 준공 2 년 이내에 하자발생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과 유지보수, 설치, 감독 및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바. 제출도면

  - 준공도면

  - 각종 기기자료

  - WPS

  - 수압시험 절차서, PT 검사 절차서

  - 각종 검사서류

냉각수 및 에어 공급계통에 대한 그림은 3-2-6에 나타낸 바와 같고, 도

면은 부록 3-2-11, 3-2-12와 같다.

8. 핫셀 수소가스 검출기 설치

 소결로에서 혼합수소가스 사용 시 가스가 천정에 누적되어 폭발의 위

험성이 있으므로, 수소가스 누적확인용 가스검출기를 M6a 쪽 천장에 2 개

를 그림 3-2-7과 같이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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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한 M6b 셀 끝쪽의 것으로 교체하 다. 떼어낸 콘트롤러는 수리의뢰 

중이다. 

마. 핫셀용  크레인 보완

    M6 핫셀의 크레인은 양쪽셀을 모두 카바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

치되어 있다.

만일에 크레인이 핵연료 시험으로 인하여 오염이 많이된 M6a 핫셀에서, 

이상이 생겨서 작동이 않될때는 M6b 셀쪽으로 옮겨와서 수리를 할 수 있

어야한다. 기존상태에서는 크레인 고장시 브레이크로 인하여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주행 브레이크를 양쪽 다 분리시키고, 한쪽 편 모터를 죽인 상

태에서 한쪽 편 주행 모터로서 크레인이 이동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

다. 브레이크를 뺀 상태에서 주행 상에 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횡 

행 브레이크도 분리시켰다.

바. M6a, b 셀 간 공기 흐름 조절

   M6a 셀은 M6b 셀에 비하여 오염이 많이되는 셀이므로 공기의 흐름은 

오염이 적게되는 M6b 셀에서 M6a 셀 쪽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M6b 셀의 배기계통의 댐퍼를 조금 닫아주고, M6a 셀의 댐퍼를 

많이 열어 주어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 다.

13. Shield plug 시스템 제작/설치

가. 개요

 고온소결로는 일정한 형태로 성형된 압분체를 약 18 시간 동안 최고 

약 1700oC에서 소결하는 장비이다. 핫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온소결

로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는 것은 장비의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조사재 시험시설 M6 핫셀의 서비스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transformer로부

터 두꺼운 핫셀 차폐벽(두께: 1.1m)을 통하여 고전류를 핫셀 내부에 설치

되어 있는 고온소결로까지 공급하여야 한다(그림 3-2-11과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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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 plug 시스템은 시설물의 차폐조건을 만족하면서 핫셀 차폐벽을 관

통하여 transformer와 고온소결로 사이에 고전류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나. shield plug 시스템

개조전 shield plug는 그림 3-2-13에서 나타낸바와 같으며, 개량된 

shield plug의 그래픽 모델은 그림 3-2-14에서 보여진다. Shield plug 시

스템은 steel shield plug, 3 개의 stepped copper bus bar, lead block

으로 구성되어진다. Steel shield plug의 몸체는 차폐능을 증대시키기 위

하여 고 도 solid steel로 3개의 copper bus bar들이 관통할 수 있도록 

가공하 다. transformer로부터 공급되는 제2차 최대 전류가 9-10 volt이

기 때문에 plug와 copper bus bar사이의 간격은 가능한 한 작도록 설계하

으며, plug와 bus bar사이의 절연체로서 방사선에 강인한 세라믹 (1010 

rads)을 사용하 다. 또한, 원통형의 lead block은 스테인리스 케이스에 

용액 납을 넣어 주조한 것으로 서비스구역 쪽에 설치되는 plug 후면을 감

싸도록 설계되어서 shield plug 시스템의 차폐능을 보강한다.

(1) 차폐 계산

조사재시험시설의 M6 핫셀은 principal source( 2.0x105 Ci/1.0 MeV )

가 핫셀 안쪽 수직벽면에서 30 cm 떨어진 곳에 있을 때 핫셀 바깥쪽 벽면

에서 측정된 조사선량이 1.0x10-5 Sv/h (1.0 mrem/h) 이하가 되도록 설계

되었다.

Microshield code를 사용하여 개조된 shield plug시스템의 감마선 차폐

능을 계산하 다. shield plug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component들의 감소/

증가 선량들은 각 각 slab 재료, 두께, 위치의 함수로서 계산하 으며, 

Taylor 방법을 토대로 하여 build factor를 선정하 으며, 위에서 언급한 

실제 핫셀 설계조사선량 사양과 같은 크기의 source 에너지(7.4x1015 

photons/sec/1.0 MeV)를 계산에 사용하 다.

감마선 차폐능 계산에 이용된 shield plug시스템의 모델은 그림 3-2-15

에서 보여지며, 이 모델의 component들은 Microshield에서 제공되는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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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도형에 상응하는 slab shield로 표시된다. 등가조사선량( 

dose-equivalent rate )은 lead block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계산하

다. 계산에 사용된 slab shield의 기하학적 배열은 다음과 같다.

SD1 arrangement : PS - A - HC - A - D

SD2 arrangement : PS - A -S - CE -A - CE - A - (L) - (A) - D

SD3 arrangement : PS - A - CO - A - (L) - (A) - D

SD4 arrangement : PS - A - S - A - (L) - (A) - D

여기서 PS는 point source, A는 air, HC는 heavy concrete, CE는 

ceramic, L은 lead, S는 steel, CO는 copper, D는 detector, 그리고 ( )

는 detector와 핫셀 바깥벽 사이에 놓여진 추가 lead block의 slab 

shield를 나타낸다.

source와 detector사이의 거리는 170 cm 이며, shield plug시스템의 각 

component 재료 도는 표 3-2-2에 보여지며, 표 3-2-3은 계산된 등가 조

사선량을 나타낸다. lead block이 없는 경우에 계산된 등가조사선량은 

SD2 배열을 제외하고 모두 설계 허용치인 1.0 mrem/h 이하를 만족한다. 

SD2 배열의 경우에 계산된 등가조사선량은 설계 허용치보다 약 300 배 이

상을 초과한다. 이것은 iron slab의 얇은 두께에 기인한다. plug뒤에 

lead block을 설치하 을 경우 각 배열에 대한 계산된 등가조사선량은 

lead block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약 900배 이상 감소하 으며, 특히 SD2 

배열의 경우에도 설계 허용치를 만족하 다. 결과적으로 lead block을 포

함하는 shield plug system은 기존 M6 핫셀의 설계 조사선량을 만족한다.

(2) 온도실험

DUPIC 펠렛을 소결하기 위해서는 약 18시간 동안 고온소결로를 가동해

야 하며, 소결로 내부온도를 약 1700oC 까지 올려서 이 온도를 약 4시간

동안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전류가 계속해서 소결로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전류가 copper bus bar를 통하여 흐를때 

copper bus bar에 의하여 생성된 고열 때문에 steel shield plug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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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승시켜서 shield plug의 차폐능을 저하시키고, 핫셀 벽을 손상시키

고, 결과적으로 핫셀 시설물에 큰 향을 끼칠 수 있다.

개조된 shiled plug는 핫셀 차폐벽에 설치되기 전에 고전류 흐름에 따

른 온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2-16은 

inactive M6 핫셀에서의 실험 장치 setup을 보여준다. 전기선들을 copper 

bus bar를 통하여 소결로와 연결하 으며, 압분체를 노안에 장전하지 않

고 실제 소결 조건에서 10시간 동안 가동하 다. 4 개의 thermocouple 

sensor들을 plug의 외부 표면에 설치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하 다. 실험 

결과 시간과 함께 소결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section에서 plug 

표면온도는 약 120oC에서 160oC까지 증가하 으며, section 3은 가장 높은 

온도 변화를 보 다 (그림 3-2-17). plug 표면에서의 온도 상승 효과는 

와류(eddy current) 때문이며, 이러한 와류생성은 고 permeability를 가

진 copper bus bar 주위의 time varying field에 기인한다.

나. 냉각계통을 포함한 shield plug 시스템

(1) 수정 및 보완

고전류 흐름시 발생하는 plug 표면의 온도 상승을 줄이기 위하여 plug 

외부 표면에 수냉식 냉각 계통을 설치하 다 (그림 3-2-18). plug 외부 

표면에 나선형으로 groove를 파서 스테인리스 튜브를 groove 안쪽에 삽입

하도록 설계하 다. groove와 튜브 틈새는 납용액으로 채워 폐하 다.

앞 절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냉각 계통을 설치한 shield plug의 등가 조

사선량을 계산하 으며, 특히 스테인리스 튜브가 설치된 부분의 등가조사

선량을 계산하 으며 사용된 slab 개략도는 그림 3-2-19에 보여진다. 

lead block을 핫셀 바깥쪽 plug 끝단과 detector 사이에 설치하 으며 냉

각 계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등가 조사선량을 계산하 다. 표 

3-2-4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계산된 등가 조사선량은 두 가지 경우 모두 

핫셀 설계 허용선량을 모두 만족하 으며, 궁극적으로 냉각 계통을 plug 

외부 표면에 설치하는 것은 shield plug 시스템의 차폐능을 저하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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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2) 온도실험

개조된 shield plug의 냉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앞 절에서 기술한 

똑 같은 방법과 실험조건에서 냉각수를 plug에 공급하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thermocouple 센서들은 냉각 튜브를 피해서 plug 외부 표면에 설치

되었다. 그림 3-2-20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냉각수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

에 가장 높은 온도 변화를 보인 section 3의 최고온도는 냉각수를 공급하

을 때 약 73 % 가량 감소하 다. 또한, 다른 section들에서도 44 ℃에

서 49 ℃까지 비교적 일정하게 온도의 감소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shield 

plug 시스템에 냉각수를 공급함으로써 와류에 따른 열 발생을 억제하

고, 이러한 냉각 기술은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다. 차폐실험

온도실험 후 개조된 shield plug시스템 (그림 3-2-21)을 설치할 때 시

스템의 각 구성요소는 핫셀 차폐벽의 제 위치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설치 후 감마선 방사능 실험을 통하여 shield plug시스템의 기 성을 조

사하 다. 그림 3-2-22는 핫셀벽에 설치된 개조된 shield plug시스템의 

핫셀 안쪽으로 설치된 plug의 전면부를 보여주며, 그림 3-2-22는 서비스

구역 쪽에 설치된 plug 후면부와 이를 완전히 감싸는 lead block을 보여

준다. 사용된 소스는 Co-60( 1.86Ci/1.17 (1.35) MeV)을 사용하 으며, 

소스와 탐침을 핫셀 안쪽에 설치하고 핫셀을 완벽하게 차폐한 후 실험을 

수행하 다. 작업자는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퓨레이터로 탐침을 잡고 plug

와 핫셀 벽 사이의 틈새, copper bus bar와 plug사이의 틈새들을 이동하

면서 핫셀 바깥쪽에서 최대 조사선량을 측정하 다. 측정된 조사선량은 

서비스구역의 background와 거의 비슷하 다 (A : 19.5 μrem,  B : 22.0 

μrem, C : 18.3 μrem, D : 20.3 μrem). 따라서 핫셀 shield plug시스

템은 결점 없이 제작되어, 핫셀 벽에 완벽하게 설치되었으며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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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Material density

Material
Heavy

concrete
Ceramic Lead Iron Copper

Density

(g/cc)
3.5 2.5 11.0 7.8 8.5

Component
Cell

wall

Insulat-

-ion

Lead

block

Shield

plug
Bus bars

표 3-2-3. Hot-cell shielding system의 계산 등가조사선량

Arrangement

Without shielding 
lead block

With shielding lead 
block

Dose equivalent rate 
(mrem/h)

Dose equivalent rate 
(mrem/h)

SD1 1.092x10-1

SD2 3.447x102 3.706x10-1

SD3 1.497x10-6 8.879x10-10

SD4 5.407x10-2 5.449x10-5

표 3-2-4. Hot-cell shielding system의 계산 등가조사선량

(냉각라인이 없는 경우와 설치된 경우)

Arrangement

Without water 
cooling line

With water cooling 
line

Dose equivalent 
rate (mrem/h)

Dose equivalent rate 
(mrem/h)

SD5 4.803x10-16 1.6x10-14

SD6 5.407x10-2 1.3x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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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FDF(IMEF M6핫셀)의 규제기관 인허가 획득

  조사재시험시설(IMEF: Irradiated Material Examination Facility)은 

핵연료와 원자로 재료의 연구개발과 건전성평가를 위해 순수한 국내기술

로 건설된 시설로서, 1994년부터 핵연료와 원자로 재료에 대한 핫셀 시험

을 수행하고 있다. 상기 시설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으며, 연

건평은 약 4,000 ㎡(약 1,200 평)이고, 고 방사성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7 개의 핫셀을 포함하고 있다. 시설의 핵심인 핫셀은 6개의 콘크리트 셀

(M1∼M6)과 1개의 납 셀(M7)로 구성되어 있다. 

콘크리트 핫셀중 M6 핫셀은 다목적용 핫셀로서 하나로에서 조사된 

MOX(Mixed Oxide Fuel) 핵연료 및 고연소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비파괴 및 파괴시험 등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목적

의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바 없으므로 현재 M6 핫셀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핵연료는 경

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적인 재가공 방법에 의해 중수로 핵연료로 재 

사용하는 개념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3년에 완료된 타당성연구를 

기반으로 현재 제 2단계 연구인 실험적 검증 연구를 캐나다, 미국 및 

IAEA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초기물질

로 사용하여 건식 공정인 산화․환원공정에 의해 분말을 제조하고, 이 분

말을 사용하여 중수로용 압분체, 소결체, 연료봉 및 연료다발을 개발하는 

시험으로서 고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므로 핫셀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설의 안전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6 셀을 

DUPIC 핵연료시험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보완하고자 건설∙운  변경

허가 승인을 신청(‘99. 7. 1)하여 과기부의 승인(99. 8. 24)을 획득하

다.

인허가 신청내용 및 과기부의 승인서류는 부록 3-2-16 및 3-2-1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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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DUPIC 핵연료 제조시험공정에서의 핵물질 흐름분석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은 사용후 PWR 핵연료를 초기물질로 사용하는 건

식공정으로서 시험기간중(‘99∼2006)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누적량은 사

용후핵연료 기준으로 200 kg-U과 농축도 조정을 위해 혼합하는 비조사 

UO2 분말 80 kg-U으로 구성된다. 취급하는 핵물질의 형태는 절단 연료봉, 

분말, 압분체, 소결체, 가공 부스러기, 미니 연료봉, 미니연료 다발, 연

료봉, 연료다발, 시료 및 기타 시험에 의해 발생되는 폐기물 등이 있다. 

DUPIC 핵연료 시험은 고방사능 물질인 사용후 PWR 핵연료를 사용함으로

써 고방사능 차폐시설(핫셀)에서 원격조작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핵물질은 국제규제물자에 해당되므로 국제 및 국내법에 따라 핵물질보장

조치, 핵물질 계량관리 및 안전관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이 시

험은 원자력연구소 내에 기 건설되어 있는 IMEF, PIEF, 하나로, 화학분석

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활용함으로써 이들 시설간의 역할분담 

및 핵물질 이송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DUPIC 핵연료 제조 및 부대 공정중의 핵물질 흐름을 파악

하여 이러한 물질의 이송경로, 방법 및 후속처리 방안을 최적화하는 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주요 시설간 핵물질 흐름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은 PIEF 저장수조에 저장중인 사용후 PWR 핵연

료를 사용하여 수행되며, 이 시험은 PIEF 핫셀에서 연료봉 절단, IMEF M6 

핫셀에서 핵연료분말제조, 소결체제조, 연료봉 및 다발 제조 등의 작업이 

수행되고, 하나로에서는 제조된 소결체의 조사시험이 수행된다. 또한 시

료의 화학성분 분석은 PIEF 화학분석실에서 수행되고, 일부 조직시험은 

IMEF 혹은 PIEF 핫셀에서 수행된다. 공정중 발생한 폐기물은 RWTF의 중․

저준위 폐기물저장고 및 monolith로 운반하여 저장한다. 이러한 시설간에 

핵물질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핵물질에 적합한 수송용기가 사용된

다. 그림 3-3-1에는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에 있어서의 각 시설의 주요 

기능 및 시설간 핵물질 이송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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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Material Flow Diagram of DUPIC fue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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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UPIC 핵연료 제조 공정의 핵물질 흐름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은 PIEF 수조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중에서 필요한 연료봉을 선정하여 수중에서 인출한 후 각각의 연료봉에 

ID No를 부여하고 PIEF 9404 핫셀로 이송한다. 9404 핫셀에서는 이송된 

핵연료 봉을 γ-scanning하여 data를 분석한 후 9405 핫셀로 이송한다. 

9405 핫셀에서는 핵연료봉을 인수하면서 연료봉을 puncturing하여 

fission gas를 포집하여 분석한 후 약 25 cm 길이로 절단한다. 약 25 cm 

길이로 절단된 rod-cut는 ID No가 부여된 capsule에 8 개씩(약 1 kgU) 넣

어 봉한 후 9406 셀로 이송하여 IMEF 핫셀로 운반할 때까지 지정된 저

장랙에 저장한다. DUPIC 핵연료 제조시험과 관련된 PIEF에서의 작업절차

는 그림 3-3-2에 나타낸 바와 같다.

PIEF 9406 핫셀의 저장랙에 저장된 rod-cut capsule은 RD-15 padirac 

cask에 적재하여 IMEF M6 셀로 운반한다.

RD-15 padirac cask에 적재하여 PIEF 9406 핫셀로부터 IMEF M6b 핫셀로 

운반된 rod-cuts는 NDA 방식으로 동위원소량을 측정한 후 지정장소로 옮

겨 저장한다. Capsule을 열어 절단된 핵연료 봉을 꺼내 slitting 기기를 

이용하여 연료봉의 축방향으로 slitting하고, 이를 산화로에서 산화시킨 

후 핵연료와 피복관을 분리시킨다. 

산화에 의하여 탈피복된 분말은 질소 또는 수소와 아르곤 가스의 혼합

가스를 이용하여 약 600∼700 ℃에서 환원시킨다. 분말의 소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산화 및 환원공정을 2∼3 회 반복 실시한다. 또한, 

분말의 소결성 향상 및 적절한 화학성분 조절을 위하여 천연 이산화우라

늄을 혼합하여 milling 공정을 수행한 후 DUPIC 분말은 약 100 ℃ 이하의 

온도에서 약간의 산화를 시켜 안정화시킨다. 

이와 같이 제조된 DUPIC 분말은 전형적이 powder-pellet route에 따라 

예비압분 및 granulation, zinc stearate와의 혼합, 최종압분, 소결 및 

연삭공정을 거쳐 소결체를 제조하게 된다. 소결체는 건식 연삭을 한 후 

외부를 건조 및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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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Flow Diagram of DUPIC Fuel Manufacturing Process at 

PIE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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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Flow Diagram of DUPIC Fuel Manufacturing Process at 

PIE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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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소결체를 피복관에 장전하기 전에 stack 길이를 조정한다. 새로

운 피복관은 방사능을 띠고 있지 않으므로 cold zone에서 간격체와 지지

체를 점용접 및 진공 brazing을 수행하여 부착하고, 내부를 흑연으로 도

포한 후에 피복관 끝을 용접에 적합하도록 end profiling을 수행한다. 피

복관의 한쪽 끝을 우선 봉단마개 용접한 후 차폐시설 내로 운송하여 소결

체의 장진 및 용접을 수행한다. DUPIC 핵연료봉의 봉용접은 M6 핫셀내

에서 원격 레이저용접 방법으로 수행된다. 

DUPIC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를 핫셀에서 원격으로 검사하기 위해 분말 

크기 분포 측정장치와 소결체의 제원, 도 등 물리적 특성을 검사를 M6 

핫셀내에서 수행한다. 연료봉의 치수검사, 용접부 검사 등을 마친 후 연

료봉을 특수하게 제조된 fixture에 삽입한 후 접합판과 봉단마개간의 점

용접 방식에 의하여 연료 다발을 제조한 후 연료다발을 세척하여 지정장

소에 저장한다. DUPIC 핵연료 제조시험과 관련된 IMEF M6 핫셀에서의 작

업절차는 그림 3-3-3에 나타낸 바와 같다.

3. 조사시험에 따른 핵물질 흐름

 DUPIC 핵연료는 신 개념의 핵연료로서 그 특성이나 성능 등에 대해서

는 데이터가 없으므로 제조 및 성능시험을 거쳐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DUPIC 소결체의 물성 및 노내거동 분석을 위해서는 

DUPIC 핵연료 전용 조사캡슐을 이용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한다. 

조사시험용 연료봉은 M6b 핫셀에서 제작하여 이곳에서 3 개의 연료봉으

로 구성된 mini-element로 제작한 후 이 mini-element를 셀간의 이송을 

통해 M1 핫셀로 이송하고, M1 cel에서 조사시험용 캡슐을 조립하여 하나

로로 운반한다. 그림 3-3-4에는 조사시험을 위해 DUPIC 핵연료가 이동하

는 경로를 나타내었다.

현재 하나로에는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test loop가 설치되지 않았으

므로 DUPIC 핵연료다발의 조사시험은 불가능하나, 시험여건이 갖춰진다면 

DUPIC 핵연료다발의 이송경로도 앞에서 언급한 mini-element의 이송경로

와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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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IMEF 핫셀내 핵물질 이동 경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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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IMEF 핫셀내 핵물질 이동 경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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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IMEF 핫셀내 핵물질 이동 경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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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IMEF 핫셀내 핵물질 이동 경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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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조사시험을 위한 DUPIC 핵연료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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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5. DUPIC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핵물질 흐름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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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Amount of Materials to be  Used for Q.C. 

Year Test Material Test Item Test Place
Amount of 
sample

1999.4∼
2000.3

Spent PWR fuel Chemical Analysis
Chemical Lab. at 
PIEF

10 g

OREOX powder Chemical Analysis Chemical Lab. at 
PIEF

6 g

DUPIC powder
Chemical Analysis

Chemical Lab. at 
PIEF

6 g

Powder Morphology EPMA room at IMEF 6 g

S i n t e r e d 
Pellets

Chemical Analysis Chemical Lab. at 
PIEF

6 g

Microstructure
DFDF→IMEF M3→
IMEF M7

36 g

Sub-total 70 g

2000.4∼
2001.3

Spent PWR fuel Chemical Analysis Chemical Lab. at 
PIEF

10 g

OREOX powder Chemical Analysis
Chemical Lab. at 
PIEF

17 g

DUPIC powder
Chemical Analysis

Chemical Lab. at 
PIEF

17 g

Powder Morphology EPMA room at IMEF 17 g

S i n t e r e d 
Pellets

Chemical Analysis Chemical Lab. at 
PIEF

17 g

Microstructure
DFDF→IMEF M3→
IMEF M7

102 g

Sub-total 180 g

2001.4∼
2002.3

Spent PWR fuel Chemical Analysis
Chemical Lab. at 
PIEF

10 g

OREOX powder Chemical Analysis Chemical Lab. at 
PIEF

25 g

DUPIC powder
Chemical Analysis

Chemical Lab. at 
PIEF

25 g

Powder Morphology EPMA room at IMEF 25 g

S i n t e r e d 
Pellets

Chemical Analysis
Chemical Lab. at 
PIEF

25 g

Microstructure
DFDF→IMEF M3→
IMEF M7 150 g

Sub-total 260 g

2002.4∼
2006.3

1,500 g

Total 2,02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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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Sample bottle
to Pneumatic Transfer

Line

Rod-cutsRod-cuts

 Select  Rod-cuts 
Sample at 9405 cell

Chemical Analysis

  Move Sample
to Chemical 

Analysis Room

  Pack Sample
into Sample Bottle

- Burn-up
- Fissile Material Contents
- Fission Products Contents
- Impurity Contents

  Move Sample
to 9406 cell

Measure Weight and 
Fissile Contents

OREOX PowderOREOX Powder

 Select  OREOX 
Powder 

Sample at M6 cell

Chemical Analysis
  Move Sample

to PIEF Chemical 
Analysis Room

  Pack Sample into
Sample Bottle

- Fissile Material Contents
- Fission Products Contents
- Impurity Contents

 1 g/batch

  Measure Weight and 
Fissile Contents(?)

Load Sample bottle
into RD-10 Padirac 
Cask at M6b Cell

* Alternative : Unload Sample  at PIEF 9406 Cell,   and Transfer it by Pneumatic to  Chemical Analysis Room

*

그림 3-3-6. Flow Diagram of DUPIC Fuel QC Progra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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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Sample bottle
into RD-10 Padirac
Cask at M6b Cell

DUPIC PowderDUPIC Powder

 Select  DUPIC 
Powder 

Sample at M6 cell

Chemical Analysis
  Move Sample

to PIEF Chemical 
Analysis Room

  Pack Sample into
Sample Bottle

- Fissile Material Contents
- Fission Products Contents
- Impurity Contents

 1 g/batch

Green PelletGreen Pellet

 Select  Green Pellet 
Sample at M6 cell

  Move Sample
to Pellet QC
Equipment

- Dimension
- Pellet Density
- Visual Inspection

Load Sample bottle
into RD-10 Padirac
Cask at M6b Cell

 Select  DUPIC 
Powder 

Sample at M6 cell

Sample Cutting, 
Mounting 

and Polishing
at M2 and M3 Cell

  Move Sample
to M4 Cell

  Pack Sample into
Sample Bottle

- Powder Morphology

 1 g/batch

 Select  DUPIC 
Powder 

Sample at M6 cell

  Powder QC
at M6 Cell

- Sinterability
- Flowability
- O/M Ratio
- Particle Size
- Powder Density

Measure Weight and 
Fissile Contents

*

Measure Weight and 
Fissile Contents

* Alternative : Unload Sample  at PIEF 9406 Cell,   and Transfer it by Pneumatic to Chemical Analysis Room

Powder Morphology
by SEM

at EPMA Room

  Move Sample
to M5 Cell 
via M4 Cell

Load Sample into
Sample Cask at

M5 Cell

  Move Sample
to EPMA Room

그림 3-3-6. Flow Diagram of DUPIC Fuel QC Progra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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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Weight and 
Fissile Contents

 Select  Sintered Pellet
Sample at M6 cell

  Move Sample
to IMEF M4

Cell

  Pack Sample into
Sample Bottle

 2 pellets
/batch

 Select Sintered Pellet
Sample at M6 cell

  Move Sample
to Pellet QC
Equipment

- O/M Ratio
- Dimension
- Pellet Density 
- Stack Length
- Visual Inspection
- Surface Roughness

  Move Sample 
via PIEF 9406 Cell

to 9409 Cell

Gamma Sectional
Scanning - Homogeneity of Composition

Load Sample bottle
into RD-10 

Padirac Cask 
at M4 Cell

  Move Sample
to M4 Cell

Load Sample bottle
into RD-10 Padirac 
Cask at M6b Cell

Sintered PelletSintered Pellet

Load Sample bottle
into RD-10 

Padirac Cask at M4

 Select  Sintered Pellet 
Sample at M3 cell

Chemical Analysis

  Move Sample
to Chemical 

Analysis Room 
via 9406 Cell

  Pack Sample into
Sample Bottle

- Fissile Material Contents
- Fission Products Contents
- Impurity Contents

 1 g/batch

Sample Cutting, 
Mounting 

and Polishing
at M2 and M3 Cell

Pellet Morphology
by SEM

at EPMA Room

  Move Sample
to M5 Cell 
via M4 Cell

Load Sample into
Sample Cask at

M5 Cell

  Move Sample
to EPMA Room

- Pellet Morphology

 Select  Sintered Pellet 
Sample at M3 cell

그림 3-3-6. Flow Diagram of DUPIC Fuel QC Program(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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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Radiography

DUPIC Fuel RodsDUPIC Fuel Rods

 Select  Fuel Rod  
Sample at M6 Cell

Operating Area

- Defects of End Cap Weld

  Move Sample
to X-ray 

Equipment

  Move Sample
to Rod QC
Equipment

- Dimension of Fuel Rod
- Visual Inspection 
- Contamination of Rod Surface

He Leak Detection Select  Fuel Rod  
Sample at M6 Cell

- He Leak Test

  Move Sample
to He Leak 

Detector

 Select  Fuel Rod  
Sample at M6 Cell

DUPIC 
 Fuel Bundles

DUPIC 
 Fuel Bundles

 Select  Fuel Bundle 
at M6 Cell

  Move Sample
to Bundle QC

Equipment

- Dimension of Fuel  Bundle
- Visual Inspection 
- Surface Defects
- Contamination of  Bundle Surface

  Move Sample
to IMEF M4 Cell

- Visual Inspection

 Select  Fuel Rod  
Sample at M6 Cell

 Sample Preparation 
at M2 and M3 Cell

 Visual Inspection
at M1 Cell

 Tensile Test
at M5 Cell

 Microstructural 
Observation
at M7 Cell

- Metallography

- Tensile

그림 3-3-6. Flow Diagram of DUPIC Fuel QC Program(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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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IC 핵연료 제조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내용물 성분을 분리하지 않으

므로 공정 전․후에서 핵물질의 양은 일정하여야 하며, 핵물질보장조치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항상 추적․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인 IMEF M6 핫셀에는 그림 3-3-7에 나타낸 바와 같

은 감시 및 계량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제조공정중 핵물질은 독립적인 물

질수지구역으로 구분된 조사재시험시설 M6 핫셀내의 지정 장소 및 공정장

비 내에 저장된다. 시설내에서 핵물질은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은 g 단

위로 계량되고, 그 외의 핵물질은 kg 단위로 계량한다. 모든 핵물질은 형

태별로 구분하여 품목 및 batch 수로 관리한다.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중 

핵물질의 계량방법은 표 3-3-2에 나타낸 바와 같다.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은 핵물질 유통량과 재고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요 측정지점들을 설정하 다. 주요 측정지점은 안전조치협정의 보조약

정 및 시설부록의 내용에 따라 그림 3-3-8에 나타낸 바와 같이 4 개의 유

통 측정지점과 8 개의 재고 측정지점으로 구분된다.

가. 유통 주요측정지점

 •KMP 1 : 특정핵물질 반입, 보장조치 재적용, 사고획득

 •KMP 2 : 특정핵물질 반출, 보장조치 면제, 사고손실

 •KMP 3 : 가동손실, 잔류 폐기물(Retained Waste)로 이전

 •KMP 4 : 잔류 폐기물(Retained Waste)로부터 재이전

나. 재고 주요측정지점

 •KMP A : 경수로형 사용후 절단 핵연료봉 저장구역

 •KMP B : U3O8 분말 저장구역

 •KMP C : UO2 분말 저장구역 

 •KMP D : DUPIC 분말 저장구역

 •KMP E : UO2 펠렛 저장구역

 •KMP F : DUPIC 연료봉 저장구역

 •KMP G : DUPIC 연료다발 저장구역

 •KMP H : Scrap/폐기물 저장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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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for DUP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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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특정핵물질 계량방법

KMP 명 주 요   기 능

계 량   방 법

물질 형태 측정 항목 기기/방법

A
경수로형사용후절단

핵연료봉 저장
절단핵연료봉

U, Pu 무게

U 함량

U-235 농축도

저울

화학분석

비파괴분석

B U3O8 분말 저장 분말 무게 저울

C UO2 분말 저장 분말
U, Pu 무게

U 함량

저울

화학분석

D DUPIC 분말 저장 분말
U, Pu 무게

U 함량

저울

화학분석

E UO2 펠렛 저장 펠렛 무게 저울

F DUPIC 연료봉 저장 연료봉
U, Pu 무게

U 함량

저울

비파괴분석

G
DUPIC 연료다발

저장
연료다발

U, Pu 무게

U 함량

저울

비파괴분석

H Scrap/폐기물 저장 Scrap
U, Pu 무게

U 함량

저울

비파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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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핵물질 흐름에 따른 계량관리방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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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in cell M6

KMP-1
Receipt of nuclear Material, 

de-exemption and accidental gain

KMP-B
U3O8   powder

KMP-A
Spent PWR rod cuts

KMP-2
Shipment of nuclear Material, 
exemption and accidental loss

KMP-C
UO2  powder

KMP-E
UO2  pellet

KMP-G
Fuel bundle

KMP-D
Blended UO2  powder

KMP-F
Fuel rod

KMP-H
Scrap/waste

KMP-4
Retransfer from retained waste

KMP-3
Measured discards and 

transfer to retained waste

그림 3-3-8. 핵물질 흐름에 따른 계량관리방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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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t PWR Rod-cuts

Oxidation - U3O8

Oxidation/Reduction- UO2

UO2 Powder Storage

Milling

DUPIC Powder Storage

Compacting

Green Pellet Storage

Sintering

Grinding

Sintering Pellet Storage

Ground Pellet Storage

Bundle Storage

Fuel Rods

- Burn-up
- NDA Measurement

- Hull

- Powder : Chemical Analysis

- Sludge

- NDA Measurement

- NDA Measurement

KMP A

KMP B

KMP C

KMP D

KMP E

KMP F

KMP G

Scrap/Waste
(Hull, Dirty Scrap)

KMP H - NDA or Chemical Analysis

Recycling

그림 3-3-8. 핵물질 흐름에 따른 계량관리방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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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DUPIC 폐기물관리방안 분석

DUPIC 핵연료 기술개발은 고방사능 차폐시설인 PIEF의 일부 핫셀과 

IMEF M6 핫셀에서 수행되며, 사용후 PWR 핵연료를 초기물질로 사용하여 

건식 산화․환원공정에 의해 분말을 제조하고, 이 분말을 사용하여 압분

체, 소결체, 연료봉 및 연료다발을 개발하는 시험으로서 취급하는 핵물질

의 형태는 절단 연료봉, 분말, 압분체, 소결체, 가공 부스러기, 연료봉, 

연료다발, 시료 및 기타 시험에 의해 발생되는 공정폐기물 등이 있다. 물

론 시험이 완료된 후 이러한 핵물질 모두는 궁극적으로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여 최종관리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국내 및 국제법에 따라 연구소 

내의 저장시설로 운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은 

장기간에 거쳐 수행될 뿐만 아니라 핵물질 사용에 민감한 미국 DOS 및 

IAEA가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핵물질 관리는 국

내․외적으로 더욱 투명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DUPIC 핵연료 제조시험 

중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뿐 아니라 시험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잔여 핵

연료물질, 시험 생산품과 시험장비 해체시 발생하는 오염된 폐장비, 폐설

비 등의 관리방안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

한 DUPIC 폐기물은 처분 등의 최종관리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연구소내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저장하여야 하므로 관련시설 담당자와의 충분한 사

전협의를 거친 후 연구소내 저장방안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방사성폐기물 발생원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제조 시험공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 시험종료 후 발생하는 잔여 핵연료 물질 및 시험 생

산품, 시험장비 해체시 발생하는 폐장비, 폐공구 등의 해체 폐기물로 크

게 구분할 수 있다.

제조공정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크게 핫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핫

셀외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핫셀 내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은 cladding hulls, dirty scrap, 폐필터, 폐장비 및 폐공구,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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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ches 등이 예상되며, 핫셀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방호복, 장갑, 

덧신, papers, patches 등이 예상된다. 

시험종료 후 발생하는 잔여 핵연료물질로는 DUPIC 핵연료 분말 및 펠렛

과 시험 생산품인 DUPIC 핵연료봉 및 핵연료 다발 등이 예상된다. 물론 

조사시험 후 발생하는 mini-element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시험종료 후 시험장비 해체시 발생하는 폐기물로는 재사용을 위한 장비 

및 설비를 제외한 모든 폐장비, 폐설비, 폐공구 등과 이들의 제염시 발생

하는 papers, patches 등이 예상된다.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시 발생하는 DUPIC 폐기물의 발생원은 그림 

3-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추정된다. 

2.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추정발생량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은 주로 IMEF 및 PIEF의 일부 핫셀을 이용하여 

수행되므로 핫셀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기존시설과 별도로 관리하

기에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핫셀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기존시설

의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한다고 가정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개략적으로만 

언급한다.       

DUPIC 핵연료 제조 및 검사공정 중 핫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

류는 표 3-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체, 액체 및 기체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체 폐기물은 배기체 정화계통 및 시설 배기계통을 통해 정화 후 굴뚝

으로 배출하므로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에서는 별도의 기체폐기물 관리방

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액체폐기물은 발생량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핫셀 내에서 발생하는 액체폐기물은 핫셀 내에서 증발 

후 고체폐기물로 처리하거나 기존 핫셀의 액체폐기물 처리라인을 활용할 

예정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고체폐기물의 분류 및 발생량은 표 3-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추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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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MEF

Spent PWR Fuel

Disassembing

Cutting

Slitting

Decladding

Decladding

Oxidation

Reduction

Milling

Powder QC

DUPIC Powder

Precompaction

Granulation

Mixing

Compaction

Dewaxing

Sintering

Dry Grinding

Cleaning/Dry

Stack-length

Loading

Pellet QC

DUPIC Pellet

Endcap Welding

Rod QC

DUPIC Rod

Assembling

Plate Welding

Bundle QC

Cleaning

DUPIC Bundle

Saw Dust

Off-gas
- H3, I, Xe, Kr, C
- Cs, Ru etc

Samples

Samples

Recycling

Hardware
- Top Nozzle
- Guide Tube

Cladding Hulls

Off-gas
- H3, I, Xe, Kr, C

Samples

Grinding  Dust

Off-gas
- Cs, Ru, Te, Cd

Mini-element and
Capsule

Mini-element
Capsule
Pellets
Samples

Other Wastes
- Dirty Scrap
(Powder/Pellet)

- In-cell Filter
- Off-gas Filter
- Adsorbant(I2, H3)
- Failed Equipment/
Components/Tools

- Paper/patches etc
- Cleaning, Decon.,
Chemical Solution

 

그림 3-4-1. DUPIC 핵연료 제조시험관련 폐기물 발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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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중 발생 폐기물

폐기물 상태 폐기물 종류 비  고

기체 폐기물

 휘발성 핵종 (H3, Kr, I, C 등)

 반휘발성 핵종 (Ru, Cs 등)

 분말입자

정화후 

대기방출

고체 폐기물

 Scrap 폐기물

 Cladding Hulls, 조사캡슐 

 사용한 폐필터 및 흡수체

 구조물 폐기물(상하 end-plate, 격자, 안내봉 등)

 폐장비, 폐설비, 폐공구 등 

 기타 폐기물(오염된 종이 및 patches 등)

액체 폐기물
 시험용 소결체의 연마제, 장비의 제염액,

 화학 폐기물 등

표 3-4-2. 고체 폐기물 분류 및 추정 발생량

(200 kg-U 사용기준)

구 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세부 내용 총 추정발생량

IMEF

M6

핫셀 

가연/압축성

사용한 폐필터(in-cell filter,

off-gas filter), 흡수체,

오염된 종이 및 Patches 등

약 20∼30 drum

(50 liter드럼 기준)

Dirty Scrap

Powder Scrap, Pellet Scrap,

Cutting Dust, Grinding Dust,

Floor Dust 등  

약 5∼15 kg-U

Cladding

Hulls
Cladding Hulls(절단 피복관)  약 50 kg

장비 폐기물 폐장비, 폐설비, 폐공구 등 약 15∼25 ㎥

핵연료 물질
Powder, Pellets, DUPIC 연료봉  

및 다발

약 10 DUPIC 핵연료 

다발 

IMEF

Other

Hot 

Cell

Cladding

Hulls/캡슐

Mini-element 

Mini-element capsule
약 1∼2 kg

핵연료 물질
DUPIC pellet

Pellet 혹은 powder sample
약 1 kg-U

장비 폐기물 Capsule 조립용 폐장비 등 약 1∼2 ㎥

PIEF

9405

핫셀

Cladding

Hulls
Cladding Hulls(절단 피복관) 약 0.3 kg

핵연료 물질
DUPIC powder

DUPIC pellet
약 1 kg-U

장비 폐기물 폐장비, 폐설비, 폐공구 등 약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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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관리 기본개념

  DUPIC 핵연료 제조시험 중에는 기체, 액체 및 고체 폐기물이 발생하

며, 이러한 폐기물은 크게 핫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핫셀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핫셀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기존 IMEF 및 PIEF 시설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과 구분이 곤란하고 상대적으로 이런 시설에 비해 발생량이 적

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핫셀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설운 팀에서 

IMEF 혹은 PIEF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DUPIC 핵연료 제조시험과 관련하여 핫셀 내에서 발생하는 DUPIC 폐기물 

관리 기본개념은 그림 3-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고준위폐기물고준위폐기물
임시 저장용기에

수집/저장

고체폐기물 수송
용기에 적재

하나로 캐스크에 적재

RWTF  Monolith에
저장

RWTF  Monolith에
저장

중고준위폐기물중고준위폐기물

TRU

무게, 부피 및 핵물질량

측정

DUPIC Rod, Bundle
Mini-element

Cladding Hulls,
Capsule

Dirty Scrap, Off-gas Filter
In-cell Filter, Paper, Patches 

RD-15 캐스크에 적재

하나로 저장수조에
저장

하나로 저장수조에
저장

PIEF 저장수조에 저장PIEF 저장수조에 저장

DUPIC Rod, Bundle,
Mini-element

Powder, Pellet

임시 저장용기에
수집/저장

특수밀봉용기에 포장

1안

2안

특수밀봉용기에 포장

무게, 부피 및 핵물질량

측정

PIEF 저장수조에
저장

PIEF 저장수조에
저장

Off-gas Filter,Paper, 
Patches 

In-cell Filter

RD-15 캐스크에 적재

Cladding Hulls,
Dirty Scrap, Capsule

제염 RWTF 중저준위
폐기물저장고에 저장

RWTF 중저준위
폐기물저장고에 저장

콘크리트 수송/저장
용기에 적재

Failed Equipment,
Components,
Tools, 
Structures

IAEA 감독관 입회

기 타기 타
Assembly Structure, In-Cell Liquid Waste
Chemical Analysis Sample, Out-cell Waste

임시저장구역에
수집/저장

1안

2안

Powder, Pellet

PIEF, IMEF 및 화학분석실의
폐기물관리절차 적용

PIEF, IMEF 및 화학분석실의
폐기물관리절차 적용

그림 3-4-2. DUPIC 폐기물 관리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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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폐기물이 발생하면 앞에서 제시한 분류원칙에 따라 종류별로 분류

하여 핫셀 내의 지정장소에 보관하다가 식별번호가 부여된 별도의 용기

(컨테이너 혹은 vinyl bag)에 넣어 폐기물내의 핵물질량을 계량한 후 이

를 적합한 폐기물드럼 혹은 컨테이너에 넣은 후 수송용기에 적재하여 지

정된 소내 저장시설로 운반하여 저장한다. 

•PIEF pool 혹은 PIEF 핫셀에서 발생하는 DUPIC 폐기물은 PIEF 시설책

임자의 책임하에 PIEF의 폐기물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단, saw 

dust,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용 핵연료물질은 무게를 측정

하여 별도의 용기에 넣어 DUPIC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지정장소에 보

관한 후 DUPIC 폐기물의 관리절차에 따라 지정된 연구소내의 저장시

설로 운반하여 저장한다. 

•IMEF M6 핫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DUPIC 과제의 책임하에 DUPIC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IMEF M6 핫셀 내에서는 원칙적으

로 액체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되, 적은 양의 액체폐기물은 

M6 핫셀 내에서 건조시켜 고체폐기물로 처리한다. 단, 비정상상태에

서(예를 들면, 소결로 냉각계통 파손 등) 많은 양의 액체폐기물이 발

생된 경우에는 IMEF 시설책임자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IMEF pool 혹은 IMEF M6 핫셀 이외의 IMEF 핫셀에서 발생하는 DUPIC 

폐기물은 IMEF 시설책임자의 책임하에 IMEF의 폐기물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조직 및 구조시험, PIE 등으로 발생하는 DUPIC 폐기물도 

IMEF 시설책임자의 책임하에 IMEF의 폐기물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한

다. 단, fuel sample 및 잔여 펠렛 등의 핵물질은 무게를 측정하여 

별도의 용기에 넣어 DUPIC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핫셀 내의 지정장소

에 보관한 후 DUPIC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지정된 연구소내의 저장

시설로 운반하여 저장한다. 

•DUPIC 핵연료의 화학 성분분석을 위해 화학분석실로 운반된 시료는 

화학분석실의 폐기물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가. 기체 폐기물

DUPIC 핵연료 제조 공정중 발생하는 기체폐기물은 공정장비에 추가로 



- 89 -

설치된 off-gas treatment system를 거쳐 1차로 포집하고, 기존 핫셀 내

에 설치된 in-cell HEPA filter를 통해 2차 포집하며, 시설의 배기라인에 

설치된 HEPA filter + charcoal filter + HEPA filter를 통해 3차 포집한 

후 굴뚝을 통해 배출한다. 이에 따라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중 발생하는 

기체폐기물 자체는 별도의 추가 저장 및 처리를 하지 않는다. Off-gas 처

리시스템과 관련된 폐기물의 관리절차는 그림 3-4-3에 나타낸 바와 같다. 

Sintering Furnace

Gaseous Waste

OREOX Furnace

Storage in Storage Bin

Off-gas Treatment
System

Stack

Volatile (H3, I, Xe, Kr, C, Cs, Ru etc) 

Semi-volatile(Cs, Ru, Te, Cd)

Off-gas

In-cell Filter + 
Out-cell Filter(HEPA+

Charcoal+HEPA)

Cs/Ru Filter
HEPA Filter(10 cm x 10 cm x 5 cm)
Balston Filter(OD 35 mm x 70 mm)
Adsorbant(I2, H3)  

Clean
Air

Package into Vinyl Bag
for NDA

Measure Fissile 
Material Contents

by DSNC

Put Container into
Waste Drum

(50 liter SS drum)

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M6b Hot Cell 

Open Hot Cell Roof 
Door and Cask Door

Load Waste Drum into
Intervention Cask

Close Cask Door and 
Hot Cell Roof Door

Un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M6b Hot Cell 

Load Intervention 
Cask on Truck 

1 drum/cask

Store Waste Drum 
in Monolith Well 

at RWTF

Solid
Waste

Compaction(?)

Witness/
Permission(?)

Move Cask to 
RWTF Monolith

그림 3-4-3. Gaseous 폐기물 및 Off-gas Filter 폐기물의 관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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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액체 폐기물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은 핫셀 내에서 수행되는 건식공정이므로 원

칙적으로 핫셀 내에서 많은 양의 액체폐기물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

는 액체폐기물은 폐시편의 세척액, 장비 제염액 등이 예상되며, 이들은 

기존의 IMEF, PIEF또는 화학분석실의 취급절차에 따라 핫셀 내에서 증발

시켜 고체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액체 폐기물 저장을 위한 저장탱크에 수집

하여 저장한 후 이를 지하 이송배관을 통해 RWTF로 이송할 계획이다. 정

상상태에서 발생하는 적은 양의 폐기물은 핫셀내에서 수집하여 증발시킨 

후 고체폐기물로 처리한다. 그러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비정상상태에서 

많은 양의 액체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예를 들면, 소결로 냉각계통 파손 

등)에는 IMEF 시설담당자와 협의하여 핫셀 내에 기 설치된 액체폐기물관

리계통의 저장탱크에 수집하여 지하 이송배관을 통해 RWTF로 이송한다.   

다. 고체폐기물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중 핫셀내에서 발생하는 고체폐기물은 가연/

압축성 폐기물(papers, patches, 폐필터 등), cladding hulls 및 조사캡

슐, dirty scrap waste, 핵연료 물질, 폐장비로 분류하여 관리할 계획이

다. DUPIC 핵연료 제조시험과 관련된 이러한 폐기물은 IMEF M6 핫셀, 

IMEF Mech. 핫셀, PIEF 9405 핫셀 및 화학분석실에서 발생하며, 이들 폐

기물의 발생장소별 세부 관리절차는 후속 절에 자세히 기술한다. 

핫셀 외부에서 발생하는 방호복, 장갑, 덧신, 제염용지 등의 고체폐기

물은 기존시설 즉, PIEF, IMEF 및 화학분석실 등의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

할 예정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1) IMEF M6 핫셀에서 발생하는 고체폐기물

 (가) 핵연료물질

IMEF M6 핫셀에서 발생하는 핵연료물질 폐기물은 크게 공정진행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과 시험이 완전히 종료된 후 발생하는 폐기물로 크게 분

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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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정 중에 발생하는 핵연료물질 폐기물로는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된 

분말 및 펠렛, 핫셀 바닥 및 공정장비로부터 회수한 핵연료물질 등이 있

다. 이중 일부는 시험공정에 재 사용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핵연료물질

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특수용기에 넣어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핫셀 내의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재 사용할 수 없어 폐기물로 분류한 핵연료물질을 

본 보고서에서는 dirty scrap라고 부른다.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최종생산품인 DUPIC 핵연료봉 및 핵연료다발과 

잔여 핵연료물질인 분말 및 펠렛 등도 궁극적으로 모두 폐기물로 분류하

여 관리할 예정이다.이러한 핵연료물질 폐기물의 세부 관리절차는 후속 

절에 자세히 기술한다.

  

1) Dirty Scrap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중 발생하는 dirty scrap는 품질검사에서 불

합격된 분말 혹은 펠렛, grinding dust, 공정중 작업종사자의 실수로 엎

지러진 분말, 핫셀바닥에서 회수한 분말 및 펠렛 조각 등이 있으며, 이러

한 dirty scrap은 일단 2 종류로 구분하여 회수한다. 즉, 재사용이 가능

한 핵연료물질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용기

에 넣어 보관한다. 재사용이 가능한 핵연료물질은 필요시 재사용하고, 폐

기물로 분류된 dirty scrap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핫셀 내의 지정장소

에 보관한다.

DUPIC 시험이 종료된 후 분말 상태의 dirty scrap은 저장 안전성을 보

장하기 위해 소결체로 만들어 식별번호가 부여된 특수용기에 넣어 무게와 

핵물질량을 계량한 후 ① 50 liter S.S. drum에 넣어 solid waste 

cask(intervention cask)에 적재하여 RWTF monolith로 운반하여 저장하거

나 혹은 ② RD-15 padirac cask에 적재하여 PIEF 핫셀로 운반한 후 이곳

에서 다시 특수용기에 재 포장하여 PIEF 저장수조로 옮겨 보관한다. 

Dirty scrap의 연구소내 최종 저장장소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나 조

속한 시일 내에 관련시설 및 IAEA S/G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2가지 방

안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중 발생하는 dirty 

scrap의 관리절차는 그림 3-4-4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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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ty Scrap
(Option #1)

Process Equipment, 
Floor, Vacuum Cleaner,

Centerless Grinder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Powder/Pellet
Scrap

Grinder Dust

Dirty Scrap
(Option #2)

Process Equipment, 
Floor, Vacuum Cleaner,

Centerless Grinder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Package into Container
for NDA

Measure Fissile 
Material Contents

by DSNC

Put Container into
Basket

Powder/Pellet 
Scrap

Grinder Dust

Dock RD-15 Cask
on Rear Door 

at M6b Hot Cell 

Open Hot Cell Rear 
Door and Cask Door

Load Basket into
RD-15 Cask

Close Cask Door and 
Hot Cell Rear Door

Undock RD-15 
Cask from Rear Door 

at M6b Hot Cell 

Load RD-15 
Cask on Truck 

Cask Move 
to PIEF 9406 Store Dirty Scrap

in  PIEF Storage Pool

Package into Container
for NDA

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M6b Hot Cell 

Close Cask Door and 
Hot Cell Roof Door

Store Waste Drum 
in Monolith Well 

at RWTF

Measure Fissile 
Material Contents

by DSNC

Put Container into
Waste Drum

(50 liter SS drum)

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M6b Hot Cell 

Open Hot Cell Roof 
Door and Cask Door

Load Waste Drum into
Intervention Cask

Close Cask Door and 
Hot Cell Roof Door

Un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M6b Hot Cell 

Load Intervention 
Cask on Truck 

Cask Move 
to RWTF
Monolith

1 drum/cask

Store Waste Drum 
in Monolith Well 

at RWTF

Repackage in 
Special Container

Witness/
Permission(?)

Witness/
Permission(?)

Pelletization/
Sintering(?)

Pelletization/
Sintering(?)

그림 3-4-4. Dirty Scrap 폐기물 관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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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종료 후 잔여 분말 및 펠렛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이 종료된 시점에 DUPIC 핵연료봉 혹은 다발

로 가공되지 못한 펠렛 및 분말도 궁극적으로 폐기물로 간주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이중에서 분말 상태의 핵연료물질 폐기물은 저장 안전성을 보

장하기 위해 펠렛으로 가공한 후 소결공정을 거쳐 소결체로 전환하여 저

장할 예정이다. 시험종료 후 펠렛 상태의 모든 소결체는 식별번호가 부여

된 특수용기에 넣어 무게와 핵물질량을 측정한 후 RD-15 padirac cask에 

적재하여 PIEF 9406 핫셀로 운반한 후 이곳에서 재포장하여 PIEF 저장수

조로 옮겨 저장할 예정이다. 시험종류 후 잔여 분말 및 펠렛의 관리절차

는 그림 3-4-5에 나타낸 바와 같다.  

 

3) 시험종료 후 DUPIC 핵연료 Rod 및 Bundle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이 종료된 시점에 핵연료봉 혹은 다발 상태로 

가공된 모든 핵물질도 궁극적으로 폐기물로 간주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DUPIC 핵연료봉 혹은 다발은 식별번호가 부여된 특수용기에 넣어 무게와 

핵물질량을 측정한 후 핫셀간의 이송을 통해 IMEF M6 핫셀로부터 IMEF M1 

핫셀로 운반한 후 이곳에서 다시 IMEF 저장수조로 옮긴 후 hanaro cask에 

적재하여 PIEF 저장수조로 운반하여 저장할 예정이다. 시험종료 후 DUPIC 

핵연료봉 혹은 다발의 관리절차는 그림 3-4-6에 나타낸 바와 같다.    

(나) Cladding Hulls

     IMEF M6 핫셀에 수납된 길이 25 cm 절단 핵연료봉의 탈피복은 

slitting machine을 통과시켜 피복관을 쪼갠 후 이를 OREOX furnace에서 

산화시키는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피복관으로부터 핵연료물질을 제거한다. 

이렇게 핵연료물질이 제거된 피복관은 지정된 용기에 넣어 보관하다가 일

정량이 수집되면 각각에 식별번호가 부여된 특수용기에 넣어 무게와 잔류 

핵물질량을 측정한 후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핫셀내의 지정장소에 보관한

다.

시험이 종료된 후 피복관이 적재된 특수용기는 ① 50 liter S.S. drum

에 넣은 후 solid waste cask에 적재하여 RWTF monolith로 운반하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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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혹은 ② 피복관이 적재된 특수용기를 RD-15 padirac cask에 적재

하여 PIEF 9406 핫셀로 옮긴 후 그곳에서 재포장하여 PIEF 저장수조로 옮

겨 저장한다. Cladding hulls의 연구소내 최종 저장장소는 아직까지 결정

되지 않았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시설 및 IAEA S/G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2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DUPIC 제조시험중 발생하는 

cladding hull의 관리절차는 그림 3-4-7에 나타낸 바와 같다.

Powder/ Pellet

Process Equipment, 
Storage Area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Powder/
Pellet

Put Container into
Basket

Dock RD-15 Cask
on Rear Door 

at M6b Hot Cell 

Open Hot Cell Rear 
Door and Cask Door

Load Basket into
RD-15 Cask

Close Cask Door and 
Hot Cell Rear Door

Undock RD-15 
Cask from Rear Door 

at M6b Hot Cell 

Load RD-15 
Cask on Truck 

Pelletization and
Sintering

Measure Fissile 
Material Contents

by DSNC
Witness/

Permission(?)

Package into Container
for NDA

Powder/
Green Pellet

Sintered
Pellet

Cask Move 
to PIEF 9406

Dock RD-15 Cask
on Rear Door 

at M6b Hot Cell 

Open Hot Cell Rear 
Door and Cask Door

Unload Basket from
RD-15 Cask

Move Container
to PIEF Pool

Store Pellet
in  PIEF Storage Pool

Close Cask Door and 
Hot Cell Rear Door

그림 3-4-5. 시험종료 후 Powder 및 Pellet 폐기물 관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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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Rod/ Bundle

Process Equipment, 
Storage Area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Fuel Rod/
Bundle

Put Container into
for NDA

Load Container 
into Transfer Cart

Load Container into
Hanaro Cask

Measure Weight and 
Fissile Contents

by DSNC
Witness/

Permission(?)

Store Container
in  PIEF Storage Pool

Move Container
to M1 Cell 

M6-M5-M4-
M3-M2-M1

Load Container 
into Elevator

Move Container
to IMEF Pool 

Move Cask
to PIEF Pool 

Store Container
in  Hanaro Storage Pool

Option #1 Option #2

Move Cask
to Hanaro Pool 

Unload Container
at  Hanaro Pool

Unload Container
at  PIEF Pool

 

그림 3-4-6. 시험종료 후 Fuel Rod 및 Bundle 폐기물 관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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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dding Hulls
(Option #1)

Decladding Process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Cladding Hulls
Package into Container

for NDA

Measure Weight and 
Fissile Contents

Put Container into
Waste Drum

(50 liter SS drum)

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M6b Hot Cell 

Open Hot Cell Roof 
Door and Cask Door

Load Waste Drum into
Intervention Cask

Close Cask Door and 
Hot Cell Roof Door

Un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M6b Hot Cell 

Load Intervention 
Cask on Truck 

Cask Move 
to RWTF
Monolith

1 drum/cask

Store Waste Drum 
in Monolith Well 

at RWTF

Cladding Hulls
(Option #2)

Decladding Process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Cladding Hulls
Package into Container

for NDA

Measure Weight and 
Fissile Contents

Put Container into
Basket

Dock RD-15 Cask
on Rear Door 

at M6b Hot Cell 

Open Hot Cell Rear 
Door and Cask Door

Load Basket into
RD-15 Cask

Close Cask Door and 
Hot Cell Rear Door

Undock RD-15 
Cask from Rear Door 

at M6b Hot Cell 

Load Intervention 
Cask on Truck 

Cask Move 
to PIEF 9406 Store Cladding Hulls

in PIEF Storage Pool 

Decontamination and
Compaction(?) 

Decontamination and
Compaction(?) 

Repackage in 
Special Container

S/G
Permission

S/G
Permission

그림 3-4-7. Cladding Hulls Waste 관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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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cell Filter

     IMEF M6 핫셀에는 사각형의 pre-filter와 원통형의 HEPA filter가 

설치되어 있다. IMEF M6 핫셀에 설치된 이들 filter의 제원 및 수량은 표 

4-1과 같으며, 이들은 DUPIC 제조시험중 약 1∼2 회의 교체가 예상된다. 

IMEF 핫셀에서 발생하는 in-cell filter 폐기물은 vinyl bag에 넣은 후 

오염정도에 따라 ①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그림 3-4-8(1 안)에 나타낸 바

와 같이 50 liter S.S. drum에 넣어 solid waste cask에 적재하거나 혹은 

②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림 3-4-8(2 안)에 나타낸 바와 같은 

폐장비 폐기물의 관리절차와 동일하게 concrete shell 혹은 lead shell에 

적재하여 RWTF monolith로 운반하여 저장한다(오염정도에 따라 향후 

concrete shell 혹은 lead shell을 배제하고 200 liter 드럼에 넣어 이송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표 3-4-3. M6 핫셀에 설치된 In-cell Filter 현황

구  분 규 격(mm) 수 량(개) 비   고

Pre-filter

(Spark Arrester)

320 x 268 x 50

320 x 545 x 50

6

8

HEPA filter ψ245 x 380 24

  

(라) Off-gas Filter 및 분진흡수장치 Filter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에는 고온 산화․환원 및 소결 공정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OREOX furnace와 sintering furnace로부터의 휘발성가스 

및 준휘발성가스를 정화하기 위하여 off-gas filter가 설치된 off-gas 

treatment system을 갖추고 있다. 또한 IMEF M6 핫셀에는 펠렛의 건식 연

마작업 중에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와 핫셀 바닥에 흩어진 

분진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에도 filter가 설치되어 있다. IMEF M6 핫셀에 

설치된 이들 filter의 제원 및 수량은 표 3-4-4와 같으며, 이러한 filter

는 공정장비의 사용빈도에 따라 다르나, DUPIC 제조시험중 약 5∼10 회의 

교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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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ll Filter
(Option #1)

In-cell Filtering 
System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Filter

Put Container into
Waste Drum

(50 liter SS drum)

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M6b Hot Cell 

Open Hot Cell Roof 
Door and Cask Door

Load Waste Drum into
Intervention Cask

Close Cask Door and 
Hot Cell Roof Door

Un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M6b Hot Cell 

Load Intervention 
Cask on Truck 

Store Waste Drum 
in Monolith Well 

at RWTF

Compaction(?)

Cask Move 
to RWTF

Package In-cell Filter
Into Vinyl Bag

In-Cell Filter
(Option #2)

In-cell Filtering 
System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Filter

Move Filter to 
Isolation Room

Open Isolation
Roof Door 

Move Filter 
to Concrete/Lead 

Shell

Load Filter Waste 
Into Concrete/Lead

Shell

Close Concrete/Lead
Shell Lid

Load Concrete/Lead
Shell on Truck

Store Concrete/Lead
Shell at RWTF

Move Cask
to RWTF

Package In-cell Filter
Into Vinyl Bag

Unload Concrete/Lead
Shell at RWTF

그림 3-4-8. In-cell Filter Waste 관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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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filter는 다량의 핵물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출된 

filter는 식별번호를 부여한 vinyl bag에 넣은 후 무게와 핵물질량을 측

정한 후 핫셀 내의 지정장소에 보관하다가 일정량이 수집되면 50 liter 

S.S. drum에 넣어 solid waste cask에 적재하여 RWTF monolith로 운반하

여 저장한다. Off-gas 및 dust collection filter 폐기물 관리절차는 그

림 3-4-9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3-4-4. M6 핫셀에 설치된 off-gas 및 분진흡수장치 filter 현황

구  분 규 격 수 량(개) 비  고

off-gas 

filter

90 x 90 x 90

∮80 x 170

6

5

산화환원로, 고온소결로

산화환원로

분진흡수장치 

filter

∮58.7 x 103

95.5 x 49.3 x 99.5

305 x 305 x 292

1

1

2

분진흡수장치

분진흡수장치

CO2 Blaster

Off-gas Filter &
Dust Collection Filter

Off-gas Treatment 
& Dust Collection 

System

Collect and Package
into Vinyl BagS/G

Permission(?)

Put Container into
Waste Drum

(50 liter SS drum)

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M6b Hot Cell 

Open Hot Cell Roof 
Door and Cask Door

Load Waste Drum into
Intervention Cask

Close Cask Door and 
Hot Cell Roof Door

Un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M6b Hot Cell 

Load Intervention 
Cask on Truck 

1 drum/cask

Store Waste Drum 
in Monolith Well 

at RWTF

Compaction(?)

Cask Move 
to RWTF

Measure Weight
& Fissile Contents

그림 3-4-9. Off-gas/Dust Collection Filter Waste 관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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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Miscellaneous Waste(Papers, Patches 등)

     DUPIC 제조공정중 발생하는 miscellaneous waste에는 papers, 

patches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폐기물이 발생하면 일단 지정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vinyl bag에 넣어 무게와 핵물질량을 측정한 후 50 liter S.S. 

drum에 넣어(필요시 압축) solid waste cask에 적재하여 RWTF의 monolith

로 운반하여 저장한다. Miscellaneous waste의 관리절차는 그림 3-4-10에 

나타낸 바와 같다.

Miscellaneous Waste
(Paper, Patches etc)  

Miscellaneous Waste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Paper, Patches

Put Container into
Waste Drum

(50 liter SS drum)

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M6b Hot Cell 

Open Hot Cell Roof 
Door and Cask Door

Load Waste Drum into
Intervention Cask

Close Cask Door and 
Hot Cell Roof Door

Un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M6b Hot Cell 

Load Intervention 
Cask on Truck 

1 drum/cask

Store Waste Drum 
in Monolith Well 

at RWTF

Package into
Vinyl Bag(?)

Cask Move 
to RWTF

Measure Weight and 
Fissile Contents

그림 3-4-10. Miscellaneous Waste 관리절차도.

(바) Failed Equipment, Components, Tools

     DUPIC 제조공정중 발생하는 failed equipment, components, tools 

등은 일단 장비가 설치된 장소 혹은 M6a 또는 M6b 핫셀의 지정장소에서 

M/S manipulator를 이용하여 수리한 후 재 사용한다. 이곳에서 수리가 불

가능한 장비는 M6a 또는 M6b 핫셀의 지정장소(decon. chamber)로 옮겨 제

염한 후 M6a 핫셀의 지붕에 위치한 isolation room으로 운반하여 glov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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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을 사용하여 수리한 후 재 사용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수리가 불가

능한 장비는 isolation room의 지정장소에 보관하다가 concrete shell 혹

은 lead shell에 넣은 후 봉하여 RWTF의 ILW/LLW 보관장소로 운반하여 

저장한다. Failed equipment, components, tools 등의 관리절차는 그림 

3-4-11에 나타낸 바와 같다.

Failed Equipment/
Components/

Tools/Structures

Failed Equipment/
Components/

Tools/Structures

Collect and Store 
at Reserved Area
in M6 Hot Cell

Move to 
Decon. Area

Decontamination 
by CO2 Blaster 

Load Concrete Shell 
(O.D/I.D 1,360/

615 mm x 1,620/740)
on Truck 

Concrete Shell Move
to RWTFStore Concrete Shell 

at ILW Solid Waste 
Storage Area in RWTF

Move to  Isolation 
Room

Collect and Store 
at Reserved Area
in Isolation Room

Open Roof Door 
under Isolation 

Room

Open Roof Door 
of Isolation Room

Move to  
Concrete(Lead)

Shell

Activity Survey
Repair and Return 

to M6 Cell 
or Classify as Waste

* Lead Shell: 1m x 1m x 1 m

그림 3-4-11. Failed Equipment, Components, Tools Waste 관리절차도.

(2) PIEF 수조 및 핫셀에서 발생하는 DUPIC 폐기물

 (가) 핵연료 구조물 폐기물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은 PIEF 저장수조에 저장중인 G23 사용후핵

연료 집합체의 일부 핵연료봉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현 계획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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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까지 최대 사용량은 200 kg-U이므로 이는 약 1/2 집합체에 불과하

다. 따라서 DUPIC 제조시험중 발생하는 cladding hull을 제외한 핵연료 

구조물 폐기물은 DUPIC 과제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PIEF 시

설운 자의 책임하에 PIEF 시설의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나) Saw Dust

    DUPIC 제조시험을 위해 PIEF 저장수조에서 인출된 핵연료 봉은 용

이한 운반과 취급을 위해 PIEF 9405 핫셀로 옮겨 이곳에서 약 25 cm의 길

이로 절단한다. 절단작업은 원형의 diamond wheel를 이용하여 피복관과 

펠렛 모두를 동시에 절단하며, diamond wheel의 냉각과 절단작업중 분진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수를 사용하며, 냉각수는 demi. water를 사

용하고 있다. 

절단작업중 절단면당 연료봉 약 1.2 mm에 해당하는 saw dust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saw dust의 일부는 손실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

머지는 냉각수통에 포집된다. 냉각수통에 포집된 saw dust는 핫셀 내에서 

증발시킨 후 핵물질관리를 위해 식별번호가 부여된 용기에 넣어 DUPIC 시

험이 종료될 때까지 PIEF 9405 핫셀 내에 보관한다. DUPIC 시험이 종료된 

후 포집된 saw dust는 무게를 계량하여 핵물질량을 분석한 다음 50 liter 

S.S. drum에 넣어 RWTF monolith로 운반하여 저장하거나 혹은 특수용기에 

넣어 PIEF 저장수조에 저장한다. Saw dust 폐기물 관리절차는 그림 

3-4-12에 나타낸 바와 같다.

Saw  Dust

Sawing M achine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Demi. W ater)

Package into Container
for NDA

M easure Fissile 
M aterial Contents

Load in W aste Drum
or Special Container

Saw Dust

Store D irty Scrap
in  RWTF M onolith

Store D irty Scrap
in  PIEF Storage Pool

Option #1

Option #2

M ethod(?)

그림 3-4-12. Saw Dust 폐기물 관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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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연료물질

    PIEF 9405 핫셀에서는 본격적인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에 앞서 약 

1 kg-U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DUPIC 핵연료 분말과 소결체에 대한 

특성시험을 수행한다. 이 핫셀에서 발생하는 핵연료물질 폐기물은 크게 

공정진행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과 시험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시험공정 진행중에 발생하는 핵연료물질 폐기물로는 품질검사에서 불합

격된 분말 및 펠렛, 핫셀바닥 및 공정장비로부터 회수한 핵연료물질 등이 

있다. 회수된 핵연료물질은 시험공정에 재사용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핵연료물질 폐기물은 용기에 넣어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이 종료될 때까

지 핫셀 내의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시험이 종료된 후 최종생산품인 DUPIC 소결체, 잔여 분말 등도 궁극적

으로 모두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분말 상태의 잔여 

핵연료물질은 저장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펠렛으로 제조한 후 소결체로 

만들어 저장할 예정이다. 이러한 핵연료물질 폐기물의 세부관리 절차는 

후속 절에 자세히 기술한다.

   

1) Dirty Scrap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중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하는 dirty 

scrap은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된 분말 혹은 펠렛, 시험중 작업종사자의 실

수로 엎지러진 분말, 핫셀바닥에서 회수한 분말 및 펠렛 조각 등이 있으

며, 이러한 dirty scrap은 일단 2 종류로 구분하여 회수한다. 즉, 재사용

이 가능한 핵연료물질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핵연료물질 폐기물로 구분하

여 보관한다. 재사용이 가능한 핵연료물질은 필요시 재사용하고 폐기물로 

분류된 dirty scrap(재사용이 불가능한 핵연료물질 폐기물)은 시험이 종

료될 때까지 핫셀 내의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DUPIC 시험이 종료된 후 분말 상태의 dirty scrap은 저장 안전성을 보

장하기 위해 소결체로 만들어 식별번호가 부여된 특수용기에 넣어 무게를 

측정하여 핵물질량을 분석한 후 ① 50 liter S.S. drum에 넣어 solid 

waste cask에 적재하여 RWTF monolith로 운반하여 저장하거나 혹은 ②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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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기에 재 포장하여 PIEF 저장수조로 옮겨 보관한다. Dirty scrap의 연

구소내 최종 저장장소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나 관련시설 및 IAEA 

S/G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앞에서 언급한 2 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중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하는 

dirty scrap의 관리절차는 그림 3-4-13에 나타낸 바와 같다.    

Dirty Scrap
(Option #1)

Process Equipment, 
Floor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Powder/Pellet
Scrap

Dirty Scrap
(Option #2)

Process Equipment, 
Floor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Package into Container

Measure Weight Move Container
to PIEF Pool

Powder/Pellet 
Scrap

Store Dirty Scrap
in  PIEF Storage Pool

Package into Container

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M6b Hot Cell 

Close Cask Door and 
Hot Cell Roof Door

Measure Weight
Put Container into

Waste Drum
(50 liter SS drum)

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9407 Hot Cell 

Open Hot Cell Roof 
Door and Cask Door

Load Waste Drum into
Intervention Cask

Close Cask Door and 
Hot Cell Roof Door

Un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9407 Hot Cell 

Load Intervention 
Cask on Truck 

1 drum/cask

Cask Move 
to RWTF
Monolith

Witness/
Permission(?)

Witness/
Permission(?)

Pelletization/
Sintering(?)

Pelletization/
Sintering(?)

Store Waste Drum 
in Monolith Well 

at RWTF

그림 3-4-13. 분말/소결특성시험 Dirty Scrap 폐기물 관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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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종류 후 잔여 분말 및 펠렛

   PIEF 9405 핫셀에서의 DUPIC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 종료

된 후 잔여 핵연료물질인 분말및 펠렛도 궁극적으로 폐기물로 간주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이중에서 분말 상태의 폐기물은 저장 안전성을 보장하

기 위해 펠렛으로 가공한 후 소결공정을 거쳐 소결체로 전환하여 저장할 

예정이다. 

시험이 종료된 후 펠렛 상태의 모든 소결체는 식별번호가 부여된 특수

용기에 넣어 무게를 측정하여 핵물질량을 분석한 후 PIEF 저장수조로 옮

겨 저장할 예정이다. 시험종류 후 잔여 분말 및 펠렛의 관리절차는 그림 

3-4-14에 나타낸 바와 같다.    

Powder/ Pellet

Process Equipment, 
Storage Area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Powder/
Pellet

Move Container
to PIEF Pool 

Pelletization and
Sintering

Measure Weight

Witness/
Permission(?)

Package into Container

Powder/
Green Pellet

Sintered
Pellet

Store Pellet
in  PIEF Storage Pool

그림 3-4-14. 분말/소결특성시험 Powder/Pellet 폐기물 관리절차도. 

(라) Cladding Hulls

    DUPIC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을 위해 PIEF 9405 핫셀에서 

길이 15 cm로 절단된 핵연료봉의 탈피복은 slitting machine을 통과시켜 

피복관을 쪼갠 후 이를 OREOX furnace에서 산화시키는 공정을 수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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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피복관으로부터 핵연료물질을 제거한다. 이렇게 핵연료물질이 제거된 

피복관은 지정된 용기에 보관하다가 일정량이 수집되면 각각에 식별번호

가 부여된 특수용기에 넣어 무게를 측정하여 핵물질량을 분석한 후 시험

이 종료될 때까지 핫셀 내의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시험이 종료된 후 피복관이 적재된 특수용기는 ① 50 liter S.S. drum

에 넣은 후 solid waste cask에 적재하여 RWTF monolith로 운반하여 저장

하거나 혹은 ② 피복관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재 포장하여 PIEF 저장수조

로 옮겨 저장한다. Cladding hulls의 연구소내 최종 저장장소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나 관련시설 및 IAEA S/G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2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DUPIC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 

중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하는 cladding hull의 관리절차는 그림 

3-4-15에 나타낸 바와 같다.

(마) In-cell Filter 및 Off-gas Filter 

    PIEF 9405 핫셀에는 사각형의 pre-filter와 원통형의 HEPA filter

로 구성된 설치된 in-cell filter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셀에는 

OREOX furnace와 sintering furnace로부터의 휘발성가스 및 준휘발성가스

를 정화하기 위하여 off-gas treatment system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시

스템에는 off-gas filter가 설치되어  있다. PIEF 9405 핫셀에 설치된 이

러한 filter의 제원 및 수량은 표 3-4-5와 같다. 

표 3-4-5. PIEF 9405 핫셀에 설치된 In-cell 및 Off-gas Filter 현황

구   분 규  격(mm) 수 량(개) 비  고

In-cell

Filter

Pre-filter
(Spark Arrester) 320 x 268 x 50 4

HEPA filter ψ245 x 380 4

Off-gas

Filter

HEPA filter 120 x 90 x 90 2

Fly ash filter ψ50 x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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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하는 in-cell filter 및 off-gas filter 폐기

물은 vinyl bag에 넣은 후 50 liter S.S.drum에 넣어 solid waste cask에 

적재하여 RWTF monolith로 운반하여 저장한다. In-cell filter 및 off- 

gas filter 폐기물의 관리절차는 그림 3-4-8에 나타낸 바와 동일하다.

Cladding Hulls
(Option #1)

Decladding Process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Cladding Hulls
Package into Container

Measure Weight
Put Container into

Waste Drum
(50 liter SS drum)

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9407 Hot Cell 

Open Hot Cell Roof 
Door and Cask Door

Load Waste Drum into
Intervention Cask

Close Cask Door and 
Hot Cell Roof Door

Undock Intervention 
Cask on Roof Door 

at 9407 Hot Cell 

Load Intervention 
Cask on Truck 

1 drum/cask

Cask Move 
to RWTF
Monolith

Cladding Hulls
(Option #2)

Decladding Process Collect and Store 
in Storage Bin

Cladding Hulls
Package into Container

Measure Weight Move Container
to PIEF Pool

Store Cladding Hulls
in PIEF Storage Pool 

Decontamination and
Compaction(?) 

Decontamination and
Compaction(?) 

S/G
Permission

S/G
Permission

Store Waste Drum 
in Monolith Well 

at RWTF

그림 3-4-15. 분말/소결특성시험 종료 후 Cladding Hulls 관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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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Miscellaneous Waste(Papers, Patches 등)

    DUPIC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 중 PIEF 9405 핫셀에서 발

생하는 miscellaneous waste에는 papers, patches 등이 있다. 이러한 폐

기물이 발생하면 일단 지정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vinyl bag에 넣은 후 50 

liter S.S. drum에 넣어 solid waste cask에 적재하여 RWTF의 monolith로 

운반하여 저장한다.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하는 Miscellaneous waste의 

관리절차는 그림 3-4-9에 나타낸 바와 동일하다(이때에는 9407 핫셀의 

roof door를 열고 폐기물드럼을 수송용기에 적재).

(사) Failed Equipment, components, Tools

    DUPIC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 중 PIEF 9405 핫셀에서 발

생하는 failed equipment, components, tools 등은 일단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M/S manipulator를 이용하여 수리를 하여 재 사용한다.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는 핫셀의 지정장소에서 보관하다가 핫셀 내에서 제염 후 

concrete shell 혹은 lead shell에 넣은 후 봉하여 RWTF의 ILW/LLW 보

관장소로 운반하여 저장한다. 

DUPIC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 중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하

는 failed equipment, components, tools 등의 관리절차는 그림 4-10에 

나타낸 바와 동일하다((이때에는 9405 핫셀의 roof door를 열고 폐장비를 

납차폐용기에 적재).

(3) IMEF Mech. 핫셀에서 발생하는 DUPIC 폐기물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중 IMEF M6 핫셀을 제외한 다른 핫셀(M1, M2, 

M3, M4, M5, M7) 및 EPMA room에서는 DUPIC 핵연료 분말, 소결체 및 구조

재의 조사전후 조직 및 구조시험이 수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 핫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외에 조사캡슐, 조사연료봉 및 시료 등의 

DUPIC 폐기물도 발생한다. 이러한 핫셀에서 발생하는 DUPIC 폐기물의 관

리절차는 후속 절에 자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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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핵연료 물질

 1) DUPIC Fuel Pellet

    IMEF mech. cell에서는 DUPIC 핵연료 소결체의 조사후시험을 위해 

hanaro에서 조사된 DUPIC mini-element capsule을 수납한다. 이 조사캡슐

에는 보통 15 개의 DUPIC 펠렛(하나의 조사캡슐은 3 개의 mini-element을 

포함하고, 각각의 mini-element에는 5 개의 펠렛을 장입한다. 펠렛의 무

게는 약 20 g이다.)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에서 구조 및 조직시험을 위해 

채취한 sample(보통 1∼2 g)을 제외하고 나머지 핵연료 물질을 이곳에 보

관하게 된다. 이러한 핵연료물질은 무게를 계량하여 핵물질량을 분석한 

후 식별번호가 부여된 용기에 넣어 DUPIC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한

다. DUPIC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보관장소또는 이러한 핵물질을 IMEF M6 

핫셀로 옮긴 후 이를 다시 PIEF 혹은 하나로 수조로 운반하여 보관할 예

정이다. 

IMEF mech. cell에서 발생하는 DUPIC 펠렛 폐기물의 관리절차는 IMEF 

M6 핫셀에서의 잔여 펠렛 폐기물 관리절차와 동일하다. 

2) DUPIC Fuel Sample 

   IMEF mech. cell에서는 DUPIC 핵연료 분말, 소결체 및 구조재의 구

조 및 조직시험을 위해 여러 가지 sample 수납한다. 이러한 sample은 구

조 및 조직시험이 종료 후 식별번호가 부착된 용기에 넣어 핫셀 내의 지

정장소에 보관한 후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이 종료된 다음에는 IMEF의 

sample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나) 조사캡슐 및 피복관

    DUPIC 핵연료의 조사후시험을 위해 하나로에서 조사된 DUPIC mini- 

element capsule을 수납하여 시편을 채취하기 위해 element capsule 혹은 

element를 해체 및 절단할 때 조사캡슐 및 피복관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

러한 폐기물은 무게를 계량하여 핵물질량을 분석한 후 식별번호가 부여된 

용기에 넣어 DUPIC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한 후 IMEF의 조사캡슐 및 

피복관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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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분석실에서 발생하는 DUPIC 폐기물

  DUPIC 핵연료 분말, 소결체 등의 화학 성분분석을 위해 화학분석실로 

보내진 sample은 화학 성분분석이 종료 후 식별번호가 부착된 용기에 넣

어 화학분석실 내의 지정장소에 보관하다가 DUPIC 시험이 종료된 후 화학

분석실의 sample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제 5 절 DUPIC 핵물질 수송장치 분석 및 운

1. DUPIC 핵물질의 RD-10 수송용기 적용성분석

가. 사용후핵연료 시편 운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

   RD-10 padirac 수송용기는 조사후시험시설과 조사재시험시설에 있는 

핫셀의 후면에 수평으로 접속할 수 있는 수송용기로서, 관리구역 내

(on-site)에서는 A type으로 관리구역 외(off-site)에서는 열 절연 및 충

격완충의 기능을 가진 재포장 용기를 사용할 경우 B type으로 사용이 가

능하다. 조사후시험시설 건설 당시인 1987년에 도입된 RD-10 수송용기는 

초기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B(U)형 운반 용기로 인허가가 났으며, 관리 구

역외 소외 운반을 목적으로 한 사용 만료 기간은 1989년 1월 31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용도 면에서 관리 구역 내 운반 즉 법규상의 용어로 사업소

내 운반에 해당되는 DUPIC 핵물질 운반은 사용상에 문제는 없으나, 원래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운반할 목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PWR 사용후핵연

료의 시편 운반을 위한 설계 기준 변경에 따른 차폐 및 열적 건전성을 평

가하 다. DUPIC 연구과제에서 RD-10 수송용기의 운반 대상은 조사재시험

시설에서 개발된 DUPIC 핵연료 시료를 화학분석용으로 조사후시험시설과 

화학분석시설로 운반하기 위해 검토되었다. 

화학분석용 운반목적일 때 실제 수송량은 DUPIC 핵물질 1∼2 g 정도가 

운반되지만, RD-10 수송용기가 갖고 있는 납 차폐의 용량을 고려하여, 사

용후 PWR 핵연료의 최대 운반 용량을 고려하여, RD-10 수송용기 설계기준 



- 111 -

핵연료는 최대 운반 가능한 연소도 50,000 MWD/MTU, 농축도 5 %, 냉각기

간 3 년을 갖는 PWR 핵연료로 설정하 다. 내용물의 방사능량은 112 Ci로 

설정하 고 이와 같은 조건에서 수송용기의 방사선차폐 및 열적 건전성을 

평가하 다.

(1) RD-10 수송용기의 개요 

    RD-10 수송용기는 조사후시험시설과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에 수평

으로 접속할 수 있는 소규모 차폐용기이며, 조사후시험시설 및 조사재시

험시설의 핫셀 후면에는 수송용기를 접속할 수 있는 Padirac 접속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3-5-1은 RD-10 수송용기 및 조사후시험시설의 핫셀

의 후면에 부착된 수송용기 접속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수송용기의 감마

선 차폐체는 서류상으로 100 mm 두께의 납차폐체로 되어 있으나 1/2 축소

비를 가진 도면을 검토한 결과 실제 납 두께는 85 mm, 이며, 총 중량은 

1,380 kg, 용기본체의 길이는 745 mm, 최대 직경은 650 mm(용기 본체 직

령 550 mm)에 이른다. 용기 본체는 주조강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내부 

shell과 외부 shell 사이의 공간은 납으로 채워져 차폐체 역할을 한다. 

외부 shell의 무게중심 부위에 lifting yoke를 체결하기 위한 체결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바스켓은 콘테이너가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도어 개폐를 위해 위해 단순 회

전운동으로 cell wall ring에 콘테이너가 체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콘테

이너는 직경 250 mm, 길이 400 mm를 갖는다. 

 본 연구과제 전 단계에서 RD-15 수송용기는 그 용도 상 사용후 PWR 핵

연료를 조사후시험시설에서 조사재시험시설로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

토되었다. 현재 DUPIC에 적용되고 padirac 계통에 접속되는 수송용기는 

RD-10과 RD-15이다. 이에 대한 외형상의 비교 검토를 해보면, RD-10과 

RD-15 수송용기는 우선 납 두께의 차이와 이에 따른 외형 크기가 차이가 

있으며 이들 수송용기의 주요 제원을 비교하면 표 3-5-1과 같다. 이 들의 

공통점은 핫셀 벽에 접속되는 내부 용기의 크기는 동일하다. 따라서 핫셀 

벽에 접속시키는 RD-10과 RD-15의 수송용기의 운전 절차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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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 The Comparison of RD-10 and RD-15 Casks

구 분 RD-10 RD-15

중 량

(kg)

전체중량 1380 2580

sliding door 220 350

table shield 110 170

크 기

(mm)

직경 650 750

길이 745 853

    

     (a) RD-10 수송용기             (b) Padirac adaptor

Figure 3-5-1. RD-10 Cask and Padirac Ada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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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차폐해석 평가

    경수로핵연료의 중수로 연계 사용연구를 위해서는 아주 높은 방사

능을 띄는 절단된 사용후핵연료를 시설간 혹은 시설내부에서 운반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후핵연료에는 많은 양의 방사선이 방출되는데 이를 안전

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사선차폐체를 가진 수송용기를 사용하

여야 한다. 이 수송용기는 적절한 방사능차폐능과 아울러 시설에의 적용

성 및 취급무게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소의 

핫셀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운반을 위한 RD-10 수송용기를 이용하여 

핵연료를 수송할 때에 대한 방사선차폐해석 평가를 수행하 다.

  RD-10 수송용기의 설계기준인 운반대상 핵연료는 연소도 50,000 

MWD/MTU, 농축도 5 %, 냉각기간 3 년을 갖는 PWR 핵연료로 설정하 다. 

내용물의 방사능량은 112 Ci로 설정하 고 이 값은 A2 값을 초과하므로, 

RD-10 수송용기는 B형 운반물로 분류된다.

(가) 방사선원항(source term)

     RD-15 수송용기 설계기준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및 이력은 표 

3-5-2과 같다. 사용후핵연료에서의 감마선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

  •핵연료집합체의 구조물과 핵연료피복관 그리고 경원소가 중성자를 

흡수하고 방사화되어 방출되는 감마선

  •액티나이드 계열의 중금속과 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

이중 핵분열성 생성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이 전체의 90 % 이상으로 

지배적이다. 표 3-5-3는 3 년 냉각기간을 가진 핵연료집합체에서 나오는 

총 감마선원을 18그룹 각 에너지 구간별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Table 3-5-2. Design Criteria of RD-10 Cask

연료형태
초기농축도

w/o

방출연소도

GWD/MTU

냉각기간

years

중성자속

neutrons/s

감마선원

photons/s

최대질량

g(Ci)

PWR

17x17
5 50 3 7.763E4 2.7744E12 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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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폐해석모델

     방사선 차폐해석은 해석대상물과 동일한 구조물을 모델로 하여 수

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 해석코드 내에서 복잡한 형태의 

해석대상물을 수치적으로 모델링하거나 기하학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단순화된 모델을 써서 해석을 수행하여 오히려 그 해

석결과에 대해 보수성를 더함으로써 안전성이 있는 해석결과를 효율적으

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차폐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방사선

적 보수성을 고려하여 실제대상물과 거의 근접한 구조의 모델을 해석대상

으로 한다. 방사선 차폐해석은 QAD-CG 코드를 사용하여 각 동위원소를 대

상으로 수행하 다.

Table 3-5.3. Energy Spectrum of Gamma-ray for Source Term

감마선 에너지(MeV) 감마선원(Photons/s)

1.0000E-02 ∼ 5.0000E-02

5.0000E-02 ∼ 1.0000E-01

1.0000E-01 ∼ 2.0000E-01

2.0000e-01 ∼ 3.0000e-01

3.0000e-01 ∼ 4.0000E-01

4.0000E-01 ∼ 6.0000E-01

6.0000E-01 ∼ 8.0000E-01

8.0000E-01 ∼ 1.0000E+00

1.0000E+00 ∼ 1.3300E+00

1.3300E+00 ∼ 1.6600E+00

1.6600E+00 ∼ 2.0000E+00

2.0000E+00 ∼ 2.5000E+00

2.5000E+00 ∼ 3.0000E+00

3.0000E+00 ∼ 4.0000E+00

4.0000E+00 ∼ 5.0000E+00

5.0000E+00 ∼ 6.5000E+00

6.5000E+00 ∼ 8.0000E+00

8.0000E+00 ∼ 1.0000E+01

7.4375E+11

2.3266E+11

2.0695E+11

5.5834E+10

4.1625E+10

4.1882E+11

8.5246E+11

1.6530E+11

3.8009E+10

1.4438E+10

1.0229E+09

3.4585E+09

7.5788E+07

9.3062E+06

2.6333E+03

1.0568E+03

2.0730E+02

4.4013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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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D-CG 코드는 3차원 차폐해석 코드로서 각 측정지점이나 방향에 관계

없이 한번에 해석을 수행하여 여러 곳에 대한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단일 해석모델을 채용함으로써 1차원 해석코드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복합구조의 향이 포함된 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송용기에 대한 

QAD-CG 코드를 이용한 방사선차폐해석을 위한 기하학적 모델은 2차원(r, 

z) 기하학적 모델로 구성하 으며, 이는 그림 3-5-2에 나타내었다. 차폐

체의 주재료는 납이며, 구조재는 스테인레스강으로 하 다.

(다) 해석결과 및 분석

     RD-10 수송용기에 대한 QAD-CG 코드에 의한 차폐해석 결과를 표 

3-5-4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사용후핵연료 100 g일 경우 측면 각 지점

에 대한 선량율은 표면, 1 m, 2 m에 대해 각각 126, 7, 2 mrem/h로 나타

났으며 이는 허용치인 표면 200 mrem/h, 1 m, 2 m 거리에서의 10 mrem/h 

보다 낮은 값으로 방사선 차폐측면에서 수송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7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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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2. Shielding Analysis Model of RD-10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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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4. Summary of Dose Rates Analyzed using QAD-CG

Location
Dose Rates, mrem/h

surface 1 m 2 m

Side 126 7 2

allowable 200 10 10

 

(3) 열전달해석 평가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의 열적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상조

건에서는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붕괴열(decay heat)을 외부로 적절하게 

열전달시켜야 하고, 화재사고조건에서는 외부 화염으로 부터 유입되는 열

을 차단하여 설계압력 및 차폐체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RD-10 수

송용기는 붕괴열이 없는 고체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RD-10 수송용기를 이용하여 붕괴열을 갖는 사용후 PWR 핵연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수송용기의 열적 건전성을 평가하 다.

본 해석에서는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수송조건중 고온조건 및 가

상 화재사고조건하에서 수송용기의 열적 건전성을 평가하 다.

(가) 열해석 모델링

     RD-10 수송용기의 구조재로는 스테인레스강을 감마선 차폐재로는 

납을 사용하 다. 또한, RD-10 수송용기의 설계기준 방사성물질의 종류는 

B형 운반물이며, 따라서 화재사고 조건시 고온으로 부터 감마선 차폐체를 

보호하기 위해 외각에 열전도율(k = 0.92 W/m℃)이 다소 낮은 석고를 사

용하여 적절한 열차폐 효과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수송용기는 

충격완충을 목적으로 balsa wood로 전면을 감싸주고 있으며, balsa wood

는 열전도율 (k = 0.05 W/m℃)이 매우 낮아 역시 열차폐 효과를 갖는다.

수송용기에서의 대류열전달은 용기 내부의 폐된 내부공간의 자연대류 

현상과  용기의 외부표면에서  대기에 의한 자연대류 열전달이 있다. 열

해석에서는 이러한 대류열전달계수를 실험적으로 혹은 이미 연구된 결과

를 인용하여 계수자료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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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간(inner cavity) 및 용기 외부표면에서의 자연대류 열전달계수

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정의된다.

hnc(cavity)=Nu δ 
k
δ

 ------------------------------------- (1)      

hnc(surface)=Nud 
k
d --------------------------------------  (2)

여기에서, Nu δ= c(Gr Pr)
a, Gr δ= gβ(ΔT)δ

3/ν2  

          Nud= c(Gr Pr )
a, Grd=gβ(ΔT)d

3/ν2  

     k :  Thermal conductivity (W/m℃)

     a :  Expon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c :  Coeffici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and geometry

     g :  Acceleration of gravity (m/sec²)

     d :  Diameter of cask (m)

    δ :  Gap clearance between capsule and inner shell (m)

    β :  Coefficient of volumetric expansion (1/℃)

    ΔT : Temperature difference (℃)

     ν : Dynamic viscosity ( m 2/s)

위와 같은 관계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대류 열전달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 수송용기 내부공간   :   hnc=1.40(ΔT)
0.250
   ------------ (3)

 - 수송용기의 외부표면 :  hnc=1.00(ΔT)
0.33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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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기 외부표면에서  복사열전달이 일어나며, 복사열전달은 다음 식

으로 설명된다.

q=AσεF(T4s-T
4
a) --------------------------------------- (5)

여기에서,

   q  :  Heat flow (Watt)

   A  :  Heat transfer area (m 2)

   σ :  Stefan-Boltzmann constant (= 5.669E-8 W/m2 K 4 )

   ε :  Emissivity of surface material

   F  :  Geometric view factor

   Ts :  Surface temperature ( °K)

   Ta :  Ambient temperature ( " )

이와 같은 복사열전달은 주로 고온에서 크게 일어나며, 같은 온도에서

는 재료의 방사율(emissivity)에 향을 받는다. 수송용기의 외부 casing

은 stainless steel로 구성되며, 정상수송조건에서는 용기표면의 방사율

을 0.36으로 적용하 다.  또한, 화재사고조건에서는 용기표면의 방사율

(ε)을 0.9로 외부화염으로 부터의 흡수율(α)을 0.8로 적용하 다. 따라

서 화재사고조건에서 용기표면의 유효방사율(effective emissivity)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ε eff =
1

(1/ε-1/α-1)  = 0.735  ------------------------ (6)

또한, 태양복사열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표면이 곡면일  경우

의태양열유속 400 W/㎡을 고려하 다.

열해석을 위한  해석조건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수송조건중 고

온조건 및 가상 화재사고조건을 적용하 다. 즉, 초기조건은 주변온도가 

38℃이고 태양열유속이 최대인 고온조건이며, 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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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0분 동안 800°C로 화염이 진행된 후 자연냉각되는 조건에 대한 해석

모델을 구성하 다. RD-10 수송용기는 내부 공간(cavity)에 공기를 채우

는 건식조건으로 설계하 으며, 핵연료로 부터 방출되는 붕괴열은 1W로 

고려하 다. 수송용기는 원주형이고 좌우대칭구조를 갖는 2차원적인 복잡

한 구조를 가지나 열해석에서는 2차원 (R,Z) 구조로 단순화시킨 해석모델

을 설정하 다. 

열해석은 수송용기의 열해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HEATNG7.2 코드를 

사용하 으며, 이 코드는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에 대한 열해석이 가능하

다. 그림 3-5-3은 수송용기의 2차원 (R,Z) 기하학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모델에서 핵연료로부터 발생된 붕괴열은 내부 cavity의 공

기에  의한 대류 및 복사 그리고 용기 본체를 통한 열전도 및 외부표면에

서의 대류 및 복사를 통하여 외부로 열전달이 일어난다. 실제 수송시에 

수송용기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수송하기 때문에 해석모델에서 용기 

하단으로는 단열되는 조건으로 가정하 다

   

Figure 3-5-3. Thermal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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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결과 및 평가

     표 3-5-5는 정상조건 및 화재사고조건에서 과도시간에 따른 수송

용기 주요 부위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변온도 38 ℃인 정상조건에서 

용기 본체의 온도가 63∼66 ℃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은 핵연료봉의 붕괴열

이 1 W로 미세하므로 주로 태양복사열에 향이라 판단된다. 핵연료봉의 

온도는 정상조건에서는 80 °C, 화재사고조건에서는 화재가 진행된 약 36 

시간 이후에 최대 86 °C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800 °C 화재사고조건에서

도 핵연료봉의 온도상승이 미미한 것은 balsa wood 및 석고의 열전도율이 

아주 낮아 열을 차단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용기표면은 화염에 직접 접촉되는 부위로 30 분간의 화재시에 최대 796 

℃ 까지 급격히 상승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외부 

표면이 스테인레스강이므로 구조적 건전성에는 직접 향을 주지 않는다. 

납차폐체의 온도는 화재사고조건에서 최대 71 ℃까지 상승하 으며, 이 

온도는 납의 용융온도 327 °C 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서 화재사고시에도 

수송용기의 주요 차폐체인 납차폐체의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

상의 결과로부터 RD-10 수송용기는 정상조건 뿐만 아니라 가상 화재사고

조건에서도 열적으로 건전함을 알 수 있다.

Table 3-5-5.Summary of Cask Temperatures under Normal and Fire

             Accident Conditions

Location

Temperature (℃)

Normal
Transient time (h)

Max.
0.5 1.0 4.0 6.0 12.0 24.0 36.0

Fuel rod

Inner cavity

Lead shield

Lime stone

Balsa wood

Outer surface

80

66

66

65

64

63

80

66

66

66

118

796

80

66

66

67

144

273

80

67

67

72

107

72

81

67

68

73

88

66

84

70

70

71

70

63

85

71

71

70

67

63

86

71

70

70

66

63

86

71

71

73

144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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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D-10 수송용기 운전 및 시험절차

(1) 수송용기 운전방법 및 절차

  (가) 수송용기를 supporting table에 거치한 후 cell sliding door에 

접속한다(그림 3-5-4).

       •Supporting table을 정위치 시킨다. 즉, 레일상에 바퀴가 정

위치에 놓 는지 확인하고 supporting table 높이가 제대로 

접속되었는지 확인한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용기를 정치시킨다. 

       •용기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용기 sliding bolts를 당긴 다음 

용기를 수평으로 눕히고 다시 sliding bolts로 고정한다. 

       •용기 sliding door의 guide pin을 푼다.

       •Supporting table을 원거리 위치시킨다(cell door로부터 후

진).

       •용기를 테이블 위 V 형상 받침대 위에 내려놓는다. Guide pin

이 2 개 모두 shield notch에 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 이 상

태에서는 safety latch가 자동으로 풀린다.

       •Table shield 높이를 조절한다.

       •중심핀이 정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Supporting table을 전진시켜 cell shielding에 접촉시킨다. 

용기가 cell sliding door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높이를 

재조정한다.

 

  (나) Actuating rod를 체결한다.

       •용기 바닥판에서 안전 보호판을 제거한다.

       •Actuating rod 선단의 보호캡을 제거하고 나사가 나 있는 

transfer system spigot에 actuating rod를 돌려서 체결한다. 

П 표시가 actuating rod 상부에 보이도록 하며, 핸들은 수평

으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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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Transfer 통로의 개폐 

      •Supporting table의 전원을 연결하고 구동스위치를 동작시킨

다.

      •Supporting table의 차폐체와 cell sliding door 및 용기의 

sliding door가 열리게 된다.

      •상단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상향 구동은 자동으로 멈추게 된

다. 그러나 작동중 항상 긴급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문이 열

리는 과정을 주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장치의 점검 

      •용기 sliding door의 붉은색(V) 표시를 확인하여 개방 위치를 

확인한다. 

 

  (마) Transfer system 작동의 기본 원칙

      •П 표시가 actuating rod 상에 2둔데 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표시(A)는 핸들로부터 100 cm 위치에, 두 번째 표시(B)는 핸들

로부터 60 cm 위치에 음각되어 있다. RD-10 용기 작업에서는 B

위치를 사용한다.

      •이 П 표시는 actuating rod의 삽입 진행시 telescopic 

support가 정지점에 도달하 음을 나타내며, 이는 telescopic 

extension이 최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П 표식으로서 용기 

bottom plug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Container holding basket이 용기 transfer container의 

telescopic basket ring을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 actuating 

rod를 반시계 방향으로 25。 회전시킨다.

      •약 100 mm 정도 진행시켜 telescopic basket ring slot을 통과

하게 되면 다시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핸들이 수평 위치로 오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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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Actuating rod 이동 거리

      •L < 650 mm

        Container holder가 telescopic support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cell flange까지 진행한다.

      •750 mm < L

        최대 telescopic extension이 cell flange에 닿기 전에 일어나

기 때문에 container holder를 사전에 분리하여야 한다.

      •650<L<750 mm

        Cell flange와의 접촉까지 연결을 위한 회전은 할 수 없다. 

즉, container holder boss는 telescopic support slots에 연

결된 상태로 있게 된다. 따라서 2 개의 정지점을 만나게 되는

데 telescopic support가 첫 번째 점지점에 도달하면 

container holder도 정지점에 도달하며, telescopic support로

부터 분리할 수 있다.

  (사) 체결, 이송, 분리

      •체결

        - Actuating rod를 수평 상태에서 정지 위치까지 어 넣는다.

        - Container holder를 telescopic support와 분리한다.

        - Cell flange와 접촉하면 핸들을 약 10。 정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flange guide를 찾는다.

        - 다시 이 위치에서 75。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cell flange

에 콘테이너가 체결되도록 한다.

        - container는 cell flange에 체결되고 basket은 콘테이너와 

분리시킨다.

        - 이때 actuating rod를 약간이라도 잡아당기지 않도록 한다.

     •이송

        - Double shield door를 풀고 연다.

        - 이송작업을 수행한다.

        - Double shield door를 닫고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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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 Actuating rod를 약간 잡아당기면서 actuating rod의 핸들쪽 

선단에서 actuating rod 내부의 작용선인 push rod 선단이 

돌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서 container가 container 

holder에 결합될 정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 Actuating rod를 가볍게 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핸

들이 수평방향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 Container를 다시 telescopic support 내부로 끌어들인다.

       - 25도 정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 100 mm 정도 잡아당긴 다음 핸들을 다시 수평방향으로 회전시

킨다.

       - Actuating rod를 완전히 잡아빼고 transfer system을 잠근 다

음 actuating 갱를 분리시킨다.

       - Protective cap을 actuating rod 선단에 체결한다.

Figure 3-5-4. Adaption between Padirac Cask and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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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설시험 및 압력시험 절차

  (가) 누설시험 (씰 사이에 내부공간의 진공조건에 누설시험)

       •미는 막대의 마개의 두개 씰 사이의 공간과 이송덮개와 

padirac 운반용기 사이의 씰 사이 공간에 대해 배출시킴으로

써 시험이 수행된다.

       •용기 하단의 port 및 flange에 누설시험을 위한 배관을 연결

한다.

       •마개(blanking plug) M12를 제거하고 flange에 볼트를 체결한

다. 봉은 씰 링(B12)으로 한다.

       •진공펌프를 가동한다.

       •압력은 순간적으로 5 torr보다 작게 떨어져야만 한다.

       •펌프는 약 30 분 동안 가동한다.

       •씰 커플링 21를 분리함으로써 펌프를 격리시킨다.

       •15 분동안 압력상승을 관찰한다. 압력상승은 2.5 torr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누설비율은 10 torr/h보다 작아야한다.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덮개를 제거하고 씰의 

상태와 접촉면을 재확인한다. 필요하다면 씰을 교환한다.

       •만족한 시험후에 시험장비를 분리하고 M12마개를 링형태 씰 

BS와 함께 재조립한다.

  (나) 압력시험

       •이 절차는 운반용기를 완전히 해체하거나 제염후에 수행한다.

       •미는 막대 봉마개을 끼운다. 이때 후면에 씰링과 나사 및 

M2 마개에 맞춘다. 

       •용기 하단 port 및 flange에 압력시험을 위한 배관을 연결한

다.

       •공기압을 2 bar(gauge)까지 올린다.

       •압력계와 펌프 사이의 압력 공급선을 분리한다.

       •압력안정화를 위해 한시간 기다린다.

       •2 시간 동안 압력이 300 gm/㎠이하로 떨어지면 안된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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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만약 압력이 더 빨리 떨어진다면 섬세한 직물로 비누 거품 혹

은 암모니아 방법을 사용하여 누설을 추적한다.

       •누설의 원인을 확인하고 만족할 때까지 시험을 반복한다.

       •압력이 300 gm/㎠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주위 조건의 변화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운반용기 내의 조그만 공기방울과 열질량

의 차이에 대한 압력을 안정화시키는 시간이 요구된다.

       •압력을 거는 누설시험은 운반용기의 내용물이 있을 때에는 수

행하지 않는다.

2. DUPIC 핵물질의 SEM 시편적용에 대한 핫셀체계 보완

가. 핫셀 시편용기

   원자력연구소의 조사후시험시설(PIEF) 내에 있는 핫셀에서 사용후핵

연료봉을 절단하여 만든 핵연료 시편 등의 고준위 방사성물질인 조사시편

의 미세조직 및 성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핫셀로부터 차폐형 전자주사현

미경이 설치되어 있는 로브박스 내부로 조사시편을 운반하기 위한 핫셀

시편 운반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운반용기는 방사선원의 세기가 비교

적 높은 조사시편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방사선원의 방사능량

으로 분류되는 운반용기의 기준은 국내 원자력법 과기처 고시 제 96-38호 

및 IAEA Safety Standard Series ST-1의 규정에 의거 본 운반용기는 B형 

포장물로 분류된다..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기준인 운반대상 내용물의 방사능량은 112 Ci로서 

대상 핵연료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방사능량이 A2 값을 초과하므로, 이 

운반용기는 B형 운반물로 분류된다.

① 연소도 : 50,000 MWD/MTU

② 농축도 : 5 %

③ 냉각기간 : 3 년 

④ 방사능량 : 112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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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시편 용기는 그림 3-5-5와 같이 크게 용기본체(cask body)와 외부

의 충격완충체(impact limiter)로 나누어진다. 용기본체는 원통형 구조로 

방사선조사시편을 담을 수 있는 바스켓(basket)을 감싸고 있는 내부셸

(inner shell)과 외부의 외부셸(outer shell) 및 납 차폐체 등의 몸체부

분과 상부에 미끄럼 방식으로 개폐되는 차폐뚜껑부분(shield lid part), 

차폐뚜껑을 덮고 상부의 봉을 유지하는 봉뚜껑(sealing lid) 및 바닥

부분의 봉을 유지하기 위한 봉마개(sealing cap), 운반용기의 인양 

및 결속 등의 취급작업을 위한 트러니온(trunnion), 그리고  용기의 외부

를 감싸고 충돌사고나 화재사고로부터 용기를 보호하는 충격완충체

(impact limiters) 등으로 구성된다.

Figure 3-5-5. Hot Cell Specimen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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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 본체의 크기는 직경이 320 mm, 길이가 427 mm이며, 충격완충

체를 포함한 전체 크기는 직경이 490 mm, 총길이가 616.5 mm이다. 외경이 

136 mm인 내부셀(inner shell)과 내경이 300 mm인 외부셀(outer shell) 

사이의 두께 82 mm의 공간에는 납을 주조하여 차폐를 유지하도록 하 다. 

운반용기의 운반대상 내용물인 조사시편은 직경이 100 mm이고 길이가 150 

mm의 내부공간을 갖는 바스켓 내부에 저장된다. 용기의 외부를 둘러싼 충

격완충체는 2 mm 두께의 스테인리스강판 케이스 내부에는 도가 220 kg/

㎥인 polyurethane foam이 채워져 있다. 

나. 사용후핵연료 시편 바스켓 설계/제작

(1) 크기: 외경 96 mm, 길이 150 mm

(2) 재질: 두랄루민 

(3) 주요구성품 (그림 3-5-6 및 3-5-7)

   •시편서랍-2개: 직경 34 mm, 높이 32 mm의 시편 3개 저장할 수 있

으며, 끝단에는 매니퓰레이터로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knob)가 

설치되어 있다.  

   •바스켓 본체: 시편서람 2개를 담을 수 있으며, 서랍이 함부로 열

리지 않도록 ball latchet을 설치하 고, 시편용기 바스켓 내부에

서 자유로이 회전할 수 있도록 원주방향으로 6개의 래디알 베어링

을 설치하 고, 무게중심을 중심축 아래로 가도록 하여 시편 운반

용기가 수평자세일 때, 바스켓이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하

다.

   •스냅링(snap ring): 시편바스켓을 시편용기 바스켓 안에서 빠져 

나오지 않고, 회전하도록 고정하는 고정장치 역할을 한다.

(4) 주요 특징 : 직경 34 mm, 높이 32 mm의 원통형 시편을 담도록 설계

하 으며, 시편운반용기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 든 간에 수평상

태만 유지되면 시편이 수직상태로 세워지도록 설계되었으며, 시편

의 상부면이 절대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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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6. Operation Test of Specimen Basket.

(a) 시편 바스켓의 조립도

(b) 시편 고정장치

Figure 3-5-7. Specimen Basket of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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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후 PWR 핵연료 rodcut 운반용 캐스크 : RD-15

  PIEF 핫셀에서 절단된 약 25 cm 길이의 절단 사용후 PWR 핵연료봉을 

IMEF M6 핫셀로 운반할 때에는 그림 3-5-8에 나타낸 바와 같은 RD-15 

padirac cask를 사용한다. PIEF 9406 핫셀 및 IMEF M6b 핫셀의 rear door

에는 padirac cask를 접속할 수 있는 padirac adaptor가 장착되어 있다. 

이 cask는 padirac 전용시스템을 갖춘 핫셀에 접속하여 핵물질을 적재 및 

하역할 수 있는 건식 cask로서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중량 : 2.6 ton

 •내경 : 340 mm 

 •내부 길이 : 400 mm

 •납차폐 두께 : 150 mm

 •철판 두께 : 5 mm

 •컨테이너 내경 : 250 mm

 •컨테이너 길이 : 400 mm  

RD-15 padirac cask를 사용하여 25 cm로 절단된 사용후핵연료 Rod-cuts

를 PIEF 9406 핫셀로부터 IMEF M6B 핫셀로 운반할 때의 작업절차(그림 

3-5-9 참조)는 다음과 같다.

 •RD-15 padirac cask를 PIEF 9406 핫셀의 rear door에 접속한다.

   - Padirac cask를 supporting table에 거치하고 이를 cell

     shielding door에 접속시킨다.

     * Supporting table을 정위치에 위치시킨다. 레상에 바퀴가 정위

치에 위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송용기 type에 따른 supporting 

table의 높이 등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Overhead crane을 사용하여 cask를 정치한다.

     * Cask를 크레인으로 들은 상태에서 cask의 sliding bolts를 당겨

낸 다음 수송용기를 수평위치로 눕힌 다음 다시 sliding bolts

로 고정한다.

     * Cask sliding door의 guiding pin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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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esignation Item Designation

1

2

3

4

5

6

7

8

Roller

Safety latch

Transfer container

Shielded sliding door of the cask

Drilled holes

Ball locking system

Lead shield

Telesopic guiding system

9

10

11

12

13

14

15

16

Container basket

Spigot of the basket

Bottom plug

Internal shell

External shell

Bosses for lifting fork

Stop : door close

O-ring

그림 3-5-8. RD-15 Paridac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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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RD-15 Padirac Cask 취급개념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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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RD-15 Padirac Cask 취급개념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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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RD-15 Padirac Cask 취급개념도(3/3).



- 135 -

     * Supporting table을 Cell door로부터 원거리 위치까지 뒤로 후

진시킨다.

     * Cask를 테이블 위의 V 형상 받침대 위에 내려놓는다. Guide pin

이 2 개 모두 shield notch에 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 이 상태

에서는 safety latch가 자동적으로 풀리게 된다.

     * Table shield 높이를 조정한다.

     * 중심핀(centering pin)이 수송용기 사양에 따라 정위치에 있는

지 확인한다.

     * Supporting table을 전진시켜 cask가 cell shielding door에 접

촉되도록 한다. cask가 cell sliding door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앞의 높이조정을 재 수행한다.

   - Actuating rod를 체결한다.

     * Cask 바닥에서 6각 렌치를 사용하여 안전 보호판을 제거한다.

     * Transfer system이 잠겨 있는지를 확인한다.

     * Actuating rod 선단의 보호 캡을 벗겨내고 나사가 나 있는 

transfer system spigot에 actuating rod를 돌려서 체결한다. 

∩표시가 actuating rod 상부에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핸들은 

수평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Transfer 통로의 개폐

     * Supporting table의 전원을 연결하고 구동스위치를 동작시킨다.

     * Supporting table의 차폐체와 cell sliding door 및 cask

       sliding door가 열리게 된다.

     * 상단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상향구동은 자동으로 멈추게 된다. 

그러나 작동중 항상 긴급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과정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 안전장치의 점검: Cask sliding door의 붉은색 V 표시를 확인하

여 개방위치를 확인한다. sliding pin을 사용하여 차페체가 낙

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확한 위치에서 개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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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cut Capsule 적재

   - 체 결

     * Actuating rod를 수평상태에서 정지위치까지 어 넣는다.

     * Container holder를 telescopic support와 분리한다. 

     * 셀 플랜지와 접촉하면, handle을 약 10。 정도 시계방향으로 회

전시키면서 flange guide를 찾는다.

     * 다시 이 위치에서 75。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cell flange에 

컨테이너가 체결되도록 한다.

     * Container는 cell flange에 체결되고 basket은 container와 분

리가 되게 된다.

     * 이때 actuating rod를 약간이라도 잡아당기지 않도록 한다.

   - 이 송

     * Double shield door(DPTE 270)을 풀고 연다.

     * 이송작업을 수행한다.

     * Double shield door를 닫고 잠근다.

•분 리

   - Actuating rod 분리   

     * Actuating rod를 약간 잡아당기면서 actuating rod의 핸들쪽 선

단에서 actuating rod 내부의 작용선인 push rod 선단이 돌출되

어 있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container가 container holder에 결

합될 정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 Actuating rod를 가볍게 면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핸들

이 수평방향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 Container를 다시 telescopic support 내부로 끌어들인다.

     * 25。 정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킨다.

     * 100 mm 정도 뒤로 잡아당긴 다음 핸들을 다시 수평방향으로 회

전시킨다.

     * Actuating rod를 완전히 잡아 빼고 transfer system을 잠근 다

음 actuating rod를 분리시킨다.

     * Protective cap을 actuating rod 선단에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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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k를 hot cell로부터 분리   

     * Cask의 door를 닫는다.

     * Hot cell의 door를 닫는다.

     * RD-15 cask를 padirac adaptor로부터 분리한다.

     * RD-15 cask를 인양하여 truck bay에 위치한 truck에 안치한다.

•IMEF에서의 rod-cuts capsule 하역  

  - Truck에 안치된 cask를 IMEF truck bay로 운반하여 supporting 

table 위에 안치시킨다.

  - IMEF M6b 셀의 rear door에 RD-15 padirac cask를 접속시키고 

rod-cuts를 하역한 후 cask를 분리한다. 이때의 작업절차는 PIEF 

9406 핫셀에서의 rod-cut 적재절차와 동일하다.

4. 조사용 DUPIC 핵연료 운반용 캐스크 : 하나로 캐스크

  조사시험을 위해 IMEF M6 셀에서 제조된 DUPIC 소결체, 핵연료봉 혹

은 다발을 하나로로 운반할 때에는 그림 3-5-10에 나타낸 바와 같은 하나

로 캐스크를 사용한다. 이 캐스크는 습식 캐스크로서 핵물질의 적재 및 

하역은 IMEF 혹은 하나로 수조의 물 속에서 수행된다. 이 캐스크는 오염

된 수조에서 핵물질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므로 이 수송용기를 수조에 넣기 

전․후에는 고압수로 수송용기의 외부를 철저히 제염한 후 H/P survey를 

수행하여 수송용기 표면의 오염정도가 허용범위내에 있을 경우에만 시설

밖으로 반출한다. 조사시험을 마친 DUPIC 소결체, 핵연료봉 혹은 다발을 

운반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 cask를 사용하여 하나로로부터 

PIEF 혹은 IMEF 수조로 수송한다. 

이 캐스크를 이용하여 M6B 핫셀의 mini-element를 하나로 수조까지의 

운반절차는 다음과 같다.

 •mini- element를 IMEF 셀간 이동(M6-M5-M4-M3-M2-M1)을 통해 M1 셀

로 운반한다. 

 •하나로 캐스크를 수납하여 IMEF 저장수조의 지정위치에 안착시키고, 

수송용기의 뚜껑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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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 DUPIC 연료봉/다발 운반용 하나로 캐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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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EF M1 셀과 수조 사이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mini-element 

capsule을 IMEF 수조로 이송한다.

 •IMEF 수조 내에서 mini-element capsule을 하나로 캐스크에 적재한

다.

 •하나로 수송용기의 뚜껑을 닫고 기 시험을 수행한다.

 •하나로 캐스크를 인양하면서 고압수로 캐스크 외부를 세척한 후 캐

스크를 제염구역으로 이송한다. 

 •고압수로 하나로 캐스크의 외부를 제염한 후 건조시킨다.

 •H/P survey 및 육안검사를 수행한 후 이상이 없을 때 하나로 캐스크

를 트럭에 적재하여 하나로의 truck bay로 운반한다. 

 •하나로 truck bay에서 인수검사를 수행한 후 하나로 캐스크를 하나

로 수조로 운반하여 수조의 지정위치에 안치시킨다.

  •하나로 캐스크의 뚜껑을 열고 캐스크로부터 mini-element capsule

을 하역하여 지정위치에 저장한 후 하나로 코아(OR)에 장전한다.

  •하나로 캐스크의 뚜껑을 닫고 수조로부터 캐스크를 인양한다.

  •하나로 캐스크를 제염구역으로 이송한 후 고압수로 하나로 캐스크

의 외부를 제염한 후 건조시킨다.

  •하나로 캐스크를 지정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한다.

5. 고체폐기물 운반용 캐스크 : intervention cask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중 핫셀내에서 발생한 중․고준위 고체폐기물

(hull, dirty scrap, 사용된 필터 및 흡수체 등)을 IMEF 혹은 PIEF 핫셀

로부터 RWTF의 monolith로 운반할 때에는 그림 3-5-11에 나타낸 바와 같

은 intervention cask를 사용한다. 핫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일단 핫

셀내의 지정장소에 저장한 후 일정량이 모이면 이들에 포함된 핵물질량을 

계량한 후 그림 3-5-12에 나타낸 바와 같은 50 리터 용량의 강철드럼에 

넣은 후 이것을 intervention cask에 적재하여 monolith로 운반한다.  

이 cask는 IMEF M6b과 PIEF 9407 핫셀의 roof door 및 RWTF의 monolith 

well에 접속하여 고체 폐기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수 있는 건식 cas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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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중량 : 6 ton

 •내경 : 450 mm 

 •납차폐 두께 : 150 mm

이 캐스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할 때 monolith에서의 취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0 ton crane을 사용하여 폐기물 드럼을 저장할 well의 콘크리트 

뚜껑을 개방한다.

  •차폐문을 닫은 후 주철재 trap door를 well의 상부에 위치시킨다.

  •폐기물 드럼이 적재된 intervention cask를 주철재 trap door를 

well의 상부에 위치시킨다.

  •Trap door를 개방한 후 intervention cask의 차폐 door를 개방한

다.

  •Intervention cask내에 부착된 자체 hoist 장치(grab, winch)를 사

용하여 폐기물 드럼을 well에 안치시킨다.

  •Intervention cask의 hoist 장치를 원위치시킨 후 cask의 차폐 

door를 닫는다. 

  •Intervention cask를 well의 상부로부터 다음 작업구역으로 운반한

다.

  •Well 당  7 개의 폐기물 드럼이 적재될 때까지 앞의 작업을 반복한

다.

  •7 개의 폐기물 드럼이 적재되면 trap door의 차폐문을 열고 10 ton 

crane을 사용하여 well의 콘크리트 뚜껑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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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Φ 400

               560     Φ 450

              435                   1165

그림 3-5-11. 고체폐기물 운반용 캐스크-Intervention Cask.

그림 3-5-12. 중․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용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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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시설의 핵임계 안전성분석

DUPIC 핵연료 제조 시험공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초기물질로 사용하

여 연료봉 인출 및 절단, 탈피복, 산화․환원, 균질혼합, 압분, 소결, 연

삭 공정 등을 거쳐 DUPIC 핵연료 봉 및 집합체가 제조된다. DUPIC 핵연료 

제조 시험공정에 사용될 사용후 PWR 핵연료는 고리 1호기 G23 핵연료 집

합체이며, 이 집합체는 초기 농축도가 3.21 wt%로 노심내에서 35,500 

MWd/MTU로 연소되었으며, 발전소의 냉각 수조에서 12.5년 동안 냉각된 집

합체이다. 이 집합체는 조사후시험시설(PIEF) 수조에서 해체하여 축방향

으로 25 cm 길이로 절단하여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에 사용된다.

 DUPIC 핵연료 제조 시험은 실험실적인 단계로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핵물질량은 200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200 kg과 핵물질의 균질성을 높이기 

위해 혼합하는 비조사된 UO 2 80 kg을 사용할 예정에 있다. 핵물질 사용

량은 단계적으로  증가되어 최종 누적량은 총 280 kg이 된다. DUPIC 핵연

료 제조시험이 이루어지는 M6 핫셀내의 주요 제조 장비들은 비록 실험실 

규모의 소량의 핵물질을 취급하도록 설계되어있지만 제조 핫셀의 건전성 

및 핵임계 사고의 예방을 위해 제조 공정에서 취급할 핵물질 질량에 대한 

핵임계 분석을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조 시험시설에 280 kg의 핵물질을 

제조용기의 크기에 맞춰 M6 핫셀내에 분산 배치했다. 또한 DUPIC 제조 핫

셀의 핵임계 분석에 사용될 핵물질은 비조사된 UO 2를 사용하여 핵임계 

분석을 수행했다. 핵물질 용기의 크기 및 배치 위치, 핵물질 질량은 핵연

료제조 공정장치의 설계 자료[1]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정상상

태를 가정하 고, 가상사고 조건을 설정하여 핵물질의 배열상태, 핵물질

의 도, 수분농도, 농축도 및 취급 핵물질 질량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1. 공정장치의 계산 모델링

  DUPIC 제조시험 시설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부속 건물인 IM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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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내의 M6 핫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초기

물질로 사용하므로 고방사선 분위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작업을 원격으로 수행되어져야한다. 모든 제조 장비들은 핫

셀내에 설치되며, 탈피복, 산화와 환원에 의한 분말제조 공정, 소결체 제

조공정, 연료봉 및 핵연료 집합체제조 공정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핵임계 해석 측면에서 각 공정별 핵물질 상태와 핵물질 용기 

크기 및 그에 따른 질량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분석하 고, M6 핫셀내의 

공정 장비들 중 계산 모델에 포함된 핵물질 용기들의 크기와 핵물질 도 

그리고 질량을 표 3-6-1에 나타내었다. 각 핵물질 용기의 질량은 용기내 

핵물질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가정으로 산출하 다.

표 3-6-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15 개 종류로 핫셀내의 핵물질 용기를 

모델하 다. 실제 핫셀내에는 다른 장비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지만, 핵물

질의 취급 물량을 고려할 때 제외 시킬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다. 가령 

품질 검사 장비 등은 취급 물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계산 모델에서 제외

시킬 수가 있다.

2. 핵임계 계산 코드

 현재 핵임계 해석 코드로는 SCALE[2] 과 MCNP4B[3]가 가장 보편적이

다. SCALE 전산코드는 미국 Oak Ridge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하 으며 열해

석, 핵임계해석 및 차폐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이다. MCNP4B 코드는 

미국 Los Alamos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하 으며 SCALE과는 달리 반응단면

적 라이브러리에 대한 에너지군 축약을 하지 않으므로 근사가 적다. 또한 

MCNP4B 코드의 계산 결과는 신뢰가 높아 다른 계산 코드의 검증 코드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임계 해석에 MCNP4B를 사용했

다.

다음은 본 계산에서 사용할 전산 코드의 특성과 검증 계산에 대해서 기

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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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DUPIC 제조시험시설내의 장비별 핵물질용기에 대한 계산 모델

Device

Material Geometrical model

Status Density Mass
(kg)

Type Dimension(cm)

1. Rod-cut storage Pellet 5.2 20
Cylinde

r
14(Dia.), 25(H)

2. Slitting machine
Pellet 
fragment

3.4 22 Cubic 12.5(W)×24.5(L)×21.3(H)

3. OREOX furnace Powder 3 30 Cubic
17.76(W)×28.76(L)×19.5(H

)

4. Mill Powder 3 3 Cubic 9(W)×9(L)×12(H)

5. Roll compact Powder 3 30
Cylinde

r
20(Dia.), 31.4(H)

6. Mixer Powder 3 30
Cylinde

r
20(Dia.), 31.4(H)

7. Compaction press
Green 
pellet

4.2
*

10 Cubic 9.5(W)×20.2(L)×13.5(H)

8.Sintering furnace Pellet  7.42
**

19 Cubic 9.5(W)×20.2(L)×13.5(H)

9.Centerless
  grinder

Pellet 7.42 19 Cubic 9.5(W)×20.2(L)×13.5(H)

10. Pellet cleaner
    /dryer

Pellet 7.42 19 Cubic 9.5(W)×20.2(L)×13.5(H)

11. Pellet stack
    adjuster

Pellet 7.42 19 Cubic 9.5(W)×20.2(L)×13.5(H)

12. Pellet loading
    machine

Pellet 7.42 19 Cubic 9.5(W)×20.2(L)×13.5(H)

13. End cap welder Pellet 10.6 0.8 Cyliner 1.4(Dia.), 50(H)

14. End plate

   welder
Pellet 5.2 20

Cylinde

r
10(Dia.), 50(H)

15. Dupic bundle
    storage

Bundle 5.2 20
Cylinde

r
10(Dia.), 50(H),

Total 280

 * Bulk density = 0.7 x 6.0 g/cm3(Green pellet).
** Bulk density = 0.7 x 10.6 g/cm

3
(Sintered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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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CNP4B의 특성

   MCNP(Monte Carlo N-Paricle)는 중성자와 양자, 전자에 대한 수송방

정식을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핵종들과 반응하는 입자들의 거

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임계도와 군정수(group constant) 등과 같은 

해를 구하는 코드이다.

이 코드의 특징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중성자나 양자 그리고 전자 등과 같은 입자 하나 하나의 거동

을 tallying에 의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핵적 계수를 계산한다. 몬테

카를로 방법은 확률론적 방법으로 수송방정식을 해결하므로 결정론적 방

법인 discrete ordinate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pointwise 핵자료

(ENDF/B-VI)를 바탕으로 군축약(group condensing)을 하지 않고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정확도가 높다.

나. 계산 오차 통계 처리방법

   각 실험자료에 대한 핵임계도 계산값과 실험값을 비교하여 실험값에 

대한 계산값의 계산 오차와 표준편차는 다음 두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Δk i= kcal, i-k exp ,i  (3-6-1)

sΔk i= σ2cal,i+σ
2
exp,i (3-6-2)

여기서 kcal, i와 k exp ,i는 각각 i  번째 핵임계문제에 대한 계산값과 실

험값에 대한 유효증배계수(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를 의미하

다. 위 식에서 σ cal, i와 σ exp ,i는 각각 계산값과 실험값의 표준편차를 나

타낸다. 식 (3-6-1)의 계산오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식 (3-6-2)에서 

결정된 분산( sΔk i의 제곱)의 역수로 가중하여 표준편차를 다음과 같은 식

으로 표현된다.

Δk=

∑
n

i

Δk i

s2Δk i

∑
n

i

1

s2Δk i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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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Δk=
n
n-1

ꀌ

ꀘ

︳︳︳︳︳︳︳︳︳︳︳︳

∑
n

i (
Δk i
s Δk i )

2

∑
n

i

1

s2Δk i

-Δk 2

ꀍ

ꀙ

︳︳︳︳︳︳︳︳︳︳︳︳ (3-6-4)

식 (3-6-3)과 (3-6-4)에서 n는 검증자료의 수를 나타내며, 식 

(3-6-3)에서 Δk가 양의 값을 가지면 전산코드가 고평가(overestimation)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면 저평가

(underestimation)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보수성이 

확보되는 고평가 전산코드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전산코드의 계산 편

차를 본 계산에 보정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검증계

산에서 얻은 계산오차를 통계 처리하여 계산편차를 결정하고, 이 계산편

차만큼 본 계산에서 보정해 줄 경우에는 고평가나 저평가의 문제는 필요

치 않다.

오히려 식(3-6-4)에서 s
2
Δk 값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s

2
Δk는 각 핵임계 

실험자료에 따라 계산오차가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즉, 

계산 코드를 각 실험자료에 적용시 발생될 수 있는 불확정도를 나타낸다. 

이 값이 매우 클 경우는 계산 오차의 분산이 매우 큰 경우로서 검증계산 

실험자료의 선정방법의 오류나 전산코드의 부적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험자료 선정방법을 변경해서 실험자료를 재

구성하든지 전산코드를 변경해야 한다.

다. 검증 문제 및 계산 결과

   본 연구에서 핵임계도 분석에 사용할 전산코드로는 미국 Los Alamos 

국립연구소에 개발된 MCNP4B 코드를 사용했다. 핵임계도 계산시 계산 코

드의 불확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이 코드에 관한 검증계산을 수행했다.

핵연료 제조공정에서는 UO 2 분말, 압분체, 소결체 및 집합체 형태 등

의 다양한 핵물질이 존재하지만 핵물질 흐름상 펠렛 상태의 이동 및 작업

이 많은 관계로 저농축 UO 2핵연료 집합체의 핵임계 실험자료를 기준으

로 MCNP4B의 검증계산을 수행했다. 검증 문제로는 NEA의 Crit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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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실험자료[4]를 적용하 으며 그에 대한 개략적인 제원은 표 3-6-2

에 제시했다. 핵연료의 농축도는 2.35에서 5.0 wt%의 범위에 있고, 가돌

리늄이 포함되어 있으며, 40 가지는 사각형 집합체이며 10 가지는 육각형 

집합체 형태이다. 표 3-6-2에 보듯이, 핵임계 실험값과 MCNP4B의 계산값

을 비교하여 계산오차를 구했고 그에 따른 표준편차를 결정했다. 표 

3-6-2의 평균계산오차와 표준편차는 각 계산값의 표준편차로 가중하여 결

정했다. 이 표준편차에 허용한계인자(tolerance limit factor, 2.065) 

[5,6]를 곱하여 95 % 신뢰도와 95 % 확률을 갖는 불확정도를 결정하고, 

이를 평균계산 오차에 더해서 MCNP4B 코드의 계산편차를 0.02487로 결정

하 다[7].

3. 핵임계 안전성 평가 방법

 핵임계 안전 평가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 현재 DUPIC 핵연료 제조시

험 시설은 분말, 소결체 및 핵연료 집합체 등 다양한 형태의 핵물질이 존

재하고, 핵연료 제조공정 장치를 핫셀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핵물질

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소규모 핵연료 제조 혹은 저장 시설로 간주하여 NUREG-0800[8]에

서 제시한 기준을 따를 수 있고, 소외의 핵물질 취급시설로 간주하여 

ANSI-8.1.83[9]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준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제조 시설에서 사용하게될 핵물질은 2006년까지 사용후핵연

료 200 kg과 비조사된 UO 2 80 kg을 단계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각 제조 

공정별로 사용되는 핵물질의 양은 다른 상업용 핵연료 제조시설에 비해 

아주 적은 양에 해당되며, 최종 실험 연도까지 모든 핵물질이 핫셀 외부

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제조시설의 규정보다는 핵물질 저장시설의 

규정을 적용하여 DUPIC 제조시설에 대한 핵임계 분석을 수행했다. 

NUREG-0800에 따르면 미임계한계치를 정상 상태에서는 0.95로, 가상 사고

시에서는 0.98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

서 정상상태와 가상사고시 모두 미임계한계치를 0.95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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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 NEA 임계 실험 문제에 관해 MCNP4B 검증 계산

No

U(%)

(Gadolinium

 Concentration)

Fuel

Type

Cluster Dimension

/ Pitch(cm) /

Fuel Length(cm)

Calculation

ΔK SΔKk ef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5

(1.04±3.6 

g/cm
3
)

S

Q

A

R

E

 17 x 36 / 1.684 / 91.44

 21 x 25

 23 x 23

 24 x 22

 34 x 18

 23 x 22

 23 x 24

 23 x 23

 17 x 17, 17 x 1

 17 x 17

 17 x 17, 17 x 4

 17 x 17, 17 x 15

 17 x 17, 17 x 1

 7 x 17, 17 x 2

 17 x 17, 17 x 4

 17 x 17, 17 x 9

 17 x 17, 17 x 12

 17 x 17, 17 x 15

 17 x 17, 25 x 20

 17 x 20, 25 x 18 

0.98237

0.98656

0.98980

0.98848

0.98653

0.98355

0.98602

0.98955

0.98131

0.98344

0.98471

0.98309

0.98383

0.98190

0.98277

0.98267

0.98207

0.98439

0.98391

0.98203

0.00183

0.00173

0.00220

0.00177

0.00202

0.00195

0.00212

0.00173

0.00179

0.00196

0.00198

0.00175

0.00183

0.00184

0.00200

0.00183

0.00208

0.00161

0.00199

0.00187

-0.01763

-0.01344

-0.01020

-0.01152

-0.01347

-0.01645

-0.01398

-0.01045

-0.01869

-0.01656

-0.01529

-0.01691

-0.01617

-0.01810

-0.01723

-0.01733

-0.01793

-0.01561

-0.01609

-0.01797

0.00431

0.00427

0.00448

0.00428

0.00439

0.00436

0.00444

0.00427

0.00429

0.00436

0.00437

0.00427

0.00431

0.00431

0.00438

0.00431

0.00442

0.00422

0.00438

0.00433

21

22

23

24

25

26

27

4.31

(1.04±3.6 

g/cm3)

 12 x 18 / 1.892 / 92.71

 14 x 15

 16 x 13

 17 x 12

 14 x 13

 14 x 16

 14 x 14

0.99298

0.99050

0.98942

0.99113

0.98826

0.98380

0.99078

0.00183

0.00173

0.00220

0.00177

0.00202

0.00195

0.00212

-0.00682

-0.00930

-0.01038

-0.00867

-0.01154

-0.01600

-0.00902

0.00377

0.00373

0.00397

0.00374

0.00387

0.00383

0.00392

28

29

30

4.31

(1.04±3.6g/cm3)

 9 x 12 / 1.892 /92.71

 12 x 16

 12 x 16

0.98467

0.98438

0.99978

0.00173

0.00179

0.00196

-0.01513

-0.01542

-0.00002

0.00390

0.00393

0.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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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 NEA 임계 실험 문제에 관해 MCNP4B 검증 계산 (계속)

No

U(%)

(Gadolinium

 Concentration)

Fuel

Type

Cluster Dimension

/ Pitch(cm) /

Fuel Length(cm)

Calculation

ΔK SΔKk eff S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31

(1.04±3.6g/cm
3
 )

S

Q

U

A

R

E

 9 x 12, 9 x 2 

 9 x 12, 9 x 12

 9 x 12, 9 x 1

 9 x 12, 9 x 1

 9 x 12, 9 x 2

 9 x 12, 9 x 4

 9 x 12, 9 x 8

 9 x 12, 9 x 10

 9 x 12

 9 x 10, 9 x 9

0.98147

0.98161

0.98675

0.98820

0.98552

0.98702

0.98219

0.98613

0.98715

0.97945

0.00198

0.00175

0.00183

0.00184

0.00200

0.00183

0.00208

0.00161

0.00199

0.00187

-0.01833

-0.01819

-0.01305

-0.01160

-0.01428

-0.01278

-0.01761

-0.01367

-0.01265

-0.02035

0.00402

0.00391

0.00395

0.00395

0.00403

0.00395

0.00407

0.00385

0.00403

0.00397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0

H

E

X

A

G

O

N

 (No. of Rods)

 3939 / 0.7 / 59.7

 2124 / 0.8 / 59.7

 1319 / 1.4 / 59.7

 3267 / 1.3 / 59.7

 1305

 1051

 952

 842

 785

 654

1.01258

1.00628

1.00664

0.99319

0.99848

0.99883

0.99812

0.99660

1.00670

0.99766

0.00110

0.00113

0.00086

0.00109

0.00114

0.00110

0.00116

0.00113

0.00098

0.00104

0.01258

0.00628

0.00664

-0.00681

-0.00152

-0.00117

-0.00188

-0.00340

0.00670

-0.00234

0.00640

0.00591

0.00616

0.00228

0.00230

0.00228

0.00231

0.00230

0.00223

0.00225

ΔK ±S ΔK -0.00905±0.00766

Cal. Bias 0.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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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임계 분석는 핵임계 코드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크게 의존하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코드의 오차를 평가해서 최대 핵임계도 값을 결정해

야한다. 최대 핵임계도값은 핵임계도 계산값과 계산오차 그리고 전산코드

의 계산편차 및 입력자료의 불확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k maxeff  = kcal + Δkb + Δku (3-6-5)

여기서, k cal는 계산오차를 고려한 95% 신뢰범위에서 결정된 계산 코드

의 유효증배계수를 나타내며, Δkb는 검증계산을 통해 결정한 계산 코드

의 편차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Δku는 계산 코드의 입력자료의 오차에 

대한 불확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자료의 불확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정된 

최대핵임계도값 k
max
eff 이 미임계한계치인 0.95 이내이면 미임계를 만족하

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핵임계 안전조건을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k maxeff  ≤ 0.95 (3-6-6)

4. 정상 상태의 핵임계도 계산

  DUPIC 제조 시험시설에 대한 핵임계도 계산은 표 3.1에서 나열된 각 

장비별 계산 모델을 적용하여 M6 핫셀내에 지정된 위치에 가정된 도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가정했다. 그림 3-6-1에 보는 바와 같이 핫셀내에는 

총 280 kg의 핵물질이 15개의 용기로 분산 배치되어 있다. 각 핵물질 용

기에 대한 제원은 표 3-6-1에서 보인 바와 같다.

정상상태에 대한 핵임계 계산은 그림 3-6-1과 같이 핵물질을 배치한 후 

핫셀내의 공기중 수분농도를 변화시켜 이에 따른 핵임계도에 미치는 향

을 평가했다.

우선, 공기중 수분농도를 대기온도 15 ℃일 때의 포화수증기 농도에서

부터 물이 가득 채워질 경우까지 계산을 수행했다. 그 결과, UO 2농축도

가 3.5 wt%일 경우 포화수증기 농도인 1.327×10- 5 g/cm 3에서는 최대핵

임계도값 k
max
eff 이 0.12484이 고, 수분의 도가 1 g/cm

3때는 최대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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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값이 0.40653 다. 그림 3-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 상태 배치 

상태에서 공기중 수분 농도 변화를 침수 상태까지 변화시키더라도 핵임계

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 장비간의 간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어 핵물질간의 상호작용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5. 사고 상태의 핵임계도 계산

  DUPIC 제조 시험 시설내 핵임계도에 고려할 사항은 홍수나 지진 등과 

같은 천재 지변에 의해 핵물질 용기의 배치가 바뀔 경우, 또한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핵물질 용기내의 핵물질이 바닥이나 핫셀 내부에 분산될 경

우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경우, 핵임계에 

관해서 제조 핫셀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몇 가지 가상사고의 조건을 선정하여 핵임계 계산을 수행

했다. 첫 번째로는, 핵물질 용기의 위치가 변할 경우를 가정하 고, 두 

번째는 핫셀 바닥에 핵물질이 판상형 또는 구형으로 쌓여서 뭉쳐질 경우

를 가정했다.

가. 핵물질 용기의 위치가 변할 경우

   정상 상태에서 배치된 핵물질 용기들의 위치가 변할 경우에 대해서 

고려했다. 이 모델은 정상 배치 상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핵물질간의 상

호작용에 따른 핵임계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핵물질 용기를 그림 3-6-3에 보듯이 핫셀 중심에 모이도록 배치했

고, 핵물질은 용기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총 280 kg의 UO 2 핵

물질을 직경 10 cm의 실린더 용기로 15 개를 핫셀 중심에 배치했다. 각 

실린더에는 정상 상태에 가정한 각 공정별 핵물질의 도와 질량으로 장

전했다. 핵물질 용기 간격 사이에는 가상 수분이 들어간다고 가정했다.

계산 조건으로는 핵물질 용기간격과 간격내의 수분 농도를 변화시켰다.  

수분 농도는 공기중 포화 수증기 농도의 100 배인 1.327×10- 3 g/cm 3에

서부터 완전히 침수된 경우인 1 g/cm 3까지 변화시켰고, 배치간격은 착

된 경우에서부터 20 cm까지 떨어진 경우까지 변화시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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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d-Cut Storage (Pellet)

2. Slitting Machine (Pellet+Powder)

3. OREOX Furnace (Powder)

4. Mill (Powder)

5. Roll Compactor (Granular Powder)

6. Mixer (Granular Powder)

6. Compaction Press (Green Pellet)

8. Sintering Furnace (Pellet). 

9. Centerless Grinder  (Pellet)

10. Pellet Cleaner/Dryer (Pellet)

11. Pellet Stack Adjuster (Pellet)

12. Pellet Loading Machine (Pellet)

13. End Cap Welder (Pellet)

14. End Plate Welder (Pellet)

15. Bundle Storage(Pellet)

200
`

2370

1501001001005025025010015050100500

H2O

Unit : Cm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50

1415

50

그림 3-6-1. DUPIC 제조시험 시설에 대한 기하학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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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정상 상태에서 수분의 농도에 따른 최대핵임계도변화( k
max
e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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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그림 3-6-4과 3-6-5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낮은 핵임계도값

를 보여 주었다. UO 2 농축도가 5.0 및 3.5 wt%일 경우 실린더 간극의 

수분의 농도 1 g/cm 3일 경우와 간극의 크기가 2 cm 일 경우 가장 높은 

핵임계도값을 얻었다. 이 지점에서의 농축도가 3.5 wt% 인 경우에는 최대

핵임계도값은 0.80887, 5 wt%일 경우는 0.85282이었다. 이 두 경우 모두 

미임계 기준치인 0.95 이하를 유지했다.

나. 핵물질이 판상형으로 쌓일 경우

    DUPIC 제조 시험시설은 한 공정에서 다음 단계 공정으로 이동시 핵

물질을 manipulator에 의해 원격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작

업자의 실수로 용기내의 핵물질을 핫셀 바닥에 흘릴 경우가 발생할 우려

가 생길 수도 있다. 비록 소규모의 제조시험 시설이라 할지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핫셀에 저장된 모든 핵물질이 바닥에 쏟아질 경우를 감안

해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가상 사고 모델는 총 질량이 280 kg인UO 2핵물질이 제조 핫셀에 모

두 쏟아져서 판상형 형태의 기하학적 모델을 이룬다고 가정했다. 판상형

은 핫셀내에 핵물질이 분산될 경우 일어날 확률이 큰 기하학적 모델이다. 

그리고 핵물질 외부에는 물반사체를 적용하고 중성자의 감속이 잘 일어나

도록 핵물질 공극에 수분이 가득차 있다고 가정했다.

이와 같은 계산 조건을 적용하여 핵물질의 도와 평판의 두께를 변화

시켜 반복계산을 수행했다. 이때 핵물질의 도는 1.0∼10.6 g/cm 3까지 

변화시켰으며, 평판의 두께는 1∼10 cm까지 높 다. DUPIC 제조 핫셀은 

표 2에서 보듯이 구조상 핵물질이 10 cm 이상으로 쌓이기란 불가능하다. 

그 결과, 그림 3-6-6에서 3-6-8에 보듯이 UO 2의 농축도가 5.0, 4.0, 3.5 

wt%일 경우 모두 미임계한계치인 0.95 이내를 유지했다. 가장 높은 핵임

계도값을 보인 지점의 UO 2의 도는 2∼3 g/cm 3 사이 다. 이는 핵물질 

분말내의 공극에 포함된 수분이 최적의 감속상태를 만족하기 때문이다.  

핵물질이 쌓이는 두께 역시 바닥에 얇게 쌓이는 것보다는 두께가 높아질

수록 더 높은 핵임계도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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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물질이 구형으로 뭉칠 경우

   판상형은 핫셀내에 핵물질이 분산될 경우 일어날 확률이 큰 기하학

적 모델이다. 또한 구형의 경우는 같은 핵물질 질량으로 높은 핵임계도에 

도달시킬 수 있는 기하학적 모델이다. 핫셀내에서는 작업자의 실수나 천

재 지변으로 핵물질 용기가 핫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질 경우는 발생 가

능성이 있지만, 전체 핵물질이 하나의 구형을 이룬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아주 드문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80 kg의 핵물질이 어떤 

조건이면 미임계한계치를 초과하는가를 알고, 핵임계 안전관리의 참고적

인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핵임계 지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축도가 5 wt% UO 2의 미임계 질

량한계치는 약 32 kg임을 알 수 있다[10]. 이 경우의 구형 핵물질에는 감

속재인 물과 핵물질이 균질한용액(aqueous solution)상태로 최적의 감속

을 유발하는 조건일때의 값이다. 또한, UO 2 농축도가 1.5 ∼ 2.0 wt% 

사이의 값이라면 미임계한계치는 500 ∼ 260 kg 정도이다.

현재 DUPIC 제조 시험 핫셀에서 총 사용할 핵물질의 양은 2006년까지 

280 kg으로 계획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단계적으로 핵물질을 사용하여 

최종연도에는 사용후핵연료 200 kg과 비조사된 UO 2 80 kg이 모두 핫셀에 

저장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80 kg의 핵물질이 구형의 모델에서 어떤 조건이

면 미임계한계치를 넘는 가를 알고, 핵임계 안전관리의 참고적인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에 입각해 핵임계분석을 수행했다.

구형 핵물질계에 대한 핵임계 계산 모델은 구형핵물질 외곽에 30 cm의 

물반사체를 포함시키고 전반사 경계 조건(reflective boundary 

condition)을 주었다. 수분과 핵물질의 수 도의 비율 및 부피 비율에 따

라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했다.

(1) 235U/H  부피비에 따른 핵임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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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의 핵물질계에 대해서 UO 2의 농축도를 5.0, 3.5 및 3.0 그리

고 1.5 wt%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했다. 그 결과, 그림 3-6-9에서 3-6-12

는 UO 2와 H 2O의 부피비에 따른 핵임계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여기서 

k maxeff 값들은 식 (3-6-5)에서 정의한 계산코드의 불확실도(Uncertainty)를 

고려한 최대핵임계도값을 나타낸다. 이 계산 결과에서 보듯이 질량이 280 

kg인 UO 2의 농축도가 1.5 wt% 이상에서는 미임계한계치인 0.95를 만족

시키지 못했다. 또한 UO 2 Bulk 도가 2 g/cm 3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

다. 이는 UO 2의 도가 약 2 g/cm 3 근처에서 핵물질 공극에 포함된 

수분의 함량이 최적을 감속상태를 유발시켜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2) UO2 도 변화에 따른 핵임계도 변화

    구형의 핵물질계에 UO 2 280 kg를 장전하고 핵물질의 도를 변화

시켜 도에 따른 UO 2의 임계도 변화를 계산했다. 계산조건은 핵물질 

공극에 수분이 가득찬 경우를 가정했고, 핵물질 외부에는 30 cm의 물반사

체를 포함시켰으며 경계면에는 전반사조건(Reflective B.C)을 주었다.

그 결과 그림 3-6-13에서 보듯이 각각의 농축도별로 UO 2의 Bulk 도

가 1.8∼2.4 g/cm 3사이에서 최대값을 얻었다. 도가 아주 작은 부분에

서는 도 변화에 따라 값이 급등하다가 도가 1.8∼2.4 g/cm 3근처에

서 최대값을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극의 체적이 감소하여 공극에 포함된 수분의 함량이 최

적감속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UO 2 농축도가 1.5 wt%이내에서는 핵물질이 280 kg이더라도 미임계조건

을 만족함을 보 다.

(3) 핵물질 질량에 따른 핵임계도 분석

   UO 2 공극의 수분 도가 공기중 포화수증기 농도의 102와 104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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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대해서 핵물질의 도와 핵물질 질량을 변화에 따른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했다. 계산모델은 구형의 핵물질계이며 UO 2 농축도는 5 wt%

로 설정하 고 30 cm의 물반사체를 포함시켰다.

그 결과, 그림 3-6-14에서 보듯이 포화수증기 농도의 100 배를 하 을 

경우 미임계한계치를 만족하 다. 포화수증기농도( 1.327×10- 5 g/cm 3)

의 100 배에 해당되는 조건은 UO 2핵물질이 대기중 습윤상태의 조건에 

해당된다. 또한 수분의 농도를 0.1327 g/cm 3로 변경하 을 경우에는 그림 

3-6-15에서 볼 수 있듯이 UO 2 기준 핵물질량이 3,600 kg 이상일 때 미

임계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물질 공극의 수분의 농도에 따라 핵임계 변화에 큰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극의 수분농도에 따라 구형 핵물질계에서 임계 및 

미임계질량을 탐색했다. 그 결과 그림 3-6-16에서 보듯이 핵물질의 공극

에 수분 농도가 1 g/cm 3일 경우, 핵임계 질량은 약 36 kg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고문헌[10]의 32 kg과 비슷한 결과이며, 정 한 계산을 수행하

면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농축도가 3 및 5 wt%인 경우 공극

의 수분농도가 각각 4.0 및 0.28 g/cm 3 이하이면 구형의 UO 2 핵물질 

280 kg은 미임계한계치를 만족하 다.

6. 연구 결과 및 향후계획

  DUPIC 핵연료 제조 시험시설에 대해 정상 상태인 경우와 가상 사고에 

대한 핵임계 분석을 수행했다.

정상 배치 상태의 경우는 UO 2의 농축도가 3.5 wt%와 핫셀내 수분의 

도가 1 g/cm 3일 경우 최대핵임계도값은 0.40653로 계산되었다. 이 결과

에서 보듯이 정상 배치 상태일 경우 제조 핫셀내에 침수가 되더라고 핵임

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 157 -

200 cm

4 8 1 9

13

5 67

12

153 2

14

10 11

1. Rod-Cut Storage (Pellet)
2. Slitting Machine (Pellet Fragment)
3. OREOX Furnace (Powder)
4. Mill (Powder)
5. Roll Compactor (Granular Powder)
6. Mixer (Granular Powder)
7. Compaction Press (Green Pellet)
8. Sintering Furnace (Pellet)

9. Centerless Grinder  (Pellet)
10. Pellet Cleaner/Dryer (Pellet)
11. Pellet Stack Adjuster (Pellet)
12. Pellet Loading Machine (Pellet)
13. End Cap Welder (Pellet)
14. End Plate Welder  (Pellet)
15. Dupic Bundle Storage (Pellet)

2370 cm

10 cm

200 cm

4 8 1 9

13

5 67

12

153 2

14

10 11

1. Rod-Cut Storage (Pellet)
2. Slitting Machine (Pellet Fragment)
3. OREOX Furnace (Powder)
4. Mill (Powder)
5. Roll Compactor (Granular Powder)
6. Mixer (Granular Powder)
7. Compaction Press (Green Pellet)
8. Sintering Furnace (Pellet)

9. Centerless Grinder  (Pellet)
10. Pellet Cleaner/Dryer (Pellet)
11. Pellet Stack Adjuster (Pellet)
12. Pellet Loading Machine (Pellet)
13. End Cap Welder (Pellet)
14. End Plate Welder  (Pellet)
15. Dupic Bundle Storage (Pellet)

2370 cm

10 cm

그림 3-6-3. 핵물질 용기의 배치가 변화된 가상 사고 대한

 기하학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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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용기의 간격 변화와 간격내의 수분 농도에 따른 

최대핵임계도변화(3.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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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용기의 간격변화와 간격내의 수분 농도에 따른 

최대핵임계도변화(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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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UO 2 도와 평판의 두께변화에 따른

 최대핵임계도값 (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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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UO 2 도와 평판의 두께변화에 따른

 최대핵임계도값 (4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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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 UO 2 도와 평판의 두께변화에 따른

 최대핵임계도값 (3.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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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구형의 핵물질계에 대해 부피비율에 따른

 최대핵임계도변화 (3.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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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0. 구형의 핵물질계에 대해 부피비율에 따른 

최대핵임계도변화 (3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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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1. 구형의 핵물질계에 대해 부피비율에 따른 

최대핵임계도변화 (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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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2. 구형의 핵물질계에 대해 부피비율에 따른 

최대핵임계도변화 (1.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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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3. UO 2 도와 농축도에 따른 최대핵임계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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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4. UO 2(5 wt%) 공극의 수분농도가 1.327×10
- 3g/cm 3일때

질량의 따른 최대핵임계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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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5. UO 2(5 wt%) 공극의 수분 농도가 0.1327 g/cm
3일 때

 질량에 따른 최대핵임계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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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6. 구형의 UO 2 핵물질계에 공극의 수분 농도에 따른 임계 

및 미임계 질량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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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고에 대해서는 핵물질 용기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핵물질 용기의 간격의 변화와 핵물질이 핫셀에 쌓일 경우에 대해서 가정

했다. 그 결과, 핵물질 용기의 간격 변화에 따른 핵임계도의 향은 용기

가 완전히 착된 경우보다는 다소 간격이 2 cm 정도 떨어진 경우에서 최

대값을 보 다. 이 지점에서 UO 2 농축도가 5 와 3.5 wt% 그리고 용기 간

극의 수분의 농도가 1 g/cm 3일 경우 최대핵임계도값은 각각 0.81832와 

0.80887로 미임계를 유지하 다.

두 번째 가상 모델로는 핫셀내 핵물질이 바닥에 흩어질 경우를 가정했

다. 핫셀내의 핵물질이 판형으로 쌓일 경우와 구형으로 뭉칠 경우에 대해 

고려했다. 판형으로 쌓일 경우는 5 wt%의 농축도를 갖는 핵물질 280 kg이 

10 cm 까지 쌓일 경우라도 미임계를 유지하 다. 또한 농축도가 3 및 5 

wt%인 UO 2핵물질이 구형으로 뭉칠 경우에 대해서는 공극의 수분 농도가 

각각 4.0 및 0.28 g/cm 3 이하이면 구형의 UO 2 핵물질 280 kg은 미임계

한계치를 만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DUPIC 핵연료 제조 시험시설을 소규모 저장시설로 간주

하여 핵임계분석을 수행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DUPIC 제조 시설의 각 단

위 공정별 취급되는 핵물질의 특성에 입각해 제조시설의 관점에서 핵임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 7 절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중 분진폭발 및 수소 폭발과 

Decay Heat에 의한 안정성 향 평가 

가연성 분체와 분진을 다루는 공정들에서 분진폭발의 위험은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미세한 물질 즉 석탄, 나무, 목재, 분말, 설탕, 고무, 플라

스틱, 일부 금속 및 제약품 등은 점화 가능한 소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

당한 농도로 구름형태로 공기 중에 분산된다면 폭발이 가능하게 된다. 일

반적으로 가연성 분체에 의한 분진폭발은 다른 산업재해와는 달리 설비의 

파괴 등으로 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킨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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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진폭발을 일으키는 분진은 금속분진을 비롯하여 플라스틱, 무기, 유

기화학제품, 의약품, 곡물 농산물, 목재 섬유질유 등 가연성물질로서 이

들을 저장, 가공 및 제조하거나 부산물로서 생산하는 각종 설비 및 공정

에서는 분진 폭발에 대한 예방 및 방호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 미립자의 제조, 분쇄, 건조, 분급, 혼합 등의 공정에서는 유

동이나 부유상태로 취급하거나 고온 분위기하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위험성은 가연성 분체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산업공정에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분체를 취급하는 공정이 최근 분체공학의 발달로 

현저하게 진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립자의 제조, 분쇄, 건조, 분

금, 혼합 등을 대부분 신공정에서는 유동이나 부유 상태로 취급하거나 고

온 분위기 하에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사고사

례가 많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실정이다. 

일본 및 미국 등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분진폭발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

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

내에서도 분진폭발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분진폭발 위험성이 상당히 인식

되고는 있으나 가스 또는 액체에 의한 폭발 위험성만큼 충분히 알려져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책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핵물질을 다루는 DUPIC 설비는 경수로에서 사용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중수로에서 재사용하고자 하는 공정으로 사용후핵연료를 건조한 

상태에서 가공하는 공정이 포함된다. 이때 분진의 발생과 decay heat 에 

의한 설비 및 공정의 안정성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DUPIC 핵연료 처리 설비 내에서 중수로에서 사용할 연료를 제조함에 있어

서 분진 폭발 및 수소 폭발의 가능성과 안정성, decay heat에 의한 안정

성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진으로 인한 폭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적 자

료로서 분진폭발의 이론적 이해와 분진으로 인한 폭발 화재 위험성이 높

은 기존의 다른 공정들에 대한 분진폭발에 대한 실태 및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DUPIC 공정중 사용하게 되는 수소사용에 따른 수소 폭발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하여 DUPIC 설비내 공정중 핵연료의 화학적 물리적 성

질과 공정특성에 따른 분진 및 수소 폭발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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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y heat이 발생함에 따른 공정과 설비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1. DUPIC 핵연료 제조 공정중 분진폭발 및 화재가능성

가. 분체취급 공정에 있어 분진의 폭발․화재 조사

   분체란 아주 많은 고체입자의 집합체로서 각 입자사이에 적절한 상

호작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흔히 말하

는 분말, 분등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에 의하

면 분체는 인류의 생활에 유용한 것으로서 입자경이 약간 큰 고체입자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분진은 공기중에 부유하는 입자경이 적은 고체입자를 

의미한다. 흔히 분진은 인체에 좋지않은 향을 미치며 인류의 생활에 무

용한 것을 의미할 경우가 많다. 분진(dust)은 기체중에 부유하는 미세한 

고체입자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입자상물질은 주로 분쇄, 선별, 집적, 이

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시 발생한다. 국규격

(British Standard 410-1962) 또는 미국규격(ASTM)에 의하면 입자의 직경

이 1 μm(16BS mesh, ASTM No. 18) 이하의 입자 크기를 갖는 분체의 정의

를 받아들이는 것이 편리하며 분진이란 200 BS mesh 체를 통과하는 76 μ

m 이하의 입자로서 한정하고 있다. 분진형태로서는 부유분진 뿐만 아니라 

보통 침강이나 포집에 의해 층상으로 누적된 입자군이나 접적된 입자군도 

포함하며 공기중에 분진이 비교적 균일하게 부유분산된 상태의 고-기혼합

물을 분진-공기혼합물 또는 미분운이라 한다. 이 경우 분진의 농도는 단

위체적당 혼합물중의 미분중량으로 나타낸다. 공기중에서 연소할 수 있는 

분진을 가연성분진이라 하고 특히 공기중의 산소가 적거나 이산화탄소에

서도 착화, 부유상태에서는 격렬하게 폭발할 수 있는 금속분진을 폭발성 

분진이라 한다.

그러나 공업적으로 분체란 의미가 아주 넓어 입자가 큰 곡물에서 입자

가 미세한 화학약품에 이르기까지 또한 입자가 각각 분산된 에어로졸이나 

분진 특히 조립물까지도 포함한다. 고체가 세분되어 분체화 될 경우 고체

입자는 서로 유동성을 갖게되고 비표면적이 크게되어 화학적 활성이 증가

하기 때문에 고체상태와는 상당히 다른 성질을 나타내며 이로 인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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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폭발․화재의 위험성이 높게 된다.

나. 분진의 화재 위험성

 (1) 연소의 개요

    연소란 可燃性物質과 支燃性物質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다량의 열

을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지연성물질은 산소로 한정하고 있

다. 고체의 연소형식으로서 고체는 공기와의 접촉면에 점화에 필요한 에

너지를 가하면 산소가 고체표면에 흡착하여 고체표면에서 산화반응을 일

으키거나 또는 고체가 열분해하여 발생한 가연성가스가 연소를 일으키고 

자기가열반응을 일으켜서 연소가 지속되게 된다. 전자를 표면연소, 후자

를 분해연소라고 한다. 흔히 목탄이나 코오크스와 같이 완전히 탄화된 물

질은 주로 표면연소를 일으키며, 대부분 물질은 주로 분해연소를 일으킨

다.

 (2) 분진의 발화특성

     분진화재는 퇴적분진이나 분진층과 같은 축적된 분진의 연소현상

을 총칭하며 분체화재라고도 한다. 분진은 특히 일반적인 고체에 비하여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이 매우 커서 공기와의 접촉이 용이하고 

산화가 용이하며 이때 발생되는 산화열은 자연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분진은 다공질이나 섬유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퇴적층

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열전달율이 매우 낮아 외부로 부터의 열이

나 자체에서 발생된 산화열등을 축적하기 쉬워 발화점에 달하기가 용이하

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분진의 자연발화는 열의 축적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

되는 편이다 모든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즉 반응이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는 물질의 경우 아주 짧은 시간 내에서도 발화온도를 초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진의 자연발화는 다

음 그림 3-7-1과 같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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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화재․폭발

1. 분진화재

2. 1차 분진폭발

3. 2차 분진폭발

자연발화단계

1. 분진에서의 발화

2. 분해가스에서의 발화

초기발열단계

1. 직사광선

2. 수분

3. 가열표면등

그림 3-7-1. 자연발화의 진행단계.

다. 분진의 폭발 위험성

 (1) 폭발의 개요

 폭발이란 급격한 화학반응에 의하여 본래의 물질이 고온 고압의 

기체로 변하는 현상 또는 어떤 시스템이 화학적 혹은 물리적변화를 일으

켜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에너지가 외부에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폭발은 기상폭발과 응상(凝想)폭발

로 대별할 수 있으며 기상폭발이란 폭발을 일으키기 이전의 상태가 기상

인 경우를 의미하고 응상폭발은 폭발이전의 상태가 고체 또는 액상과 같

이 응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분진폭발이란 기상폭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분진의 연소에 기인한 폭발현상이며 그 발생조건은 연소의 개시조건과 같

이 일반적으로 가연물, 산소 및 착화원이 주어져야 한다. 특히 분진의 경

우 단위중량당의 표면적 즉 비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증가

하게 되어 그 위험성이 높다.

(2) 분진의 폭발특성

공정중 발생하는 분진폭발은 분진입자의 표면에서 산소와의 반응

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서 가스폭발처럼 가연물과 산화제(공기)가 균

일하게 혼합되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덩어리로 되어있는 가연물

의 주위에 산화제가 존재함으로서 불균일한 상태로 반응이 일어나며 폭발

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최고값을 기준할 경우 가스폭발의 수배에 

달한다. 그러나 분진폭발은 가스나 폭발성물질과 달리 발화에 필요한 착

화에너지가 훨씬 높으며 폭발과정을 보면 그림 3-7-2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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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분진의 폭발과정.

위 그림에서 먼저 분진입자 표면에 열에너지가 주어지면 표면온도가 상

승하게 되고 입자표면의 분자가 열분해작용을 일으켜 기체(가연성 기체)

를 발생하고 입자 주위로 이를 방출시킨다. 다음에 이 기체는 공기(산화

제)와 혼합되어 발화, 화재를 발생하며 이 화염에 의한 열은 다시 분진의 

분해를 촉진시켜 결국 폭발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적인 분진의 폭발특성은 표 3-7-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폭발의 용

이성과 폭발의 격렬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폭발에 향을 미치는 인

자는 표 3-2와 같다.

표 3-7-1. 분진 폭발 특성

폭발의 용이성 폭발의 격렬성

폭발 하한 농도 폭발 압력

폭발 상한 농도 폭발 압력 상승속도

발화 온도 화재 전이속도

최소 착화에너지 폭발  한계 산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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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2. 분진폭발에 향을 미치는 인자

분진의 성질 분진운의 상황 기 타

분진의 종류 분진운 농도 착화원의 위치

분진의 입도 산소 농도 착화원의 크기

분진의 형상 불연성물질 용기 또는 공간의 형상

함유 불연성물질 가연성가스
용기 또는 공간의 

폐도

초기압력

초기온도

분진운의 균일성

분진의 유동상황

(3) 분진폭발 위험성

분진폭발의 위험성은 위에서 제시한 분진의 특성이나 폭발에 향

을 미치는 각종 요인에 따라 좌우된다. 즉, 크게 나누어 보면 입자의 크

기와 분위기 조건-수분, 가연성가스 및 증기, 산소-상하한 조건, 최소 착

화에너지, 발화온도, 폭발한계 산소농도, 화재전이속도, 전기저항률 등이 

있다. 따라서 폭발, 화재 예방을 위해 이와 같은 분진의 일반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폭발 下限 濃度

   분진폭발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분진이 적절하게 주어진 공간에 분산

되어 있어야 하고 폭발에 필요한 최저량 즉 폭발하한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보통 이 농도는 g/m3 또는 mg/m3 단위로 표시한다. 따라서 폭발하한

농도가 낮은 분진일수록 폭발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물질이라 할 지라도 다음과 같이 입자의 크기나 분위기의 조건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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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의 크기

   분진의 폭발하한농도는 분진의 입자 크기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일

반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폭발하한농도는 낮아지게 된다. 예로써 

폴리프로필렌(PP)분진의 폭발하한농도와 폭발확률과의 관계를 그림 3-7-3

에 나타낸다. 그림에 보듯 폭발확률이 100 %인 폭발하한농도는 대략 73 

mg/m3이며 10 %는 48 mg/m3이다. 또한 그림 3-7-4는 합성수지의 평균분진

입자의 크기에 대한 폭발하한농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분진의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폭발한계농도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크기가 작은 미

세한 분진이 취급설비 및 공정 내 존재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일정 농도

이상 분진운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수분의 함유량

   분진운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폭발하한 농도

와 최소착화에너지가 높아져 폭발성을 잃게 된다 즉 폭발 위험성이 감소

한다. 따라서 카본블랙(Carbon Black) 생산공정처럼 시스템내에 수분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7-5

은 폭발하한농도와 수분 함유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7-3. 분진의 폭발하한농도와 폭발확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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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 분진의 평균입자크기와 폭발하한 농도와의 관계.

그림 3-7-5. 분진의 폭발하한 농도와 수분 함유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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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가스 및 증기의 함유

   공기 중에 가연성가스와 분진이 혼합된 것을 하이브리드 혼합물

(hybrid mixture)이라 하며 흔히 건조공정이나 합성공정에서 형성되는 경

우가 많고 정 화학공업 등의 발달로 하이브리드 혼합물의 취급이 증가하

고 있다. 이들 물질은 혼합비율에 따라 연소특성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혼합물 즉 분진에 가연성가스가 혼합될 경우 일반적으

로 폭발하한농도와 착화에너지가 낮아지며 폭발시 최대폭발압력과 폭발압

력 최대상승속도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훨씬 높게 된다.

○ 산소농도

   산소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착화에너지와 폭발하한 농도가 낮아지게 

되어 입자가 큰 분진도 폭발 가능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

다. 반면 질소등 불활성가스를 공급하여 산소농도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

면 폭발하한 농도가 높아지게 되어 폭발을 방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폭

발 위험성이 높은 설비의 경우는 가능한 시스템 내에 질소등 불활성가스

를 공급하여 상대적으로 산소농도를 감소시켜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폭발상한농도

   일반적으로 컨베이어 등 기계적인 수송보다는 공기수송이 오히려 폭

발 위험이 적은 데 이는 분진운의 농도가 높아 폭발상한농도를 초과하기 

때문으로서 이 농도에서는 착화원이 있어도 분진의 폭발이 발생되지 않게 

된다. 즉 이 폭발상한과 하한간의 농도를 폭발범위 또는 연소범위라 한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스와 달리 분진의 경우 그 폭발 상한 농도는 

실험 기술상의 어려움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림 3-7-6

은 참고로 탄진의 폭발상하한계에 미치는 산소농도의 향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리고 폭발상한 농도는 분진이 유동하는 경우 그 유속의 증가에 의

해 크게 저하되고 폭발하한계농도는 그다지 변화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7-7은 유속변화에 따른 폭발한계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따라서 분체를 고농도 및 고속으로 공기수송에 의해 수송하는 시스템

에서는 분진이 착화, 폭발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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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분진 폭발 상한/하한 농도에 미치는 분진 농도의 향.

           (탄진: 270-400mesh)

그림 3-7-7. 유속변화에 따른 분진 폭발한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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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의 유속을 증가시키면 폭발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폭발이 발생하는 

한계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바 설계시는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고농도 및 고속으로 분체를 수송할 경우에 착화, 폭발이 어려

울 뿐만 아니라 만일 그 내부에 고체의 화염이 존재한다하여도 수송에는 

폭발이 야기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고체의 화염은 단시간에 소멸되지 않

는 것으로 그 후속공정에서 유속이 저하될 경우 그 화염이 착화원으로 작

용하여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유속이 고속일 경우에는 다량의 정전

기 발생에 의해 착화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송한 분체를 사일로 등에 직접 방출할 경우에는 유속이 낮아지

고 분진운의 농도가 저하되어 폭발범위의 농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최소 착화에너지

   분진운에 일정 에너지가 주어지면 착화, 폭발되는데 이때의 

에너지의 최소치를 최소착화에너지라 한다. 이 최소 착화에너지는 분진의 

종류 및 분진의 농도에 따라 변한다. 그 예로 그림 3-7-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의하면 최소착화에너지는 분진입자가 작을수록 낮아지게 되며 

또한 분진운의 농도를 폭발하한농도로 부터 증가시키면 최소착화에너지는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분진운의 농도가 어느 이상에서는 그 변화가 적다. 

또한 분진운에 수분이 존재할 경우는 최소착화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 

그림 3-7-8. 최소 착화에너지와 분진농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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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온도

   가연성분진을 공기중에서 가열할 때 발화하는 최저온도를 발화온도

라 한다. 발화온도는 가열하는 용기나 측정방법, 분진의 형태 등에 따라

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물성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험도를 

판정함에 있어 이용되기도 한다. 분진의 형태로서는 부유분진과 집적분진

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집적분진은 부유분진에 비하여 입자간의 거리가 짧

아 산화반응의 과정에 있어서 단위체적당의 열의 손실이 훨씬 적다. 따라

서 집적분진이 부유분진의 경우보다 발화온도가 낮은 편이다.

○ 폭발한계 산소농도

   산소농도를 감소시키면 폭발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폭발상한경계와 

하한경계가 일치되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산소농도 보다도 그 농도가 낮

아지게 되면 분진운은 폭발하지 않게 된다. 이 한계의 산소농도를 폭발한

계 산소농도라 한다. 이는 실제 시스템에서 공기에 불활성가스 즉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희석하여 산소농도를 감소시킴으로서 폭발, 화재를 방지하

는 데 이용되고 있다. 폭발한계 산소농도는 사용되는 불활성가스의 종류

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유기분진의 폭

발한계 산소농도는 13~16 %정도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도 고온로와 

같은 강한 열원에서는 산소농도가 10 % 정도에서도 폭발할 수 있다.

○ 전기저항률

   분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정전기가 대전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미분에서는 그 정전기가 착화원으로 되어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정전기

는 흔히 두 물체가 접촉하여 떨어질 때 발생하고 그 발생량은 물체가 부

도체일 경우에 문제가 되며 양도체일 경우에는 발생된 전하가 용이하게 

이동되어 접지된 경우 대지로 흐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기정항률이 106 

Ωm 이하인 것을 도체, 1010 - 1011 Ωm 이상의 것을 부도체라 한다. 그

리고 전기저항률이 1010 Ωm 이상의 물체에서는 정전기의 이동이 일어나

기 어렵고 따라서 대전되기 쉽다. 고속 기체관로 수송 시스템에 있어서는 

다량의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타의 분체 취급공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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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정전기 발생이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나. 분체취급설비 실태 및 분진폭발 화재 사고사례 조사

   분진 발생공정 및 분체를 취급 공정 및 이용하는 공정 중 특별히 폭

발 위험가능성이 높은 주요공정과 작업내용은 다음 표 3-7-3과 같다.

(1) 국내에서의 분진폭발 화재사례

    국내에서도 일반 분체 취급 설비 및 공정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분

진으로 인한 폭발, 화재 사고사례가 많이 발생되었다. 최근 화학공업 발

달과 식품, 사료 수용증가에 따라 분체 사용 공정 및 설비 증가로 그 사

고의 사례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사례발생 사업장에서는 가능한 한 

공개하려하지 않는 것이라 그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3-7-3. 분진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공정과 작업

공   정 작    업

혼합(混合) 투입(投入), 혼합(混合)

분쇄(粉碎) 분쇄(粉碎), 파쇄(破碎), 연마(硏磨)

수송(輸送)
운송수단에 의한 수송, 기계수송-컨베이어등, 공기수송-공급기, 

수송관, 포집기기등

집진(集塵)

분급(分級)
집진장치-사이클론, 백필터, 전기집진, 스크러버등, 분급기

저장(貯藏) 저장-호퍼, 사일로(Silo), 빈(Bins)등

분진폭발 및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사례중 주요 공정을 보면 기계

식수송과 공기수송등과 같은 수송공정, 집진공정, 분쇄공정, 저장공정, 

건조공정 등에서 발생하 고 착화원으로 보면 팬(fan) 이상, 팬의 막힘현

상 등에 의한 팬 과열, 원재료중 이물질와 설비로 부터의 이물질 등과의 

마찰, 정전기 스파크, 용접 불꽃, 전기설비 이상 등이 있다.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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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류를 생산하는 목재회사 경우

   공정에서 발생되는 목분(木粉)을 보일러 연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공기수송 시스템으로 이송중 팬의 마찰 스파트에 의해 분진 폭발 발생

하여 수송 닥트 파괴

○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회사경우

   ABS 수지를 유동층건조기를 이용 건조 작업중 정전기 스파크로 폭발 

발생하여 건조기 연결 닥트부 파괴

○ 합판생산 회사경우

   목분의 마찰 또는 정전기로 인해 1차 폭발후 진화작업중 집진기에서 

2차 폭발

○ 사료회사 경우

   공정중 분쇄기에 연결된 닥트의 외부 보수작업을 위한 용접작업중 

곡물분진의 분진폭발 발생하여 집진기 및 부속 닥트 파괴

○ 곡물저장 회사경우

   옥수수 운송 함선에서 사일로 까지의 부역 작업중 곡물에 함유된 이

물질과 피이더(feeder)의 마찰 스파트에 의해 발화하여 컨베이어를 통해 

급격하게 화염을 전파하게 된 경우와 부역작업중 호퍼내부에서 1차 폭발

후 버킷 엘리베이터 및 집진기에서 연쇄폭발한 경우로 정전기를 착화원으

로 추정되는 사례

○ 제목 및 인쇄물 제조 회사사례

   전기설비의 충전부 누전으로 집진되어 있던 종이 분진에 착화하여 

화재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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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공장의 수송배관사례

   나무분진이 수송배관의 배출구를 막음으로써 이송 팬의 마찰열로 인

한 과열 발생하여 발화한 사례

○ 식품회사 사례

   공기수송 닥트로 전분을 이송하는 공정에서 장치에서 탈락된 철핀 

등의 이물질 혼입에 의한 스파크로 폭발한 사례

(2) 일본에서의 분진폭발 화재사례

    일본의 경우 1987년 분진폭발 방지대책 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례를 조사한 결과 1952년에서 1984년 사이에 발생된 분진폭발 사례는 

총 225 건으로 년평균 7 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화재 및 

사고 사례를 공정 및 착화원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경우와 같이 

분쇄공정, 집진분리공정, 건조공정, 수송공정, 저장공정, 연소실 등에서 

발생하 다. 그리고 착화원을 보면 마찰에 의한 경우, 금속의 과열, 정전

기 스파크, 용접 등의 불꽃, 자연발화, 전기설비 등이다. 분진의 종류를 

보면 석탄(5 %), 무기약품(13 %), 금속(22 %)-알루미늄, 마그네슘등, 농

산가공품(19 %)-전분, 쌀겨, 가루 등, 합성품(14 %)-색료중간물, 플라

스틱, 합성세제, 합성접착제, 유기화학약품(19 %), 섬유류(8 %)-목분, 코

르크, 지분 등이 있다.

(3) 미국에서의 분진폭발 화재사례

    미국의 경우 곡물 사일로 및 사료공장에서의 분진폭발 사고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중 사례를 보면 1977년 곡물회사의 분진 폭발 사

고로서 폭발압력으로 사일로가 파괴, 비산되면서 저장용량이 163,000 톤

인 73 개의 사일로중에서 48 개가 대파한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물적손

실도 사상최대의 사일로 폭발사고로 기록된 것으로 원인은 벨트 컨베이어

의 마찰에 의해 분진에 착화 또는 사일로내의 곡물이 산폐되면서 발생하

는 고열과 가스에 의한 자연발화 등으로 추정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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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진의 폭발 화재 예방대책

   분진폭발로 인한 재해방지 대책으로는 설비 내에서의 폭발 화재를 

사전에 방지 예방하는 예방대책과 만일의 경우 폭발이 발생할 것에 대비

하여 피해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설비와 인적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한 피해 

제어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흔히 가스폭발은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

고 분진폭발은 예방 및 피해 제어대책을 모두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분진폭발이 가스폭발 보다 일반적으로 예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분진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예방대책의 기본원리

    일반적으로 연소에 필요한 요소는 가연성물질, 산화제 즉 산소 그

리고 착화에너지이며 분진폭발 역시 본질적으로는 급격한 연소의 일종으

로서 폭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를 가능한 제거하거나 격

리하여야 한다.

공기중에서 분진 폭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분진이 공기중에서 부유 분산되어야 하며,

둘째, 분산된 분진의 농도가 폭발하한계 이상의 농도에 달하여야 하고,

셋째, 충분한 에너지를 갖는 착화원이 있어야한다.

따라서 분진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완

벽하게 배제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실체 취급설비에서 이들을 완벽하게 

배제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취급설비 및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 가연성분진을 제거한다.

2) 분진운의 생성을 방지한다.

3) 산소를 제거하기위해 불활성물질을 첨가한다.

4) 착화원을 제거한다.

5) 습식 프로세스를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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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분진운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체의 입경을 크게하면 가능

할 것 같으나 실제 공정중 마찰 등에 의해 미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완전

한 방지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공정을 습식으로 하는 것에는 분진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나 실제 가능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아진

다. 또한 분진 취급설비는 가연성용제 및 가스 취급설비 처럼 공정 내분

에 산소를 배제하기가 어려운 설비가 대부분이다.

(2) 분진폭발 예방대책

  (가) 분진의 발생제어

       분진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진이 부유, 비산되

지 않게 하여야 한다. 부유,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분진의 발

생을 방지하는 방법 둘째, 비산을 방지하는 방법 셋째, 발생된 분진을 제

거하는 방법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여기서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원료의 종류, 원료의 입경, 제조방법 그리고 습식 공정의 채용등을 적절

하게 활용함으로서 그 발생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분진의 비산 방지

       발생한 분진이 주위로 비산되어 분진운이 생성되는 것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설비를 기

구조로 하고 둘째, 호퍼(hopper), 사일로(silos)등의 주입구는 낙차를 감

소할 수 있는 특수 슈우트(chute)를 사용하고 셋째, 호퍼등 설비의 용량

을 과대하게 하지 않고 적절한 크기로 하며 넷째, 컨베이어나 버킷 엘리

베이터 등을 공기수송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방법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설비의 크기를 작게하고 또 여러 개로 분활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 분체를 가능한 건식보다도 습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

 

 (다) 설비 내외부에서의 분진 제거

      일단 발생된 부유분진이나 집적되어 있는 분진은 제거되어야 한

다. 집적되어 있는 분진은 화재나 소규모의 폭발 또는 화재의 진화과정 

중에서 흔히 부유하게 됨으로서 폭발 또는 2차 폭발을 야기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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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따라서 부유분진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이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서 사일로 등에서 분진의 형성을 방지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집진기를 설치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 백필터 등 집진기

는 정전기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집진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집진기에서의 폭발이 사일로 등의 폭발을 

야기함으로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업장에 

분진이 누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장치 또는 전구 등 열원이 있는 곳에 분진이 누적되는 경우에

는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청소시는 분진이 가능한 부유

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또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방폭성능이 있고 정전기방지를 고려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불활성물질의 첨가

       불활성 가스의 경우는 경제성 및 제품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분

진 취급플랜트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우나 대상으로 하는 분진의 

종류나 사용범위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착

화원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위험설비에는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설비 내에 불활성가스를 공급하여 산소농도를 폭발하한농도 이내로 억

제하는 것은 일반 화학플랜트에서는 흔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압 

상태에서 운전되는 경우에는 기 성이 양호하지 못하여 불활성가스를 사

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착화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확실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와 공정을 개선하여 사용할 경우 대책

으로서 바람직하다. 불활성가스로서는 일반적으로 탄산가스와 질소가 사

용되고 있으며 연소 폐가스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경우 산소를 완전하게 불활성 가스로 치환하는 것

은 비경제적이어서 산소농도를 착화하지 않는 허용한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 적절한 안전율은 취급 분체나 기타 조건에 따라야겠지만 

보통 분진운이 착화하는 한계농도 이하보다 2 % 정도 낮으면 된다. 일반

적으로 탄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12 %, 질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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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정도로 하는 것이 좋으나 강한 착화원 즉 고온표면, 폭발물, 용접

버너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산소농도를 특히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탄산칼슘, 규조토, 실리카겔, 무기염 등의 불활성 분체를 가연성 분진

중에 혼입하는 방법이 있어 냉각효과와 부유성을 억제하는 효과에 의해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이나 공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의

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마) 착화원의 제거

       일반적으로 가연성가스의 착화에너지는 가스나 증기에 비하여 

높으며 가스의 최소착화에너지는 약 0.02~0.05 mJ인데 반하여 분진은 가

스에 비하여 약 10~100 배 이상 높다. 그러나 보통의 스파크도 그 에너지

가 100 mJ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화기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표

에 일반적인 착화원의 종류와 그 예를 나타내었다.

열 원 착 화 원 예

열
화염, 고온가스, 방사열, 연소입

자, 고온고체면, 자연발화

연소실, 가열로내 화염, 보일러, 전

열기, 열교환기, 공기압축기, 원동

기, 송풍기, 용접, 용단, 퇴적분체

빛 적외선, 자외선, 태양광선 가열, 집광발열 인화

기계 마찰, 접촉, 파괴, 유체분출
진동하중, 충격파괴, 파열, 절손, 접

촉, 격돌, 전도, 압력변화, 분출

화학
촉매, 화학변화, 분해, 산화, 중

합
각종 분자의 분자결합

전기 정전기방전, 직류방전, 교류방전

대전기방전(전기기기, 설비기기, 분

체), 직류교류방전(전동기, 전기기

기, 스위치), 전기용접, 낙뢰

이중 특별히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일반화기 

(나) 전기설비의 과열 이나 스파크 (다) 정전기 방전 (라) 이물질 혼입이

나 도구 또는 기계동적부의 충격 및 마찰에 의한 스파크 (마) 기계설비의 

국부 과열 (바) 자연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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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냥, 라이타, 난로 등과 같은 일반 화기를 소지하고 출입함을 

금지하여야 한다. 전기설비의 과열 및 스파크의 경우로 스윗치류의 개폐

시 스파크, 휴즈나 배선 등의 쇼트 또는 누전, 전구의 파손시 스파크, 모

타나 조명기구의 과열등에 의한 폭발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분

진폭발의 사례에서 보듯 정전기로 인한 경우가 많다. 분체 취급설비에서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촉하는 물체의 특성과 접촉, 분리

과정 등 물리적 현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분체를 가공 및 저

장하기 위한 분쇠, 분리, 집적 및 건조공정, 컨베이어 등을 이용한 기계

식수송 또는 공기수송 공정 등에서는 정전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따

라서 이들 공정에서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분쇄공정

   폭발 및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공정으로 가연성물질을 

분쇄하게 되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분체의 파괴나 상호간의 마찰, 충동 

그리고 분체와 분쇄기 간의 마찰, 충돌 등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일반적인 폭발방지 가이드로써 형태 및 크기가 매우 불균일한 

분체를 적당한 크기의 균일한 분체로 만든다음 서서히 분쇄해야 하며 분

쇄량은 될 수 있는 한 소량으로 하고 분쇄속도도 비교적 느리게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 집진공정

   백필터를 이용한 집진의 경우 백필터와의 마찰, 충돌에 의해 정전기

가 많이 발생하며 백필터에 부착되어 있던 분체의 박리에 의해서도 정전

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백필터의 재질 선택에 있어 분체의 종류에 

따라 상호 마찰이나 충돌에 의해 정전기가 적게 발생되는 재질 그리고 전

도성 또는 대전방지 처리된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혼합공정

   혼합공정에서는 분체 상호간이나 혼합기와의 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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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기 때문에 그 혼합속도를 늦추고 또한 취급량도 가능한 적게하여야 

한다. 

○ 건조공정

   건조공공에서는 분체 상호간이나 건조기와의 마찰 충돌에 의해 정전

기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기본적으로 접지에 의한 대전

방지를 하는 것이다. 접지란 금소도체를 대지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므로서 

서로 같은 전위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설비 내부에서 발생된 정전기를 

대지로 누설시킴으로서 축적이나 대전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전기 

대책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분체 취급설비는 반드시 적절하게 접

지를 하여야 한다. 

위에 살펴 본 경우이외에도 자연발화가 분진폭발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데 특히 자연발화는 미분탄 등에서 많으나 건조, 저장공정에서 발생할 위

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온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축

열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라. DUPIC 공정 및 설비내 분진 폭발 가능성요인 분석 및 평가

   앞에서 조사해 본 결과 중 분체를 다루는 일반적인 공정들에 있어서 

분진 폭발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이들의 한계값이나 그 경향을 정리

해 보면 다음 표 3-7-4 와 같다. 이들 향 변수들을 DUPIC 핵연료 제조 

공정에 비추어보면서 그 분진 폭발 요인들을 예측해 보고자한다.

따라서 분체를 다루는 일반적인 공정에서 분진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조건 및 환경이 동시에 형성될 때 가능하다. 첫째로 

분진운이 형성되어있고 둘째로 이 분진운과 함께 산화제 즉 공기나 산소

와 같은 가연성 가스가 분진-가연성가스의 혼합가스운을 형성하고 이와함

께 불씨를 제공하는 발화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 조건이 모두 동시에 이루어 질 때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

이다. 따라서 표 3-4에 정리된 여러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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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미치는 변수들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 모든 변수들은 

각 입자들의 종류에 따라 그 값은 다르게 되며 특별히 방사능 물질인 경

우에는 그 실험이나 사례도 없어 각 변수들의 한계값들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및 설비에 있어서 분진 폭발과 관련된 향인자

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크게 분진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소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발생될 수 있음을 상기하기로 한다. 우선, 핵

연료공정이 진행되는 시설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DUPIC 

공정은 크게 PIEF와 M6 핫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PIEF 시설에서는 절단

공정이 진행된다. 

표 3-7-4. 분진폭발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한계값 및 경향

분진 폭발관련 향변수 한계값 또는 경향

폭발상하한

계농도

입자의 크기 작을수록 하한계 농도 낮아짐

수분함유 많을수록 위험성 적음

가연성가스/증기 함유 높을수록 위험

산소농도 높을수록 위험

최소 착화에너지
분진 크기 작을수록 감소, 위험성 증가

수분량 높을수록 증가, 위험성 감소

발화온도 집적분진이 부유분진보다 낮음

폭발한계산소농도 낮을수록 위험 (13-16%:유기물질)

화염전이속도 높을수록 위험

전기저항률 정전기 발생시 위험요소

길이가 약 4 m 인 사용후 PWR 핵연료 봉을 약 25 cm 길이로 low speed 

다이몬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다. 절단시 분날의 비산 방지를 위한 

별도의 장치 부착과 냉각유를 사용함으로써 분진운이 형성될 수 없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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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분진폭발의 위험성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M6 핫셀 

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정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M6 핫셀에서의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은 5 가지 작업 분야 즉, 탈피복

(decladding), 분말준비(powder preparation), 소결체제조(pelletizing 

and sintering), 핵연료봉 제조(fuel rods manufacturing), 핵연료 다발 

조립(bundle assembl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공정 중 폭발 조건 

형성의 가능성이 있는 분체 공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탈피복 단계: slitting

○ 분말준비 단계: 산화/환원 공정, sieving, milling, 

○ 소결체제조: sintering 공정, 연삭공정, 

○ 핵연료봉제조단계: 용접공정, 

○ 핵연료 다발조립단계: 용접공정

각 단계의 공정중 사용 장비들과 환경 조건을 분석하고 폭발 가능성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탈피복 단계에서는 slitting 작업이 수행을 위해 slitting machine을 

사용하게 되는 데 이 장비는 앞서 절단된 핵연료봉을 피복하기 위해 내부

에서 절단된 핵연료봉의 축방향을 따라 cutter가 절단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피복과정에서 핵연료봉속에 있는 핵연료가 봉 속으로부터 나오게 

되나 그 분체형태로서 나오기 보다는 뭉치형태로서 나오게되고 절단과정 

중에서 미량의 분체형태가 나올 수도 있으나 그 양이 분진폭발의 상하한 

농도범위에 속하지 못하므로 분진폭발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분말준비단계에서는 slitting된 연료봉을 산화/환원로에서 450 ℃로 가

열 산화로 부피팽창시켜 핵연료와 피복관을 분리하고 이를 sieving하여 

분리하고 산화에 의해 탈피복된 분말은 질소 또는 수소와 아르곤 가스의 

혼합가스을 이용하여 600-700 ℃에서 환원시키고 분말의 소결성 향상과 

적절한 화학성분 조절을 위하여 천연 이산화우라늄을 혼합하여 milling 

공정을 수행토록 한다. 이때 사용되는 장비로는 OREOX furnace와 powder 

mill를 사용한다. 산화/환원로 내부의 온도는 고온이고 산화과정중에는 

공기를 사용함으로 발화원과 산화제는 존재하나 핵연료는 로내에서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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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을 거치는 동안 분말덩어리로 응결되어 분진운이 형성하지 못하므로 

그 폭발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milling machine으로 

attritor milling 장비(simoloyer)가 사용되는 데 분말 물질은 폐된 

링통 내에 주입되고 milling 후에 배출됨으로써 장비 내에서 분진운 형성

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분진 

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Mill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분말은 입자가 미세하여 유동성이 나쁘며 

공기중에 부유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동성 개선과 방사능 오염 확산 방지

를 위해 과립형태로 만든다. 이를 위해 분말을 slug 형태로 제조하는 예

비 성형(precompaction) 공정과 예비 성형된 slug를 일정한 크기로 과립

화(granulation)하는 공정이 수행된다. 이 공정을 위해 roll compactor를 

사용한다. 이 장비는 설계요건으로서 분말장전 및 배출시 분말이 누출되

지 않도록 폐된 구조로 설계되었고 milling 공정에서 나온 미세 분말을 

직접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분말이 분진운을 형성할 수 없는 조건이라 폭

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체 제조단계에서는 윤활제가 첨가된 과립분말을 성형다이에 넣고 

일정 압력을 가함으로써 압분체를 만들게 된다. 이를 위해 compaction 

press를 사용한다. 이렇게 제조된 압분체를 환원분위기, 1700 ℃ 이상의 

고온에서 소결체로 만들기 위해 고온 소결로(sintering furnace)를 사용

한다. 이때 이 소결로 주입된는 분말은 압분체임으로 분진운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분진 폭발의 우려는 없다.

제조된 소결체를 균일한 치수로 만들기 위해 연마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centerless grinder(무심 연마기)를 사용한다. 연마 공정중에는 분

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발생분진이 일정 농도의 분진운을 형성하기 어

렵고 또한 이 장비에는 연마중 발생하는 분진을 처리하는 dust collector

를 장착하 기에 분진 발생에 따른 위험요소는 없다고 사료된다.

다음 공정으로 핵연료봉 제조단계와 핵연료 다발조립단계에 용접작업이 

속해 있으나 이는 DUPIC 소결체를 피복관에 장전하고 양단을 용접하거나 

다발의 접합부위를 용접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분진 폭발과는 관련이 없으

나 용접 작업이 같은 M6 핫셀에서 진행됨으로 주위에 분진운 형성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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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분진 폭발조건이 있을 때 점화원으로써의 작용만 유의한다면 분

진폭발 위험은 없다.

따라서 검토해 본 바 몇몇 작업이 분진 폭발의 조건중 한가지 정도를 

만족시킬만하지만 분진폭발은 최소한 3 가지 조건 즉 일정농도의 분진운 

형성과 산화제 존재 그리고 점화원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나 이런 경우

는 없음으로 DUPIC 공정에 있어서 분진 폭발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2. DUPIC 핵연료 제조 공정중 수소폭발 위험가능성 

가. 수소폭발 개요

   DUPIC 공정중 수소를 이용하여 탈피복 및 분체를 얻기 위해 산화/환

원로나 소결체를 만들기 위한 소결로에서 수소를 이용한 환원반응을 진행

시키게 되어었다. 그러므로 수소의 특성과 여러 인자들의 그 위험성에 어

떠한 향을 주는 가를 이해하는 것은 수소를 이용하는 시설의 운 이나 

취급에 있어 안전한 설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먼저 일반적

인 수소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수

소의 취급에 있어서 위험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DUPIC 공정중에서 발생할 가능요인들을 조사 검토하고자 한다.  

나. 수소의 물리화학적 성질

(1) 물리화학적 성질

    수소는 모든 원소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로 일반적인 자연상태에

서는 거의가 화합물로 존재하고 여러 종류들의 물질들과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다. 그러나 저온에서는 반응성이 낮고, 촉매가 없으

면 상온에서는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데, 이러한 것은 수소의 해리 반

응에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흡열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다.

H2 -> 2H △H=103.2 kcal/mol

수소의 해리는 고온, 방전, 빛을 쪼임 등에 의하여 일어나며 해리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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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태의 수소는 강한 환원성을 갖고 있어 각종의 산화물이나 황화물들을 

환원시키고 수소화물을 만든다. 또 금속표면에서는 재결합에 의한 발열로 

고온을 생성하여 융점에 이용되기도 한다.

수소는 공기, 산소, 할로겐, 질소화물 등의 지연성 가스와는 연소반응

을 일으키고 적당한 농도, 온도, 압력의 조건에서는 폭발적으로 반응한

다. 이러한 반응들은 상온에서 에너지를 주어 일으키게 되나 불소 등과는 

에너지를 주지않아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그 외의 비금속원소와는 

적당한 촉매나 고온에서 반응하여 공유결합성의 수소화물을 형성한다. 또 

알칼리 금속, 알칼리토류 금속, 전이금속등과도 반응하여 수소화물을 형

성한다. 수소는 고온에서 금속산화물을 환원시켜 산화가가 낮은 산화물이

나 금속을 만들고 유기화합물에도 백금 등의 촉매를 사용하여 불포화 화

합물이나 알데히드 등을 환원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수소의 반응성을 예

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산소 또는 공기와의 연소 반응

2H2 + O2 -> 2H2O         △H= -115.6 kcal

(나) 염소와의 빛 쪼임에 의한 염화수소 생성

H2 + Cl2 → 2HCl             △H= -44 kcal

(다) 불소와의 상온에서 반응

H2 + F2 → 2HF              △H= -128 kcal

(라) 질소와의 고온 고압, 촉매하에서 암모니아 생성

3H2 + N2 → 2NH3             △H= -24 kca

(마) 금속산화물의 환원

Fe3O4 + 4H2 → 3Fe + 4H2O

(바) 금속염화물의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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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2 + H2 → V + 2HCl

(사) 불포화 탄화수소의 수소첨가반응

C2H2 + H2 → C2H4

C2H4 + H2 → C2H6

(아) 일산화탄소의 methanol 생성

CO + 2H2 → CH3OH

다. 수소 연소 및 폭발

(1) 가스 누출

    수소가스와 관련된 재해 사고 예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사고의 원

인으로서 가스의 누설이 가장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연성 가스가 

용기나 배관내에 존재할 때는 산소나 점화원을 그 속에 넣지않는 한 위험

성은 없으나 공기중에 유출되면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하고 점화원이 존

재하면 폭발 화재를 일으켜 주변에 대규모의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누출

은 수소가 정상적으로 저장, 이동, 반응용기, 배관 등에서 내적, 외적 요

인에 의하여 파손, 균열, 노화 등에 의해 유출되어 일어난다. 수소의 누

설은 기체의 경우와 액체의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소비자들은 가

스상의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저장용기 및 주변기기들로부터의 누

설에 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가스의 누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용기와 밸브의 연결부분, 안전밸브 

조정기 및 조정기 연결부, 가스호스 및 연결부분 등이며 수소는 분자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 가스에 비해 적은 구멍으로도 누설될 수 있다. 즉 공기

가 통하지 않는 폐용기 일지라도 수소가 통하지 않는 폐용기로 판단

할 수 없다.

또한 액체 수소도 다른 기체의 액상에 비해 분자량이 작고 점도가 극히 

적기 때문에 매우 작은 구멍이나 틈새를 통해 누출될 수 있으며 액체 수

소가 소량만 누출되더라도 기화하여 수백배 용적의 저온 가스가 형성되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공기보다 가벼워져 위로 상승하게 된다. 누출된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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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공기 또는 공기중의 수분을 응축이나 응고시켜 하얀 안개를 일으

킨다. 이 안개는 기화 확산된 수소의 퍼짐 정도를 표시하지만 실제로 착

화에 의한 범위는 이보다 더 넓다. 액체 수소가 누출된 것을 발견하면 즉

시 밸브를 잠그고 누출원을 차단하고 불활성가스 등으로 수소 농도를 폭

발하한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누출된 수소가스는 공기와 혼합하여 가연성 분위기를 만들고 바

람 등에 의하여 가연성 범위를 확대시킨다. 가연성 가스의 확산 성질은 

유체역학적 특성, 기체의 도 주변의 상황등에 따라 크게 다르며 그 주

된 확산 방법은 분자확산, 대류확산, 분류확산 및 대기확산 등이 있으며 

실제의 경우는 이러한 확산 기구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공기와 혼합하게 

된다. 

(2) 연소 및 폭발

    수소로 연소하기 쉬운 기체로서 공기 또는 산소와는 매우 넓은 범

위에서 가연성 혼합가스를 만들며 산소 이외의 지연성 가스는 염소나 질

산화물 등이 있으며 이들과도 가연성 혼합가스를 형성한다. 수소는 탄화

수소류 보다 발화온도가 비교적 높지만 발화에너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정전기 불꽃 등에 의해서도 쉽게 점화된다. 다음 표는 수소가스의 연소와 

관련된 특성들이다.

표 3-7-5. Combustion properties of hydrogen

총발열량 141,800 kJ/kg 화염온도 2,000℃

진발열량 119,900 kJ/kg 불꽃의 복사전열 17 - 25 %

공기중 연소한계 4 - 75.0 Vol/% Safe gap 0.29 mm

공기중 폭굉한계 18.3 - 59.0 Vol/% 공기중 연소속도 2.7 - 3.5 m/s

한계산소지수 5.0 Vol/% 공기중 폭굉온도 1,500 - 2,200 ℃

발화온도(고온공기) 671 ℃ 최소점화에너지 0.02 mJ

발화온도(고온면) 571 ℃ 폭발속도 1480 - 2150 m/s



- 193 -

표에 있는 특성들은 상온에서의 측정값들이며 압력, 온도 등의 초기 조

건에 따라 연소속도, 연소범위 등은 크게 달라지며 혼합가스내의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연소의 특성에 향을 미치는 또 다른 특성은 부력속도, 확산 속도인데 

수소는 다른 기체에 비해 이 값들이 매우 커서 쉽게 주변에 확산되어 가

연성 분위기를 만들게 되고, 또 다른 기체에 비해 연소 범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연소나 폭발의 위험성도 높다. 또한, safe gap이 다른 가연성 가

스들에 비해 매우 적고 연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소의 연소화염을 억

제하기 위한 flame arrester의 설계나 제작도 복잡하고 어려우며 screen

형은 부적당하다는 보고가 있다. 또 연소속도가 크다는 것은 긴 터널이나 

파이프에서는 연소에서 폭발로 다시 폭굉으로 쉽게 전이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L/D > 100이 되면 deflagration에서 detonation으

로 전이된다.

수소의 공기중에서 폭발압력은 탄화수소계열의 가스폭발과 비슷한 5 - 

8 kg/cm2이 된다. 수소의 화염은 탄화수소보다 뜨겁지만 지속시간이 1/5 

- 1/10 이고 복사에 의한 전열도 메탄의 1/4정도이며 폭발에너지는 동일

부피의 메탄이나 가솔린 증기폭발의 1/3 - 1/20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수소가 갖는 물성중에서 확산속도가 빠른 것은 개방된 공간에서는 연소 

범위나 폭발범위의 농도에 이르기 전에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

며, 폐 공간에서는 천장부근에서 환기를 시킴으로 폭발이나 연소를 방

지할 수 있다. 폭발과 관련된 몇 실험자들의 결과를 다른 가스와 비교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폭발농도 범위지수가 18.5로 천연가스 2.62, 프로판 3.3, 일산화탄

소 6.0에 비해 가장 넓다. 

○ 폭연의 경우는 산소중에 23.5, 공기중에 19.5 임에 비해 탄산가스는 

5.9, 암모니아 5.3으로 그 범위가 훨씬 넓다.

○ 폭굉범위 역시 산소중에 6, 공기중에 3.3에 비해 탄산가스는 2.4, 

암모니아 3.0으로 이것 또한 넓은 범위이다.

○ 점화에너지는 황화탄소보다는 약간 크나 10-5 J급으로 프로판의 20

배, 톨루엔의 100 배 정도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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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약에 의해 점화시키는 경우에도 메탄의 1/20000, 프로판의 1/5 - 

1/60 정도만으로도 쉽게 기폭된다.

○ Safe gap은 0.29 m/m로 메탄의 1/5, 프로판의 1/3정도로 매우 적은 

허용틈새를 갖고 있다.

○ 소염거리는 에틸렌과는 비슷하나 0.019 cm로 일반가스에 비해 수배

의 길이를 요구하고 있다.

○ Run-up length 역시 프로판은 10 m/s의 화염속도의 경우 101 m를 필

요로 하고 있으나 수소는 수 m 이내에서도 폭굉으로 발전한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3) 기타 반응

    수소는 자신이 안정한 화합물로 에틸렌이나 산화에틸렌같이 분해폭

발은 일어나지 않으나 각종의 수소첨가 반응에 이용되며 그 첨가반응은 

발열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열에 의하여 이상 고온이 되고 그 이상고온에 

의해 에틸렌 등의 이상 분해반응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또한 수소는 화

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환원제에 해당하여 산화제나 할로겐 등과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며 이러한 반응에 의한 사고의 예도 많다.

수소는 낮은 온도에서 높은 농도 범위까지 공기와의 혼합으로 폭발을 

일으키기 쉽고 누출이 쉬운 성질외에 수소를 취급하는 용기나 배관 재료 

등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금속은 수소가스 분위기하에 있을때나 금속 

표면에 수소를 포함한 화합물이 있어 열이나 전해작용 등으로 활성화된 

수소원자가 생성될 경우에는 수소가 금속중에 침입, 확산하여 기계적 성

질에 중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4) 수소-공기 혼합가스의 폭발 사례 특성

    수소가스의 폭발위험성과 폭발특성을 을 이해하기 위해 수소와 공

기의 혼합가스를 폭발통 내에서 폭발실험을 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원통형용기를 사용하고 이에 strain식의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점화원은 용량방전에 의한 전기불꽃을 이

용하여 점화에너지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 다. 실험은 폭발특성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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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주요요인으로 혼합가스이 농도와 초기 압력을 변수로 하고 용기의 

크기에 따른 폭발특성도 측정하 다.

○ 농도변화에 따른 폭발특성변화

   수소는 화학적 구조가 간단하고 가벼워서 대기중에 쉽게 확산되어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형성하며 점화에너지가 매우 작고 폭

발범위가 넓으며 연소범위에서는 점화원에 의하여 연소하기보다는 거의 

폭발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수소가스도 다른 가연성가스의 경우와 

같이 대기중에 확산된 농도에 따라 폭발특성이 다르며 이러한 폭발특성을 

측정하므로서 수소의 누출 등에 의한 폭발위험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방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림 3-7-9은 농도의 변화에 따른 최대폭발압력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

이다. 공기중에서 당량농도는 28.5 %로서 이론적으로는 폭발압력이 최대

이어야 하나 공기중에서의 질소의 향과 완전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

에 실제 경우에는 당량 농도의 1.1 ~ 1.2 배에서 폭발압력이 최대가 되며 

이보다 농도가 높거나 낮을 경우는 연료인 수소의 과다 또는 과소 등으로 

연소반응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폭발 압력은 감소하게 된다. 

다음 그림은 최대폭발압력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최대폭발압력과 반대의 

현상이 보여지는데 농도가 당량비보다 높거나 낮은 범위에서는 위에서 설

명한 것처럼 반응의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그림은 평균 폭발압력 상승속도로 최대폭발압력을 최대폭발압력 

도달시간으로 나눈 것이며 그림 3-7-11과 3-7-12는 폭발압력 측정곡선세

서 최대가 되는 접선의 기울기로, 평균폭발압력 상승속도의 약 2배의 값

이 되면 30∼40 %  농도부근에서 최대가 되며 이보다 높거나 낮은 온도에

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초기압력과 폭발특성의 변화

   공기-수소 혼합가스의 폭발특성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초기 압력이 있다. 초기 압력은 실린더를 이용하여 절대압력으로 0.6∼2 

kg/cm2까지 변화시켰고 농도는 수소의 부피비로 31 %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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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 Maximum explosion pressure VS concentration of 

hydrogen.

 

그림 3-7-10. Rising time to maximum explosion pressure VS    

concentration of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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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1. Average rate of explosion pressure VS concentration of 

hydrogen.

그림 3-7-12. Maximum rate of explosion pressure VS concentration of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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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실험결과로 초기 압력변화에 따른 최대 폭발압력을 나타낸 

것으로 초기압력에 대하여 폭발압력이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폭발압력을 Pe, 초기압력을 Pi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실험식을 얻을 수 있다. 

Pe = KPi

위의 식에서 K는 비례상수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농도에서 초기압력

이 증가할수록 연소반응에 의한 에너지 또는 엔탈피가 비례적으로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그림 3-7-13는 초기압력변화에 따른 평균폭발압력 상승속도나 최

대폭발압력 상승속도로 폭발압력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초기

압력이 증가할수록 압력상승속도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압력상승속도는 연소속도와 관계가 있으며 초기압력의 상승은 물리

적으로는 연소화염이나 압력파가 전파되는 매질이 조 하여 빨리 전파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것은 물리적 현상가운데 소리의 속도

는 매질이 조 할수록 빨라지는 현상이나, 화약의 도를 높게 했을 때 

폭발 속도가 빨라지는 것 등과 유사한 현상이다.

그림 3-7-13. Maximum explosion pressure VS initi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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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소, 폭발, 폭굉 전이과정

    폐 공간내에서 가연성 혼합가스가 존재하는 경우, 최소 점화에너

지보다 큰 어떤 점화원에 의해 초기에는 연소가 일어나며, 이 연소에 의

해 발생된 생성가스는 미연소 혼합가스에 비하여 단위질량당 부피가 대단

히 크기 때문에 압축파가 발생하게 된다. 이 압축파와 연소 역으로부터 

미연 역으로의 열전달에 의하여 미연 역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

서 연소 역 앞의 어느 부분에 압축파가 중첩되어 충격파를 형성하게 된

다. 또한, 충격파는 연소 역으로 부터의 압축파에 의해 에너지를 공급받

아 계속 강화되어 어떤 지점에서부터는 연소 역으로부터의 열이나 입자 

등의 이동에 의해 연소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격파에 의해 가연가스

가 점화되어 충격파와 연소 역은 보다 안정된 상태로 진행되어 C-J 

point(Chapman-Jouguet)에 도달하게 된다. 즉, 폭발하게 된다.

라. 가스 흐름 및 확산

   일반적으로 가연성 가스는 공기와 차단시켜 발화원이 있어도 인화폭

발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저장 또는 수송되고 있다. 가연성가스가 누설 

등에 의해 공기중에 방출되면 공기와 혼합되어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

게 된다. 이 혼합기체는 바람 등에 의해 이동하여 인화 위험 범위를 넓게 

한다. 따라서 어떤 시설 및 시스템내의 수소 가스등의 확산과 흐름을 알

고 혼합가스의 축적되는 위치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수소 폭발의 제어

   일반적으로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생산, 저장, 운

송, 사용상에 있어서 

(1) 제반 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고

(2) 가능한한 사용량을 제한하고

(3) 점화원으로부터 격리하며

(4) 점화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5) 공기 즉 산소를 배제시키고 

(6) 누출검지와 이의 조절을 원할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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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지방법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다. 

즉, 수소의 일정농도이상 되지 않도록 사용하며, 점화원으로부터 격리

되어야 하며, 지연성 가스와 함께 가연성 가스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 DUPIC 공정 및 설비내 수소폭발 가능성 요인 분석 및 평가

   앞서 수소폭발요인을 크게 지연성가스와 혼합되어 가연성 혼합가스

를 형성하는 경우, 점화원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일정 수소의 농도가 

유지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요인들이 각기 존재하는 환경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요인이 동시에 형성되고 충족된 상황

에서 수소폭발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본 DUPIC 공정 및 설비 

내에 있을 요인들을 먼저 분석해보고 이들 조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점화원 존재가능성 측면

   앞서 분진폭발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음과 같은 점화원이 존재

한다. 고온의 산화/환원로, 소결로, 연마기, 압축기, 절단기 등의 장비들

과 많은 모터사용과 전기 장비를 사용함으로 스파크 및 정전기 발생 요소

가 있다. 특별히 수소가스는 매우 낮은 점화에너지에서도 발화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우 작은 점화원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 수소 농도 및 압력, 온도조건 측면

   DUPIC 공정중 산화/환원 공정중에 수소를 사용하여 금속우라늄을 포

함한 분말을 환원시키는 과정으로 이때 환원가스로 수소를 사용하며 비활

성가스인 95 %의 알곤가스와 4 %의 수소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수소농도 

수치로만으로는 연소가능성 농도에 가까우나 산소나 공기와 같은 지연성

가스와의 혼합가스중 차지하는 수소농도의 경우가 아니라 비활성가스인 

알곤가스와의 혼합가스임으로 수소가스 농도 자체로서는 문제되지 않는

다. 그러나 수소가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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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이 공정에서 사용된 수소가 일정위치에 축적되는 환경이 발생하

고 다른 폭발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폭발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겠다.

○ 지연성 가스와 혼합하여 혼합가스 형성가능성 측면

   수소를 사용하는 공정은 탈피복과정의 산화/환원로에서와 소결체를 

만드는 소결로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장비에서는 지연성가스

가 아니라 불활성가스인 아르곤을 사용함으로 수소폭발위험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장비 또는 작업도중 발생할 지 모를 leak 등에 의해서 핫셀 

내에 수소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배기시스템을 설치하 으

므로 상당부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배출구가 핫셀 바

닥부위에 있음으로 해서 핫셀 상당부분에 수소가스가 축척될 가능성을 완

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므로 수소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 다. 따라서 안정

된 작업진행 상황에서는 수소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수소 감지 시스템의 오동작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별

히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DUPIC 공정 및 장비들의 수소 폭발 가능성을 검토 해 본 결과 

일반적인 수소 가스 관리지침을 지키고 현 장비들의 순조로운 운전에 있

어서는 수소 폭발의 기본 요건 즉 점화원, 혼합가스 형성, 폭발 농도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으로 수소 폭발 가능성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3. Decay Heat에 의한 위험성

가. 핵설비에 있어서 Decay Heat

   방사능 물질로 부터의 붕괴열은 배출 연료의 이송 캐스크와 재처리 

설비 등의 설계에 있어 중요한 인자이다. 방사능 핵종들의 α와 β선 방

사에 의한 붕괴열은 원자로 운전하는 동안이나 shutdown 후의 중요한 열

원이 된다. fission products로 부터의 붕괴열의 추정법은 ANS standard

로부터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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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극한 시나리오 상정에 의한 Decay Heat 의 위험가능성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은 사용후 PWR 핵연료를 초기물질로 사용하

는 건식공정으로서 시험기간중(‘99-2006) 사용하는 핵연료 물질의 누적량

은 사용후 PWR 핵연료 기준으로 200 kg-U와 농축도 조정을 위해 혼합하는 

비조사 UO2 분말 80 kg-U으로 구성된다. 취급하는 핵물질의 형태는 절단 

연료봉, 분말, 압분체, 소결체, 가공 부스러기, 미니 연료봉, 미니연료 

다발, 연료봉, 연료다발, 시료 및 기타 시험에 의해 발생되는 폐기물등이 

있다. DUPIC 공정중 PIEF에서 사용후 PWR 핵연료봉을 25 cm로 절단한 

rod-cut에는 capsule 8 개씩으로써 약 1 kgU의 양이 포함되어 있다.  

표 3-7-6에는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현 DUPIC 공

정에 사용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총 누적 우라늄의 양은 대략 200 kg-U이

다. 따라서 극한적인 상황 상정을 위해 냉각기간을 5 년으로 잡고 실제로

는 이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지만 우라늄의 총 누적량을 대상으로 붕괴열

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냉각기간이 5 년인 PWR (4 w/o) 사용후핵연

료의 붕괴열량은 2.2 kW/MTU이므로 붕괴열량 = 2.2 kW/MTU x 0.2 MTU = 

0.44 kW로서 미미한 열량이다. 따라서 DUPIC 핵연료 제조시험 공정중 사

용후핵연료의 붕괴열에 의한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사용후핵연료를 초기물질로 다루는 DUPIC 설비는 경수로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를 가공하여 중수로에 재사용하고자 하는 공정으로 사용후핵

연료를 건식 상태에서 조작을 하는 공정이 포함된다. 이때 분진의 발생과 

decay heat에 의한 설비 및 공정의 안정성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DUPIC 핵연료 제조설비 내에서 분진 폭발 및 수소 폭발의 가능

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또한 decay heat에 의한 안정성을 평가하 다.

분체를 다루는 일반적인 공정들에 있어서 분진 폭발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이들의 한계값 등의 향 변수들을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에 적

용하여 그 분진 폭발 요인들을 예측해 보았다. 분체를 다루는 일반적인 

공정에서 분진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 가지 조건 및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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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6.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단위: kW/MTU) 

냉각기간 (y) PWR (4 w/o) CANDU

0.0 2,336 1,474

0.5 20.7 7.39

1.0 11.9 3.47

2.0 6.2 1.56

3.0 3.9 0.86

4.0 2.8 0.54

5.0 2.2 0.39

6.0 1.9 0.32

8.0 1.6 0.25

10.0 1.4 0.23

15 1.2 0.20

20 1.1 0.18

* 기준핵연료(PWR : 40,000 MWD/MTU, CANDU : 7,500 MWD/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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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형성될 때 가능하다. 첫째로 분진운이 형성되어 있고, 둘째로 이 

분진운과 함께 산화제 즉 공기나 산소와 같은 가연성 가스가 분진-가연성

가스의 혼합가스운을 형성하고, 이와 함께 불씨를 제공하는 발화원이 있

어야 한다. 또한 이들 조건이 모두 동시에 이루어 질 때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핵연료 제조공정이 진행되는 시설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살펴

보면 DUPIC 공정은 크게 PIEF 9405 핫셀과 IMEF M6 핫셀에서 수행된다. 

먼저 PIEF 9405 핫셀에서는 절단공정이 수행된다. 길이가 약 4 m 인 사용

후 PWR 핵연료 봉을 약 25 cm 길이로 low speed 다이몬드 절단기를 이용

하여 절단한다. 절단시 분진의 비산방지를 위한 별도의 장치 부착과 냉각

수를 사용함으로써 분진운이 형성될 수 없다. 따라서 분진폭발의 위험성

은 없다. IMEF M6 핫셀에서의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은 5 가지 작업 분

야 즉, 탈피복(decladding), 분말준비(powder preparation), 소결체제조

(pelletizing and sintering), 핵연료봉 제조(fuel rods manufacturing), 

핵연료 다발 조립(bundle assembl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검토해 본 바 

몇몇 작업이 분진 폭발의 조건중 한가지 정도를 만족시킬만하지만 분진폭

발은 최소한 3 가지 조건 즉 일정농도의 분진운 형성과 산화제 존재 그리

고 점화원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나 이런 경우는 없음으로 DUPIC 공정에 

있어서 분진 폭발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수소폭발 가능성을 분석해 보면, DUPIC 공정 및 설비 내에는 고온의 산

화/환원로, 소결로, 연마기, 압축기, 절단기 등의 장비들과 많은 모터사

용과 전기 장비를 사용함으로 스파크 및 정전기 발생 요소가 있다. 특히 

수소가스는 매우 낮은 점화에너지에서도 발화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우 작

은 점화원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DUPIC 공정중 비활성가스인 96 %의 알곤

가스와 4 %의 수소가스의 혼합가스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수소농도 수치

만으로는 연소가능성 농도에 가까우나 산소나 공기와 같은 지연성가스와

의 혼합가스중 차지하는 수소농도의 경우가 아니라 비활성가스인 알곤가

스와의 혼합가스임으로 수소가스 농도 자체로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

나 수소가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즉, 

이 공정에서 사용된 수소가 일정위치에 축적되는 환경이 발생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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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면 폭발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소를 사용하는 공정은 탈피복과정의 산화/환원로에서

와 소결체를 만드는 소결로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장비에서는 

지연성가스가 아니라 불활성가스인 아르곤을 사용함으로 수소폭발위험과

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장비 또는 작업도중 발생할 지 모를 leak 등에 

의해서 핫셀내에 수소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배기시스템을 

설치하 으므로 상당부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배출구

가 핫셀 바닥에 있음으로 핫셀 상부에 수소가스가 축척될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하지는 못하므로 수소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 다. 따라서 안정된 

작업진행 상황에서는 수소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소 감지 시스템의 오동작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

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DUPIC 공정 및 장비들의 수소 폭발 가능성을 검토 

해 본 결과 일반적인 수소 가스 관리지침을 지키고 현 장비들의 순조로운 

운전에 있어서는 수소 폭발의 기본 요건 즉 점화원, 혼합가스 형성, 폭발 

농도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으로 수소 폭발 가능성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DUPIC 공정에 사용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총 누적 우라늄의 양은 대략 

200kg-U이다. 극한적인 상황 상정을 위해 냉각기간을 5년으로 잡고 우라

늄의 총 누적량을 대상으로 붕괴열을 계산해 보면 0.44 kW로서 매우 적은 

열량이다. 따라서 냉각기간이 10 년 이상인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본 

제조공정에서의 붕괴열에 의한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검토는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가능성을 검

토한 것으로 각 장비 또는 공정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검토되지 않았

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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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Master Slave Manipulator 개발

1. 개 요

원자력시설은 주변 환경의 유해성 때문에 사람이 직접 작업구역에 접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하고 있

는 조사재시험시설 및 조사후시험시설의 고방사능 핫셀은 대표적인 경우

에 해당하며, 이러한 환경에서의 장비의 운  및 유지보수는 원격으로 수

행되어야 한다. 고방사능 구역에서 장비의 운 과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manipulator가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 기 건설된 핫셀에는 

master slave manipulator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master slave manipulator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유지보

수 부품 등의 수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향후 장비노

후시 교체 등을 고려할 때 manipulator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금

번에 국내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manipulator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번에 국내기술로 개발된 α-γ master slave manipulator의 사진과 조립

도는 그림 3-8-1 및 그림 3-8-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이 manipulator는 

조사재시험시설의 M6 핫셀에 기 설치된 α-γ master slave 

manipulator(CRL, L- HD)의 사양 즉, 작동 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고, 특

히 기 설치된 핫셀의 wall tube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기존 

manipulator 고장 시 교체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Master slave 

manipulator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계하여 제작함에 따라 많은 시행착오

와 어려움이 있었다.  

2. 원격조종기시방

가. 품명 

    핫셀용 원격조종기

나. 목적 

    본 장치는 핫셀 내의 사용후핵연료 및 각종 시험장치를 차폐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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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원격조작 함으로써 각종 시험을 원활히 함은 물론 작업자의 피폭

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격조작장치이다.

다. 장치의 내용 및 범위

   1) 장치 : 원격조종기 1 대

   2) 장치내역 : Master arm assembly

                 Slave arm assembly

                 Seal tube assembly

라. 기술적인 사항

원격조종기는 핫셀 내의 사용후핵연료 및 시험장치를 원격조작하는 장

치로서 조작성 및 안전성이 유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다음의 기술시방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격조종기는 사용 중 기계적 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구조로 설

계, 제작되어야 한다.

  2) 각 부품의 재질은 그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알루미늄 합금 재질을 사용하여 중량을 최소화하고, 부식

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X, Y 방향을 제어하는 모터를 master 손잡이에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X 방향의 운동은 무부하 상태에서 초당 3.5°이하로 가변 될 수 

있어야 한다.

  5) Y 방향의 운동은 무부하 상태에서 초당 4°이하로 가변 될 수 있

어야 한다.

  6) 원격조종기를 인출 및 삽입할 때는 slave arm은 seal tube와 일직

선상이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7) Seal tube assembly에서 slave arm assembly를 핫셀 내에서 분리

하거나 부착할 때 self-aligning mechanism으로 설계, 제작되어

야 한다.

  8) Slave arm assembly는 seal tube assembly로부터 분리될 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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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은 자동적으로 고정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9) Tong은 stainless steel 재질로 미국 Central Research

     Laboratories 사의 SRL type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10) Master arm assembly는 seal tube assembly와 부착될 때 self- 

aligning mechanism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1) Master arm assembly는 Master쪽과 Slave쪽에 대한 X, Y, Z

     motion의 counterbalance를 가진다.

 12) Master handle은 mechanical pistol grip 장치로서 ratchet 장치

를 이용하여 tong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13) Seal tube assembly는 원격조종기의 모든 운동을 전달할 수 있어

야 하고, seal tube 양쪽에 기 이 유지되도록 seal 사이에 oil

을 충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wall tube와

도 기 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4) Seal tube assembly는 γ선 및 중성자를 차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5) Seal tube assembly에는 6개의 회전하는 stainless shaft와 slave 

arm assembly를 탈 부착할 때 이용되는 1 개의 shaft로 구성한다.

 16) 모든 동작에 대한 motion lock system이 되어야만 하며 어떤 위치

에서도 그 동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17) 원격조종기를 full extend된 상태로 tong에 9 kg의 하중이 작용할 

때 X, Y, Z motion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8) Azimuth rotation, elevation rotation 그리고 twist rotation은 

공히 13.5 Nm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9) Tong은 9 kg의 하중을 집고 다룰 수 있게 설계, 제작한다.

 20) Slave boom tube가 수직에서 20°이내에서 load hook을 사용하여 

22.7 kg의 하중을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21) X motion torque 하중은 seal tube 중심에 대하여 168 Nm, Y 

motion torque 하중은 Y motion pivot에 대하여 168 Nm가 되도록 

설계, 제작한다.

 22) X motion의 마찰저항은 boom tube가 full extend되고 원격조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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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평으로 설치되었을 때 wrist joint에서 일정한 저속으로 측

정 시 0,45 kg 이하가 되어야 한다.

 23) Y motion의 마찰저항은 boom tube가 full extend된 상태에서 

wrist joint에서 일정한 저속으로 측정 시 0.28 kg 이하가 되어

야 한다.

 24) Z motion의 마찰저항은 boom tube를 일정한 저속으로 올리거나 내

릴 때 1.02 kg 이하가 되어야 하며, 올리거나 내릴 때의 힘 차이

는 0.12 kg 이하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5) Elevation rotation의 마찰저항은 handle과 tong의 무게를 제외하

고 differential gear axis에서 0.98 Nm 이하로 한다.

 26) Twist rotation의 마찰저항은 0.91 Nm 이하로 한다.

 27) Azimuth rotation의 마찰저항은 0.56 Nm 이하로 한다.

 28) Master 쪽에서 counterweight의 무게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조립된 상태에서의 위치는 Z 운동의 어떤 위치에 대하여 10°의 

범위 내로 놓이는 어떤 각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X, Y motion의 

중간 역에서의 흔들림은 1 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수직축

의 10°이내로 멈추어야 하며 어떤 위치에서든지 균형을 유지하

여야 한다.

 29) 9 kg의 하중에서 X motion의 total deflection은 102 mm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30) 9 kg의 하중에서 Y motion의 ㅅotal deflection은 165 mm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31) 9 kg의 하중에서 Z motion의 total deflection은 master wrist 

joint에서 9.5 mm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32) 1.7 Nm의 torque에서 elevation rotation의 total deflection은 

handle에서 5°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33) 1.7 Nm의 torque에서 twist rotation의 total deflection은

     handle에서 5°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34) 1.7 Nm의 torque에서 azimuth rotation의 total deflection은

     handle에서 5°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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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76 mm water column에 상응하는 gas 압력에서 조립된 seal tube의 

total leak rate는 하루에 82 cc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36) Motor나 actuator를 제외한 모든 bearing은 stainless steel을 사

용하여야 하며, 윤활유는 1000 mega-rad의 방사선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7) 모든 알루미늄 부품은 anodizing 처리를 한다.

 38) Wall tube의 내경은 254.5 mm이고, 내면의 조도는 1 μm으로 연마

되어야 하며, 내경의 편심도는 0.25mm이고 진직도는 0.8mm이다.

 39) Dynamic seal은 nitrile rubber lip seal을 사용한다.

 40) 원격조종기 각각의 motion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X motion(Motor로)

          (Master arm 수직                     오른쪽 25°± 2.5°

           Slave arm 이동)                     왼  쪽 25°± 2.5°

    나) X motion(수동)

           (Master와 Slave arm 수직             오른쪽 45°min.

            Slave arm 이동)                     왼  쪽 45°min

    다) Y motion(Motor로)

           (Master arm 수직                        앞  80°± 5°

            Slave arm 이동)                        뒤  25°± 5°

    라) Y motion(수동)

           (Master와 Slave arm 수직                앞  30°± 5°

            Slave arm 이동)                        뒤  25°± 5°

    마) Y motion(설치 또는 인출)

           (Slave arm 이동(수동, 모터)             앞  90°min.

    바)  Azimuth rotation

           (중립위치)                           오른쪽 174°± 8°

                                                왼  쪽 174°± 8° 

    사) Wrist joint twist

           (중립위치)                         시계방향  164°min.

                                             반시계방향  164°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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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rist joint twist

        (수평 아래 38°의 중립위치)           위      78°min.

                                             아래     78°min

    자) Tong opening                             82mm ± 3mm

 

 41) 기존의 tong, jaw 그리고 boot에 맞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의 tong 교환 공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2) 그림 3.11.3은 원격조종기의 사양으로서 아래의 작동범위 및 수치

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제작에 관한 사항

가. Master Arm Assembly의 제작에 관한 사항

Master arm assembly는 차폐벽 바깥쪽에 위치되는 부분으로서 작업자가 

boom tube 아래쪽에 위치한 handle을 잡고 핫셀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부

분으로서 master arm assembly에 대한 조립도면은 그림 3-8-4, 3-8-5 및 

3-8-6과 같이 3 부분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기존의 원격조종기에서는 Z motion과 counterweight 상단의 운동전달 

매체는 tape로 되어 있다. Tape는 cable보다 인장하중이 적어 파손될 우

려가 있으며, tape가 파손되면 원격조종기의 모든 동작이 불가능한 상태

가 되고 tape 파손시의 충격으로 각종 sieve가 손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manipulator의 고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tape보다 인장강도가 큰 

wire cable로 설계․제작하 다. 

각각의 wire cable에는 spring을 이용한 cable take-up assembly를 설

치하여 wire cable이 느슨해졌을 때 wire cable이 sieve 홈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wire cable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1) Wrist joint 및 Handle

    Wrist joint는 differential gear 조합, chain sprocket, chain 그

리고 shell로 구성되어 있으며, intersecting axis에 연결된 손잡

이의 twist motion, elevation motion 그리고 grip motion을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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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알루미늄 및 고탄소강 

재질로 설계․제작하 으며 slave arm assembly쪽에도 똑같은 것을 

사용하 다.

    기존의 handle은 서양인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 우리의 체형에는 

너무 크므로 다루기가 힘들어 우리의 체형에 맞도록 제작하 으며, 

X, Y motion motor를 구동시키기 위한 스위치가 handle에 부착되어 

있으며 작업물체의 크기에 따라 tong grip cable의 길이를 손잡이

에서 손쉽게 조종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 handle lever의 동

작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tong grip이 안정적으로 물체를 잡을 수 

있도록 하 다.

 2) Boom tube

    Wrist joint와 고정된 boom tube는 boom tube 양쪽에 위치한 guide 

tube를 따라 상하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wrist joint의 chain

과 연결된 wire를 내장하고 있는 원형단면의 구조로서 handle의 

azimuth motion과 Z motion을 wire cable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tube이다.

 3) Guide tube

    Guide tube는 stainless steel 재질의 원형단면 tube로 boom tube

의 상하운동을 안내하는 역할, master arm을 지탱하는 구조물 그리

고 그 내부에는 master counterweight를 내장하고 있으며 

counterweight의 상단과 연결된 wire cable은 boom tube 상부에 위

치한 half speed carriage와 연결되며 counterweight의 하단과 연

결된 wire cable은 boom tube 상단부와 연결되어 slave arm쪽의 

boom tube와 master arm쪽의 boom tube의 Z motion에 대한 무게균

형을 유지하여 주는 역할을 함으로서 항상 Z motion이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Guide tube 하단부의 bracket에는 azimuth wire cable drum을 설치

하여 boom tube의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4) Wire Cable Motion Lock

    Wire cable motion lock 장치는 lever와 cam 기구를 이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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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guide tube 하단부의 bracket에 고정되며 master arm쪽의 twist 

및 elevation motion cable, azimuth motion cable 그리고 Z 

motion cable을 임의의 위치에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동시

에 7 가닥의 wire cable을 고정시킬 수 있으며 lever에 의하여 작

동되도록 하 다.

    Tong grip motion의 고정은 handle에 부착된 latchet 장치에 의하

여 wire cable을 자동으로 고정시킬 수 있으며 손잡이에 부착된 

lever에 의하여 latchet 작동을 해제할 수도 있게 하 다.

 5) Half Speed Carriage

    Half speed carriage는 boom tube 상부에 위치한 것으로서 wrist 

joint와 연결된 twist 및 elevation motion cable과 tong motion 

cable의 운동방향을 바꾸어 주고 master arm의 guide tube 내에 위

치한 counterweight의 상부와 wire cable로 연결되어 있으며 boom 

tube의 1/2 speed로 상하운동을 하는 역할을 한다.

 6) X Motion Balance Weight

    원격조종기의 seal tube를 중심으로 한 좌우 X motion의 균형을 유

지시키기 위하여 seal tube 중심에서 원격조종기의 상하에 대한 무

게중심이 되도록 guide tube 상단에 balance weight를 설치하 다.

 7) Master Arm Transfer

    Master arm transfer는 master arm의 중간부분에 위치한 pivot pin

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master arm에서 생성된 각 motion 

wire cable의 직선운동을 wire drum에 감아 회전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wire drum shaft의 회전운동을 seal 

tube의 회전축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서 twist 및 elevation 

cable drum, azimuth cable drum 및 Z motion cable drum에는 2.5

회전의 wire cable을 감고 tong motion drum에는 7/8 회전을 감아

서 최대 회전각을 허용할 수 있게 하 다. 

    Tong의 grip 작동거리를 조종하기 위한 구멍을 tong cable drum에 

16 개 설치하여 미세한 거리도 조종이 가능하게 하 으며 tong 

cable drum에 return spring을 설치하여 손잡이 lever를 놓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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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wire cable drum이 초기 위치로 복원되도록 하 다.

    Y motion pivot shaft에 arm을 설치하고 그 끝단에 balance weight

를 설치하여 원격조종기의 전후 방향 즉, Y motion에 대한 균형을 

유지시켜 Y motion에 대한 자립상태가 되도록 하 다.

    또한, slave arm assembly를 seal tube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회전

축이 설치되어 있어 seal tube로부터 slave arm assembly를 분리 

및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8) X, Y 방향 Motor 및 수동 구동과 Locking System

    X 방향(좌우 방향)에 대한 구동 motor는 master arm transfer 하단

부에 설치하 으며 bevel gear에 의하여 motor의 회전운동을 

master arm의 좌우회전 각운동으로 변환시켜 주며, Y 방향(전후 방

향)에 대한 구동 motor는 master arm transfer와 master arm 사이

에 설치하 으며 motor의 회전운동을 나사기구를 이용하여 직선운

동으로 변환시키는 구조로서 Y motion pivot shaft의 pivot arm과 

연결되어 있으며 slave arm transfer에 대하여 slave arm를 전후 

회전 각운동 할 수 있게 한다.  

    X, Y 방향에 대한 motor의 구동은 handle에 설치된 select switch

에 의하여 모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또 다른 switch에 의하여 X, Y 

motor를 구동할 수 있고 X 방향은 모터 구동으로 master arm이 오

른쪽으로 25°, 왼쪽으로 25°위치 사이를 각운동 할 수 있도록 

limit를 부착하 으며 수동으로 오른쪽으로 45°, 왼쪽으로 45° 

범위로 각운동이 가능하며 Y 방향은 모터 구동으로 slave arm이 앞

으로 80°, 뒤로 25° 위치 사이를 각운동 할 수 있도록  limit를 

설치하 으며 수동으로 앞으로 30°, 뒤로 25° 위치 사이를 각운

동이 가능하도록 하 다.

    또한, X 방향에 대한 motion lock은 master arm과 transfer 사이에  

설치하고 Y 방향에 대한 motion lock은 seal tube와 벽면 사이에  

설치함으로서 원격조종기를 X, Y 방향에 대한 임의의 위치에서 고

정될 수 있도록 하 으며 그 작동은 guide tube의 하단부 bracket

에 부착된 별도의 2 개 lever를 거나 당김으로서 작동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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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 다.

나. Seal tube assembly의 제작에 관한 사항 

Seal tube assembly의 조립도는 그림 3-8-7에 나타낸 바와 같다. Seal 

tube assembly는 wall tube 내에 삽입되어 고정되는 부분으로서 한쪽은 

master arm transfer와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slave arm transfer와 연결

되어 각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차폐벽을 기준으로 

air tight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Seal tube assembly는 3 개의 tube로 구성되며 내부에는 twist  및 

elevation motion shaft 2 개, azimuth motion shaft 1 개, tong grip 

motion shaft 1 개, Z motion shaft 1 개, X motion shaft 1 개 그리고 

slave arm assembly를 탈부착 할 때 이용되는 1 개의 회전축이 있으며 

seal tube assembly의 양단부에 bearing, Oil seal등으로 구성된 oil 

chamber를 설치하여 동력전달 회전축과의 기 을 유지하 다. 

안쪽 tube와 중간 tube 사이에는 roller bearing을 설치하여 X motion

을 자유롭게 하 으며 중간 tube와 wall tube와의 폐를 유지하기 위하

여 중간 tube 양단에 고무링을 설치하 으며 master arm assembly쪽에서 

bolt를 조이면 고무링이 확장되어 wall tube와 착되는 구조이다.   

또한, 내부에는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한 차폐체(Pb, PE)를 두어 작업자

의 안전을 도모하 다.

Master arm transfer의 drum 회전축과  seal tube assembly 내부에 있

는 7 개의 회전축과는 일자형 깊은 홈 맞물림 클러치를 적용하 으며 

slave arm transfer의 drum 회전축과는 방사형 낮은 홈 맞물림 클러치를 

사용하여 master arm transfer와 slave arm transfer와의 탈부착이 용이

하게 하 다. 

특히 slave arm transfer의 drum 회전축과는 방사형 맞물림 클러치 중 

Y motion과 tong grip motion을 전달하는 방사형 맞물림 클러치에는 2 개

의 pin을 각각 설치하여 과도한 하중에 의해서도 클러치의 치가 넘는 것

을 방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 다.

그리고 slave arm transfer 쪽의 방사형 맞물림 클러치 쪽에는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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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사형 key를 이용한 self-aligning mechanism 장치를 설치하여 slave 

arm assembly를 seal tube assembly로부터 분리할 때 자동으로 6 개의 동

력전달 축이 고정되도록 하 으며 slave arm assembly가 seal tube 

assembly에 부착되면 self-aligning mechanism 장치가 이완되어 동력전달

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 다.

나. Slave Arm Assembly의 제작에 관한 사항 

그림 3.11.8은 slave arm assembly의 전체 조립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림 3-8-9, 그림 3-8-10 및 그림 3-8-11은 부분조립도를 나타내었다.  

Slave arm은 trunk tube, intermediate tube, boom tube 및 다수의 부

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wire cable에 의하여 수축, 팽창 및 회전 각운동

을 하는 구조로서 boom tube가 길어지는 최대 작동거리는 1122 mm이다. 

Slave boom tube 끝단에는 master arm에 부착된 것과 똑같은 wrist 

joint를 부착하 으며 wrist joint의 intersecting axis가 시계방향 16

4°, 반시계방향 164°로 회전하는 twist motion 및 수평 아래 38°의 중

립위치에서 위로 78°, 아래로 78°로 회전 각운동을 하는 elevation 

motion을 수행하며 wrist joint의 intersecting axis에는 tong assembly

가 부착된다.

Tong grip cable에 의하여 jaw의 최대 열림 길이가 82 mm의 grip 

motion을 행할 수 있게 하 으며 기존의 boot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똑같이 하 다.  

Wrist joint에서의 twist motion 및 elevation motion의 운동전달 매체

는 chain 및 sprocket을 채택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Intermediate tube 아래 끝단에 wire drum을 설치하여 boom tube를 오

른쪽으로 174°,왼쪽으로 174°로 회전할 수 있는 azimuth motion을 할 

수 있게 하 다. 

Slave arm transfer는 wire cable을 감아주는 6 개의 drum, wire cable

을 안내하는 여러 개의 sieve,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방사형 클러치 및 부

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Slave arm transfer의 twist cable drum, azimuth cable drum과 Z 



- 217 -

motion cable drum에는 중립상태에서 각각 wire cable을 2.5 회전 감고, 

tong motion cable drum에는 2/8 회전을 감아서 최대 회전각을 허용할 수 

있게 하 으며 tong의 jaw 작동 유격을 조종하기 위한 구멍을 16 개 설치

하여 미소거리도 조종이 가능하게 하 다.

Slave arm transfer와 slave arm의 Y 방향(전후방향) 각운동은 bevel 

gear를 채택하여 앞쪽으로 25°, 뒤쪽으로 90°의 범위에서 수동 및 모터

구동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 다.

각각의 wire cable에는 인장 spring을 이용한 cable take-up assembly

를 설치하여 wire cable이 느슨해졌을 때 wire cable이 sieve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 다. 

4. 결 론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이 수행되는 IMEF M6 핫셀에 적용할 수 있는 α

-γ master slave manipulator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 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차폐기술(주)에서는 기꺼이 원자력연구소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원격조종

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물론 전문업체에서 제작된 원격조종기와 같이 기능면이나 외관면에서 

수려하지는 못하지만 기능면에서의 작동은 충분하 다.

한국차폐기술(주)에서는 원격조종기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외제품과 

경쟁력이 있는 원격조종기를 국산화 하고자 성능과 외관이 수려한 원격조

종기뿐만 아니라 boot까지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소에서도 함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 기술진에 의하여 외국의 원격조종기와 성능 및 외관면에서 손색이 

없는 원격조종기를 개발하여 외화절감 및 유지보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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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 원격조종기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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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 원격조종기의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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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 원격조종기의 제작 사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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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 원격조종기의 Master arm 하부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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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 원격조종기의 Master arm 상부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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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 원격조종기의 Master transfer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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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 원격조종기 Seal tube assembly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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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 원격조종기 Slave arm assembly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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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 원격조종기 Slave arm 하부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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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0. 원격조종기 Slave arm 상부 조립도.



- 228 -

그림 3-8-11. 원격조종기 Slave transfer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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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계획

1.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경․중수로 연계(DUPIC: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핵연료는 사용후 PWR 핵연료를 직접적인 재가공 방법에 의해 

중수로 핵연료로 재 사용하는 독창적인 개념으로, DUPIC 핵연료 기술개발

팀은 1993년에 완료된 타당성연구를 기반으로 현재 제 2단계 연구인 실험

적 검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월부터는 DUPIC 핵연료 전

용시험시설인 DFDF에서 특정 핵물질인 사용후 PWR 핵연료를 사용한 본격

적인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에 착수하여 2006년까지 약 200 kgU의  사용

후핵연료를 사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사용후 PWR 핵연료를 초기물질로 사용하여 건식 공정인 산

화․환원공정에 의해 분말을 제조하고, 이 분말을 사용하여 압분체, 소결

체, 연료봉 및 연료다발을 개발하는 시험으로서 취급하는 핵물질의 형태

는 절단 연료봉, 분말, 압분체, 소결체, 가공 부스러기, 연료봉, 연료다

발, 시료 및 기타 시험에 의해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등이 있다. 이러한 

시험은 고방사능 차폐시설인 핫셀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시설간 혹은 시설내의 핵물질 이동관리도 국내 및 국제법에 따라 엄격하

게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이 연구는 핫셀내에서의 고온 산화․환원공정

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분말화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염의 확산방

지 및 안전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소에 기 건설된 여러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설의 역할

에 따라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치를 개․보수하

여 DUPIC 핵연료 전용 제조시험시설을 확보하고, 절단 연료봉, 시료, 조

사용 DUPIC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등의 시설간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이

에 대한 충분한 수송체계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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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는 제 1단계 과제기간중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에 적합하도

록 시설 및 장치를 개․보수하여 DUPIC 핵연료 전용 시험시설을 확보하

고, DUPIC 핵물질의 시설간 수송체계를 갖추어 이들 시설과 수송장치를 

안전하게 운 하고, 이들 시설 및 장치의 안전운 에 필요한 기술 및 장

치를 개발하 다.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핵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함으로 국내․외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한다. 이에 따

라 본 과제에서는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을 위한 전용시설로서 기존시설

의 개․보수를 완료하고 국제원자력기구(‘99. 2)와 과학기술부(’99. 8)로

부터 시설인허가를 획득하 다.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획득한 후 천연우라

늄을 사용한 Cold Test를 완료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본격적인 

Hot Operation(PIEF 9405 핫셀: ‘99. 7월, IMEF M6 핫셀: ’00. 1월)에 착

수됨으로써 시설개․보수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설간 핵물질의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수송용기를 확보하여 시설간 4회의 

핵물질 수송도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 단계기간중 주요 업무의 목표 및 

달성도는 표 4-1-1에 나타낸 바와 같다.

본 과제는 단계기간중 국내특허등록 2건, 국내특허 출원 1 건, 국외 논

문게재 2 편, 국내 논문게재 3 편, 국외 논문발표 6 편, 국내 논문발표 6 

편, 기술보고서 14 권, 시작품제작 3 건, 시설 개․보수 15 건, 인허가 1 

건 등의 성과품을 생산하 다.

2.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다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핫셀에서 원격으로 원자로용 핵연료

를 제조하고, 시험장비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핵연료 원격제조시험시설의 

확보는 국내에서는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선두에 속한다.  또

한, 고방사능 차폐시설이 필요한 후행핵연료주기기술은 첨단 및 민감기술

로서 원자력선진국에서도 기술이전을 기피하므로 자력에 의한 기술자립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술은 원격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시설뿐 만 

아니라 다른 원격취급을 수반하는 산업분야 시설에도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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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

비 고

DUPIC 장비모의
시험
•원격조작성
  시험 및 성능
  개선
•장비 이전
  설치

•핫셀 내에서 원격으로 운전 및 
유지보수될 DUPIC 핵연료 제조/
공정장치를 DUPIC 모의시험시설
에 설치하여 원격조작성을 시험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성능 
개선.
•DUPIC 장비/장치 IMEF M6 핫셀 
이전

100

•Slitting machine 
외 20 여종 원격조
작성시험, 성능개선 
및 이전설치 완료.

DUPIC핵연료 제
조시설운 , 개
보수 및 보완
•PIEF 9405 
  핫셀 운  및
  개보수
•IMEF M6
  핫셀 운  및
  개보수

•PIEF 9405 핫셀 및 부대시설을 
DUPIC 핵연료분말 및 소결체 특
성시험에 적합하도록 개보수를 
완료하여 S/F를 사용한 Hot 
Operation.
•IMEF M6 핫셀 및 부대시설을 
DUPIC 핵연료 특성 및 제조시험
에 적합하도록 개보수를 완료하
여 DUPIC 핵연료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획득하고 S/F를 사용한 Hot 
Operation.

100

•1단계 원격조작성
개선 및 시설 개보
수 완료
•1단계 규제기관
  인허가완료
•Hot Operation
  착수
  - PIEF: '99. 7월
  - IMEF: '00. 1월

시설간 방사성
물질수송장치 
확보 및 운용
•핵물질 수송
  체계 구축
•핵물질 수송
  장치 확보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중 필요한 
절단연료봉, 조사핵연료, 구조 
및 조직 시편, 화학분석 시료, 
방사성폐기물 등의  핵물질의 수
송을 위해 PIEF, IMEF, 화학분석
실, 하나로, RWTF 시설내 및 시
설간 핵물질흐름분석, 안전성분
석, 시설보완, 수송용기확보, 수
송절차 수립 등 수송체계 구축.
•Padirac Cask를 접속할 수 있도
록 DFDF Rear Door를 재제작 설
치하고, Padirac Cask 접속장치
를 설치하여 건식 수송장치를 확
보 및 운용.

100

•수송체계 구축,
  수송장치 확보
•수송장치 운용
  -표준 S/F 시료
   1회 운송
  -S/F Rod-cuts
   1회 운송
  -소결체 시료
   1회 운송
  -조사 SIMFUEL 
   1회 운송  

핵물질 관리
체계 구축
•공정폐기물
  관리
•핵물질임계
  관리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에서 핵물
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핵임계 안전성 예비분석, 붕괴
열, 수소 및 분진 향분석 등을 
수행하여 시설에 반 하고, 절단
연료봉, 조사연료, 시료 및 방사
성폐기물 등의 안전한 관리체계
를 구축하 음.

100

•DFDF 시설/장비
  핵임계 안전성
  예비분석 완료
•수소 및 분진 향
  분석완료 
•핵물질흐름분석,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 242 -

특히 본 연구결과는 기존 핫셀시설의 안전운 에도 큰 도움을 줄 뿐 아

니라 향후 파일롯 및 상용규모 핵연료 원격제조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 2 절 향후 연구개발계획

본 과제는 2단계 연구기간(‘00. 4∼’02.3)에도 DUPIC 핵연료 시험을 위

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장치의 원격조작성 및 성능개선을 위한 모의

시험 

 •기존 PIEF 및 IMEF 일부 핫셀을 DUPIC 핵연료시험에 적합하도록 

개․보수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운  및 유지보수

 •DUPIC 핵물질 수송

 •DUPIC 폐기물관리

또한 본 과제에서는 2000년 1월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본격적인 

DUPIC 제조시험이 착수됨에 따라 상기의 기본지원업무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할 계획이다.  

 •DUPIC 핵연료 시설 및 장치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므

로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DFDF 시설 안전성

평가(배기체계통 평가, 주민피폭 향 평가 등), 중성자 차폐관리, 

핵임계관리 강화

 •DUPIC 핵연료장비 고장시 이를 원격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하

는 유지보수 공구 및 장비개발

 •작업자의 접촉 유지보수와 장비해체를 대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오

염관리기술(원격 분진흡수장치, 원격 clean-up장치 등)개발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2 단계 기간중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설정

하여 연도별로 연구계획을 수행할 예정이다.



- 243 -

○ 2 단계 목표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운 , 개보수 및 보완

　  •시설간 방사성물질 수송장치  운용 및 개선

○ 2 단계 1 차년도(2000년) 연구계획

　  •DUPIC 핵연료 제조시설(모의 시험시설, PIEF, DFDF) 운  및 보완

　    - PIEF 핵연료봉 인출 및 절단

　    - DUPIC 핵연료 시설 운

　    -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장비의 오염제거 모사시설 구축

　    - DFDF 중성자 및 감마선 원격 상시 모니터링 장치 개발 및 설치

   •DUPIC 시설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방사선차폐, 핵임계

       등) 평가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건식 오염 제거 장비의 최적 오염제거

조건 확립(제거율 > 90 %)

　  - 사용후핵연료 사용량 증가(200 kg)에 따른 시설 안전성분석

     -　DUPIC 핵연료 제조장비 및 DFDF 배기체 처리계통의 안전성평가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원격유지보수  기술개발

　  - Isolation Room 잔여 방사성 분진 원격 제거장치 설계 및 제작

       (50 m2/h, 0.3 μm 입자  >  99.97  %)

　  - DUPIC 핵연료제조장비 유지보수용 원격취급 공구 및 장치 설계

　  - DFDF 핫셀 내부 및 장비 건전성 유지를 위한 원격 clean-up 장

치 설계(25 m2/h, 제거율 > 90  %)

   •시설간 방사성물질 수송 기술개발

　  - 절단연료봉, 조사연료, 품질검사 및 핵물질 보장조치 시료, 방

사성폐기물 등의 시설간 핵물질 수송

　  - 수송장치 유지보수 및 성능 분석

　  - DUPIC 고체폐기물 수송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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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 2 차년도(2001년) 연구계획

   •DUPIC 핵연료 시설(모의 시험시설, PIEF, DFDF) 운  및 보완

　  - PIEF 핵연료봉 인출 및 절단

　  - DFDF 운  및 보완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방사선차폐, 핵임계

       등) 개선

　  - 사용후핵연료 사용량 증가(200 kg)에 따른 시설 건전성제고

       방안 확립

　  - DUPIC 핵연료제조장비 및 DFDF 배기체 처리계통의 안전성 개선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원격유지 보수 기술개발

　  - DUPIC 핵연료제조장비 유지보수용 원격취급 공구 및 장치 제작

　  - DFDF 핫셀 내부 및 장비 건전성 유지를 위한 원격 CLEAN-UP

       장치 제작(25 m2/h, 제거율 > 90  %)

　  •PFEF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장비  제염 및 해체

　  - 잔여 핵물질 운반

　  - PIEF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 시설 및 장비 제염

　  - PIEF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 장비 해체, 포장 및 운반

   •시설간 방사성 물질 수송 기술개발

　  - 절단 연료봉, 조사연료, 품질검사 및 핵물질보장조치 시료, 방

사성폐기물 등의 핵물질 시설간  수송

　  - 수송장치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 DUPIC 핵연료다발 수송용기 타당성 분석 및 예비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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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1. 단선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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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1. 단선결선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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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1. 단선결선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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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1. 단선결선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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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2. 외형(열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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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2. 외형(열반)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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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3. 회로(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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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3. 회로(결선)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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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3. 회로(결선)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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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3. 회로(결선)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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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3. 회로(결선)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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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3. 회로(결선)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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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3. 회로(결선)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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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4. 리어도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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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4. 리어도어 데이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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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4. 리어도어 데이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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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4. 리어도어 데이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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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4. 리어도어 데이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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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4. 리어도어 데이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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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4. 리어도어 데이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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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5. 리어도어 제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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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5. 리어도어 제작도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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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5. 리어도어 제작도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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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5. 리어도어 제작도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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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5. 리어도어 제작도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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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5. 리어도어 제작도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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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5. 리어도어 제작도면(계속)



- 29 -

부록 3-2-5. 리어도어 제작도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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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6. 격리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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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6. 격리실 도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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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6. 격리실 도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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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6. 격리실 도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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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6. 격리실 도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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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6. 격리실 도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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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6. 격리실 도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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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6. 격리실 도면(계속)



- 38 -

부록 3-2-6. 격리실 도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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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6. 격리실 도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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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7. 차폐능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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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7. 차폐능 검사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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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7. 차폐능 검사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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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7. 차폐능 검사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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