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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 DUPIC 핵연료시설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DUPIC 핵연료시설 기술개발과제는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본격적
인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이 착수됨에 따라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을 운
영, 보완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간 핵물
질 수송장치 운용, 확보 및 개선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최종목표 및 단계목표는 다음과 같다.
- 최종목표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개보수
• 사용후핵연료의 시설간 수송기술 및 장치 개발
- 단계목표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운영, 개보수 및 보완
• 시설간 방사성물질 수송장치 운용 및 개선

2. 연구개발의 필요성
DUPIC 핵연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기술로서 이 기술의 실험
적 실증은 다량의 사용후 PWR 핵연료를 초기물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방
사능 차폐시설인 핫셀에서 원격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하는 특수
성을 갖고 있다. 안전성 및 핵물질 안전조치 측면에서 이러한 시험은 전
용시설에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나 국내 시설 및 장비 등의
기반여건이 부족한 상태이다.
연구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 확보된 연구소 내의 시설 및 장비를 최대
한 활용하고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에 적합하도록 기존 시설을 보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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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이러한 시설간의 핵물질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은 원자력선진국에서도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민감한 부분이므
로 자력에 의한 기술확립이 필수적이다.
2000년 1월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본격적인 DUPIC 핵연료 제조시
험이 착수되었다. 성공적인 DUPIC 핵연료 제조실험을 위해서는 DFDF 시설
의 안전운영, 시설안전성 분석, 오염관리, 시설/장비의 제염, 원격유지보
수, 핵물질 수송 등의 관련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DUPIC 핵연료 시험시설(모의 시험시설, IMEF, PIEF) 보완 및
성능향상
- DUPIC 핵연료시설/장비 운영 및 보완
- DUPIC 시설/장치의 원격 조작성 시험 및 유지보수 모의시험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장비의 성능향상
- IMEF 격리실의 방사선차폐 평가
- 건식오염 제거장비의 최적 오염제거 조건 확립
- 사용후핵연료 사용량 증가(200kg)에 따른 시설 안전성분석
- DFDF 배기체 처리계통의 방사능 분석

2. DUPIC 핵연료 시설/장치 원격유지보수 장치 개발
- 격리실 잔여 방사성 분진 원격 제거장치 제작 및 성능개선
- DUPIC 핵연료 제조장비 유지보수용 원격 취급 공구 개발 및 장치
설치
- DFDF 핫셀 내부 및 장비 건전성 유지를 위한 원격 clean-up
장치 설계 및 제작

3. 시설간/시설내 방사성물질 수송
- PIEF, IMEF/M6, 하나로간 핵연료 물질 수송
- DUPIC 고체폐기물 수송장치 설계 및 폐기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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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PIC 핵물질 수송 방안분석

4.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 공정 폐기물 관리
- 핵물질 임계관리

Ⅳ. 연구개발 결과
당해 단계기간중 주요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DUPIC 핵연료 시험시설(모의 시험시설,IMEF,PIEF) 보완 및 성능 향상
- DFDF용 사용후경수로 핵연료봉 6개를 인출,감마스캐닝 및 절단
(약 12 kg)
- DFDF 중성자 및 감마선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 및 운영
• Low range : 0.01mrem/h - 100mrem/h : 작업구역, 서비스구역
설치
• Medium range : 0.1mrem/h - 10,000mrem/h : 격리실 설치
• Neutron radiation Monitor He 3 : 작업구역 설치
• Energy Range : Thermal through 30 Mev
• Neutron radiation Monitor BF3 : 서비스구역 설치
• Energy Range : Thermal to about 10 Mev
- 오염제거장치(CO2 blaster) 원격 조작성 시험 및 유지보수용
glove box의 구동시험, shutter 구동시험 등을 완료
-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장비의 오염제거

모사시설을 설계 및 제

작(2m x 2m x 2.5m) 하고 이를 이용하여 건식 오염제거장비의 효
율향상 실험 및 장비의 성능을 개선
- DUPIC 시험장비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격리실의 방사선 차폐능
평가
- 건식오염제거장비의 최적 오염제거조건 확립
2

• 비고착성으로 오염된 세슘은 분사압력 3 kg/cm , 분사거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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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분사시간 10 초 정도로 유지할 경우 100 %의 제거 효율
• 고착성으로 오염된 세슘은 분사압력 4 kg/cm2, 분사거리 20
cm, 분사시간 30 초 정도로 유지할 경우 약 96 %의 제거효율
- 사용후핵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시설 안전성 분석완료
(시설개보수영향평가, 핵임계 안전성분석,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차폐평가 등)
- DUPIC 배기체 처리 계통의 방사능 분석 완료
• DUPIC 핵연료제조공정 후 방사능 감소율이

40∼51 %까지 감

소 하였고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및 냉각기간이 증가함에 따
라 방사능 감소율이 증가함

2. DUPIC 핵연료 시설/장치 원격유지보수 기술개발
- 격리실 잔여 방사성 분진 원격 제거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고 그래
픽 시뮬레이터시스템을 개발하여 성능 개선
- 핵연료 제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격리실 벽 부착용 M/S
manipulator를 설계 및 제작하여 격리실 설치 후 성능 시험 완료
- DFDF 핫셀 내부 및 장비 건전성 유지를 위한 원격 clean-up 장치
설계 및 제작 완료

3. 시설간/시설내 방사성물질 수송
- 절단연료봉, 조사연료, 품질검사 및 핵물질 안전조치 시료 소내
운반(8 회)
-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한 DUPIC 방사성폐기물을 RWTF monolith
및 RWTF 중․저준위 폐기물저장고로 운반(6 회)
- PIEF DUPIC 소결체 특성시험장비 해체폐기물용 수송/저장용기설계
및 제작( 2 set, ψ1 m x 1 m,1 Ci)

4.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 PIEF DUPIC 핵연료 특성시험장비 제염/해체 및 핫셀 제염
- PIEF DUPIC 공정폐기물 분류, 포장, 운반, 저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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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물질 임계특성 및 임계 경보시스템 기준 분석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단계의 연구결과는 기존 핫셀의 안전운영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
연료를 취급하는 유사시설 즉 금속 핵연료제조시설, pyro-processing 시
설 등의 설계, 차폐분석, 핵물질관리, 핵임계관리, 배기체계통 안전성 분
석, 사고해석, 환경영향평가 등 시설안전성 분석,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2차 오염이 없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건식 제염장치
와 원격 분진흡수시스템 등 원격 유지보수기술 등은 타원자력 시설의 건
식제염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기술은 일반 산업
시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단계의 연구 결과를 좀더 심화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연구과제인
“건식공정 고방사성 핵물질처리 기술개발”에서 본격적인 시설 운영, 핵물
질 수송, 유지보수 등의 안전성확보 및 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설 및 장비의 성능개선, 폐기물 안전처리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
러한 연구결과가 축적되면 제4세대 원자로주기 시스템에 적용될 핵비확산
성 핵연료주기시설의 설계, 건설, 운전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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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 DUPIC Fuel Facility Engineering
II. Objectives and Necessities of Project
A. Objectives
With starting DUPIC fuel fabrication experiment by using spent
fuels,

1)

development

operation
facility),

transportation

and
and

equipment

refurbishment
2)
for

for

operation
radioactive

DFDF

and

(DUPIC

fuel

improvement

materials

of

between

facilities becam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 Final Objectives
- Refurbishment for DFDF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equipment for
spent PWR fuel between facilities
• Second Stage Objectives (2000∼2001)
- Operation and refurbishment for DFDF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equipment for
radioactive material between facilities

B. Necessities of Project
DUPIC fuel technology is a famous and creative technology.
Since spent PWR fuel is used as starting material,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DUPIC technology needs such special point that
completely shielded facility has to be used, operated and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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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mote manner. In view of safety and safe-guardability, this
experi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an exclusive facility according
to strict procedures. However, there have been lacking in basic
domestic facility and equipment.
In order to save budget, existing facility and equipment should
be fully utilized and refurbished for DUPIC fabrication experiment.
Also,

transportation

established.

Since

system
such

of

nuclear

technologies

are

material

has

sensitive,

to

be

advanced

countries in nuclear technology would avoid transferring them.
Therefore, they should be developed by ourselves.
Experiment of

DUPIC fuel fabrication actually started

January of 2001.

from

For success of DUPIC fuel experiment, related

technologies such as safe operation of DFDF, safety analysis of
DFDF, contamination control, decontamination of equipment/facility,
remote maintenance and tran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 etc
should be developed.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pecific scope and conten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A. Complement and development for DUPIC fuel fabrication
facility(Mockup,IMEF,PIEF)
- Operation and complement for DUPIC fuel fabrication
facility/equipment
- Mockup test of remote operability and maintenance for DUPIC
fuel fabrication facility/equipment
- Performance development for DUPIC fuel fabrication facility/
equipment
- Radiation shielding assessment of the IMEF isolation room
- Establishment of optimum conditions of dry decontam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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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FDF
- Safety analysis of DFDF in case of using 200 kg spent fuel
- Radioactivity analysis of off-gas treatment system for DFDF

B. Development of remote maintenance for DUPIC fuel fabrication
facility
- Design, manufacture and performance improvement of robotic
contamination cleaning equipment for use in an isolation room
- Development of wall-through master-slave and its installation
in an isolation room
- Design and manufacture of remote cleanup equipment for
maintaining the soundness of DFDF and in-cell equipment

C.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echnology of nuclear fuels
between and in facilities
- Transportation of nuclear fuels between PIEF, IMEF/M6 and
HANARO
- Design and manufacture of transportation storage cask for
DUPIC solid waste
- Transportation system analysis for DUPIC nuclear fuels

D. Safety management for nuclear fuels
- Management of DUPIC process waste
- Criticality management for nuclear fuels

Ⅳ. Results of this project
The resul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A. Complement and development for DUPIC fuel fabrication facility
(Mockup,IMEF, PIEF)
- Extracting spent PWR fuel rods at PIEF pool, gamma 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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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utting at PIEF 9404 and 9405 hot cell(6 rods, 12 kg)
-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monitoring system for gamma and
neutron activities
• Low range : 0.01mrem/h - 100mrem/h (operating and service
area of DFDF )
• Medium range : 0.1mrem/h - 10,000mrem/h (Isolation room
of DFDF)
• Neutron radiation Monitor He-3 (operating area of DFDF)
• Energy Range : Thermal through 30 Mev
• Neutron radiation Monitor BF3 (service area OF DFDF)
• Energy Range : Thermal to about 10 Mev
- Completion of remote maneuverability tests of CO2 blaster,
completion of drive tests of glove box for maintenance and
completion of shutter drive tests
- Design and manufacture of decontamination cell(2m x 2m x
2.5m),performance tests for improving removal efficiency
and

performance

improvements

in

CO2

blaster

in

decontamination cell
- Radiation shielding assessment of the DFDF isolation room for
DUPIC equipment remote maintenance.
- Establishment of optimum conditions for CO2 Blaster
• The removal efficiency of cesium on loose contamination
2

was 100% under blasting pressure; 3 kg/cm , blasting
distance; 10 cm, blasting time; 10 sec.
• The removal efficiency of cesium on fixed contamination
was almost 96% under blasting pressure; 4kg/cm2, blasting
distance; 20 cm,blasting time; 30 sec.
-

Safety

analysis(evaluation

refurbishment,

of

criticality

impact

analysis,

of

DFDF

hot

cell

radiological

and

environmental evaluation, shielding assessment etc) D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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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ion of radioactivity analysis of off-gas treatment
system for DFDF
• Radioactivity reduction ratio of spent fuels after DUPIC
fuel fabrication process was 40∼51 % and increased with
increasing burnup and cooling time of spent fuels.

B. Development of remote maintenance for DUPIC fuel fabrication
facility
- Design and manufacture of robotic contamination cleaning
equipment for use in an isolation room and development of
graphic simulator for improving the capability of robotic
contamination cleaning equipment
- Development of wall-through master-slave and its installation
in an isolation room
- Development of remote cleanup equipment for maintaining the
soundness of DFDF and in-cell equipment

C.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echnology for nuclear fuels
between and in facilities
- Transportation of Rod-cuts, sintered pellet sample and powder
sample at KAERI site(8 times)
- Transportation of dismantle waste at PIEF 9405 hot cell to
RWTF monolith and RWTF ILW/LLW storage area(6 times)
- Design and manufacturing of transportation and storage cask
for the solid waste of dismantlement/decontamination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at PIEF 9405 hot cell( 2 set, ψ1 m x
1 m,1 Ci)
D.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materials
- Dismantlement/decontamination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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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PIEF 9405 hot cell
- Classification, packaging,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the
dismantle waste at PIEF 9405 hot cell
- Analysis of criticality characteristics for nuclear materials
and criteria for criticality alarm system

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research results of the second stage can be helpful for
safely operating existing hot cells. In addition, it may be helpful
for

facility

design,

shielding

ability

analysis,

criticality

control, safety analysis of off-gas system, environmental effect
analysis,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imilar facilities such as
metal fuel fabrication facility and pyro-processing facility, etc.
Remote maintenance technology such as dry ice blasting system and
robotic contamination cleaning system, etc can be usefully used in
dry decontamination of other nuclear facility. Also, some part of
the technology can be applied for decontamination of equipment and
facility in non-nuclear industries.
In order to enlarge and deepen the developed technologies,
research items such as safety increases of facility operation,
nuclear material transportation and facility maintenance, etc will
be

required

to

study

in

the

new

project,

what

is

called,

"Radioactive Dry Process Material Treatment Technology Development".
Thes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in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on-proliferation nuclear fuel cycle
facility, which will be applicable for generation IV reac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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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경․중수로 연계(DUPIC: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핵연료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적인 재가공 방법에 의해
중수로 핵연료로 재 사용하는 독창적인 개념으로, 원자력 중장기 연구계
획사업으로 1997년 7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제 1단계 연구를 수행하였고
[1-1-1], 2000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제 2단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1단계 연구기간 중 “DUPIC핵연료 시설기술개발과제”에서는 조사재시험
시설을 DUPIC핵연료 제조연구에 적합하도록 개보수하여 1999년 8월 과기
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특히 2000년 1월부터는 DUPIC 핵연료 전용
시험시설인 DFDF(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에서 특정 핵물질인
사용후 PWR 핵연료를 사용한 본격적인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에 착수하여
2002년까지 50 kgU, 2007년까지는 약 200 kgU의 사용후핵연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공동결의를 획득한 바 있다.
DUPIC 연구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초기물질로 사용하여 건식 공정
인 산화․환원공정에 의해 분말을 제조하고 이 분말을 사용하여 압분체,
소결체, 연료봉 및 연료다발을 개발하는 시험으로서, 취급하는 핵물질의
형태는 절단 연료봉, 분말, 압분체, 소결체, 가공 부스러기, 연료봉, 연
료다발, 시료 및 기타 시험에 의해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등이 있다. 이
러한 시험은 고방사능 차폐시설인 핫셀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시설간 혹은 시설내의 핵물질 이동관리도 국내 및 국제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이 연구는 핫셀내에서의 고온 산화․환
원공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분말화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염의
확산방지 및 안전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2단계 연구를 통해서는 1단계 연구기간 중 확보한 국내 최초로 고
방사성 사용후핵연료를 형질변경하여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인 DFDF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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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기능을 보완하고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경험 및 기술을 축척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고방사성 물질의 오염관리, 시설/장비의 제염,
폐장비의 제염 해체, 원격 유지보수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절단 연
료봉, 시료, 조사용 DUPIC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등의 시설간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수송체계 및 안전운영 기술도 갖춰야 한다.
또한, 다량의 사용후핵연료 취급에 따른 방사선 차폐평가, 배기체 계
통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시설의 안전성분석은 필수적이며 이 기술은 향
후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유사시설의 안전성분석에도 이용될 수 있으
리라 사료되며, 고방사성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차폐시설 및 수송장치의
운영경험 및 기술은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자립의 바
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DUPIC 기술의 특징인 극한환경 원격제어기술은
원자력산업 뿐만 아니라 타분야 산업으로의 기술파급 효과가 크다.
본 단계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는 향후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유사시
설의 설계 및 건설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고방사성 물질의 안전취
급 실례를 가시적으로 실증하여 원자력(특히,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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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 최종목표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개보수
- 사용후핵연료의 시설간 수송기술 및 장치 개발
• 1 단계 목표(’97-’99)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개보수(모의시험시설, PIEF, IMEF)
- 시설간 방사성물질 수송장치 확보
• 2 단계 목표(’00-’01)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운영, 개보수 및 보완
- 시설간 방사성물질 수송장치 운용 및 개선

2. 주요 연구내용
본 과제의 2단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DUPIC 핵연료 시험시설(모의시험시설, IMEF, PIEF 등) 보완 및 성
능 향상
- DUPIC 핵연료 시설 및 공정 장치의 원격 조작성 및 원격 유지보
수 모의시험
- DUPIC 핵연료 제조 시설/장비(IMEF, PIEF)의 운영 및 보완
-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장비의 성능향상
• DUPIC 핵연료 시설/장치 원격유지보수장치 개발
- 격리실 잔여 방사성 분진 원격제거장치 개발
- DUPIC 핵연료 제조장비 유지보수용 원격취급 공구 및 장치 개발
- IMEF/M6 핫셀 내부 및 장비 건전성유지를 위한 원격 clean-up 장
치 개발
• 시설간/시설내 방사성물질 수송
- PIEF, IMEF/M6, 하나로 간 핵연료 물질 수송
- 폐기물 및 시료 운반
•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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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폐기물 관리
- 핵물질 임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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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서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여 원자력 발전에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한 후 혼합핵연료로 가공하여 경수로 또는
고속로에 재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처리와 혼합핵연료 가공은 군사적
으로 민감한 플루토늄(Pu)을 분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심각
한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여파는 세계적
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미국이

국제정치

차원의

핵비확산

(Non-proliferation)운동을 전개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2-1-1,2-1-2].
DUPIC 기술과 유사한 해외 기술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50년대 말
부터 60년대 전반에 걸쳐 실험실적 규모로 Rockwell Internationals 사에
서 개발했던 AIROX(Atomics International Reduction Oxidation)를 들 수
있다. 이 개념은 건식처리공정으로서 DUPIC 핵연료의 OREOX 공정과 기술
적으로 공통점이 많다. 이 기술은 그후 PUREX 공정의 상용화에 따라 개발
이 중단되었으나 70년대 후반 핵확산 저항성 후행핵연료주기 대안으로 새
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바 있다. 또 90년대 초에는 미국 DOE의 사
용후핵연료 관리 대안조사 차원에서 INEL에서 재평가된 바 있다[2-1-3∼
2-1-7].
또한 핵연료 제조기술 관점에서 DUPIC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라면, MOX
핵연료 가공이라 할 수 있다. MOX 핵연료는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경수로
또는 고속로 연료로 재사용하는 목표로 일찍부터 많은 기술개발이 이루어
져 이미 70년대에는 상용화 실증 단계에 이르렀으나, 미국의 GESMO
(Generic Environmental Statement of Mixed Oxide) 평가 계획으로 안전
성에 대한 논란이 매듭되기 전 핵확산 금지 운동의 여파로 상용화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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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재처리를 상용화한 유럽과 일본 등에서 상용화가 계속 추
진되고 있다. 70년대 후반 핵확산 문제의 여파로 미국에서는 MOX 핵연료
의 핵확산 저항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제염 또는 spiking된 경수
로 MOX 핵연료의 원격가공에 대한 평가들이 수행되었다[2-1-8].
이러한 기술은 AIROX나 DUPIC 기술과 많은 부분이 동일하며 다만 경수
로 사용후핵연료 전처리와 분말처리부분이 다르다. 이 차이는 MOX 핵연료
는 연료물질은 재처리를 통해 습식으로 얻는데 비해 AIROX와 DUPIC 공정
에서는 건식으로 열처리에 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AIROX나
DUPIC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MOX 핵연료 가공을 하나로 통합한
공정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유럽에서 운영 또는 건설되고 있는 MOX 가
공시설들은 고도의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고 있어 무인공장 개념에 가까워
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MOX 가공시설 뿐아니라 UO2 연료가공시설도 같
은 추세이다[2-1-8].
최근

미국의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AAA(Advaced

Accelerator

Application) 프로그램과(2001년 예산 6400만불) AFR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일찍부터 EBR 고속로
를 중심으로 하는 금속핵연료 개발에 착수하여 고속로 사업 중단시까지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해 왔다. 1960년대 중반 ANL의 Idaho 시험센터에서
는 FCF(Fuel Cycle Facility)를 건설하여 EBR-Ⅱ용 금속핵연료 제조를
pilot 규모로 실증하였다. ANL에서는 EBR-Ⅱ와 FCF의 성공적인 운영결과
로 IFR(Integral Fast Reactor) 개념을 제안하여 실증규모 계획에 착수한
바 있으나 미국 정부당국의 EBR-Ⅱ 가동정지조치와 IFR에 대한 타당성 논
란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가 현재 AFR(Advanced Fast Reactor) 프로
그램으로 재착수 상태에 있다. 2001년 10월에 착수된 AFR 프로그램은
2011년까지 200 tHM/y 규모의 LWR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처리하고 AFR 핵연
료 물질 생산시설을 ANL-W에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GEN-IV
개념으로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IFR 기술은 일본의 관심을 끌어 러시아 RIAR 연구소의 Vipac 기술과
함께 원격가공 기술 개발의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는 미국과의 IFR 공동연구가 1995년에 중단된 이래로 CRIEPI의 금속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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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리싸이클 프로젝트, JAERI 주도의 OMEGA 프로그램 및 JNC 주관 하의
Fast Reactor 상업화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기
술 및 금속핵연료주기 실용화 2단계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한편, 핵비확산성을 만족하면서 경제성과 환경친화성을 만족하는 핵연
료주기의 도출이 대두되어 국제적으로 미래 핵연료주기 개념의 연구가 시
작되고 있다. IAEA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나 미국과 원자력 선진
국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GEN-IV 등을 들 수 있다. GEN-IV 원자로에 적
용할 핵연료 주기는 비순환 핵연료주기 기술의 GEN-IV 원자로에 적용, 부
분 순환 핵연료주기 기술의 GEN-IV 원자로에 활용, 우라늄 및 플루토늄
이용 완전 순환 핵연료주기 기술의 GEN-IV 원자로에 활용 및 Minor
Actinide의 완전 순환 핵연료주기 기술의 GEN-IV 원자로에 활용 등의 4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한․미․카 공동연구로 시작된 DUPIC 핵연료주기가
NAS에서 제시한 Spent Fuel Standard 개념과 비슷한 핵확산 저항성이 있
을 뿐만 아니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제거, 우라늄 절약, 중수로 사용후
핵연료 처분량 감축 등 직접처분에 비해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왔다. 1992년 한․미․카 3국간의 DUPIC 타당성
연구는 매우 긍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DUPIC 개념
의 실험적 검증을 위한 제 2 단계 연구가 2002년까지의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 2 단계가 끝나 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매우 성공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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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외국의 기술개발 현황
원자력 환경, 특히 고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핫셀과 이와 관련한 원자
력시설에서 유지․보수작업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방사선 환경과 격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용
되는 모든 장비와 장치 그리고 공구들은 작업의 안전성 및 특수성을 고려
하여 설계, 재료선정, 제작, 설치, 운영 등의 모든 영역에 혹독한 원격기
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환경
을 보호하고, 작업자의 안전성을 고양시키며,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격 운영 및 원격 유지․보수기술 분야에
지속적이며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 규제 기관인 ANSI에서는 핵물질 취급 시설 및 임계 실
험 시설에 관해 법적인 규제 코드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 상황에
맞게 관련 법규가 계속 갱신되고 있다. 현재 핵연료 제조시설, 우라늄 농
축시설, 재처리시설, 사용후 핵연료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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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니퓰레이터(mechanical master-slave manipulator)
를 개발하여 핫셀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루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모든 핫셀에는 보다 진보된 기계식 또는 반 전
동식 매스터/슬레이브 메니퓰레이터와 특수 공구들을 개발하여 차폐벽을
통하여 원격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유
지․보수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원격 공구류(드릴, 톱, 렌치, 절단장치
등) 및 메니퓰레이터용 원격공구착탈장치 등을 개발하여 실용화하였으며,
또한 핫셀 내부에서 고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슬레이브 메니퓰레이터의 취
급하중을 증대시키고 기능의 고도화를 꾀하기 위하여 방사선에 강한 기
계, 전기 및 전자소자를 이용한 서보 메니퓰레이터 개발의 연구와 더불어
대규모 모의시험시설에서 개발된 원격기술의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AEA Technology는 고방사성 환경인 DIDO reactor 및 여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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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핫셀에서 시설물의 원격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압식 메
니퓰레이터(ARTISAN)와 각종 취급공구(왕복톱, power jaw, power drill
등)를 개발하여 실제로 현장 적용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는 원격 작업의 정밀도 향상,
작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작업자의 조작 피로도 저감화를 위하여
고방사성환경인 원격지에서 슬레이브 메니퓰레이터가 작업을 수행할 때
외부작업환경 및 장애물과 접촉에 의하여 발생하는 힘 또는 접촉력이 매
스터메니퓰레이터를 통하여 작업자의 손에 전달되게 하는 힘반영(force
reflection) 매스터/슬레이브 메니퓰레이터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Hot Cell 내 원격취급 기술과 관련하여 영국 BNFL, 프랑스 COGEMA 등
은 기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제고 및 공정
효율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장비, 원격조작기, 원격 감시/검사 기기
등을 개발하여 교체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COGEMA는 최근 UP3 재처리
공장의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90 % 이상 무인 자동화시킨 바
있고, 일본 JNC도 첨단 원격조작 기술을 도입한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의
완성단계에 근접해 있다.
캐나다의 Ontario Hydro에서는 CANDU 원자력발전소 overhaul기간 중
제 1차 냉각계통인 증기발생기의 손상간 튜브를 원격 검사, 수리 및 교체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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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였으며, 또한 카메라
를 장착한 이동식 운반체(ROVVER, SIGMUND)를 개발하여 CANDU원자력시설
물의 방사성 분포를 원격 감시점검하고, 또한 소량의 방사성폐기물 잔유
물을 회수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에서는 원격검사장치를 개발하여
Hanford site의 지하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누출여부
를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누출징후를 보이는 67 개의 single-shell 탱
크 내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다른 안전한 double-shell 탱크로 이송, 저
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방사성폐기물 원격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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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저장 장치와 원격 운영에 관한 기술을 개발중에 있다.
미국의 Cybernet Systems사는 6자유도를 갖는 PER-Force Cartesian
joystick라는 종조작기의 힘을 반향할 수 있는 주조작기를 개발하여 상용
화하였으며, 작업공간 크기는 x, y, z축 모두 4 inch이며, 자세 결정부의
롤각은 180ȋ, 피치 및 요각은 각각 90ȋ, 그리고 발휘할 수 있는 최대
힘은 20∼25 lbs 이다.
Immersion Corporation(미국)는 Impulse Engine 2000라는 2자유도를
갖는 힘반향 조이스틱을 개발하여 $5000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
며, 15.2 × 15.2 cm의 작업공간과 0.0008 inch의 위치 해상도를 갖으며
발휘할 수 있는 최대힘은 2 lbs(8.9 N)이다.
미국 Virtual Technologies사는 Tendon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의 핸드마스터인 Cybergrasp force feedback glove를 개발하였다. 미
국 Southern Methodist 대학에서는 4 개의 공압 피스톤을 이용한 4자유도
주조작기(어깨 3자유도, 팔꿈치 1자유도)와 종조작기에 대한 그래픽 시뮬
레이터로 구성된 PHI System을 개발하였으며, 공압 제어는 개량된 PD 제
어기를 이용하였고, 주조작기의 중력보상용 제어기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
용하였다.
미국 Rutgers 대학에서는 4 개의 공압피스톤을 이용한 4자유도 핸드마
스터인 Rutgers Master II를 개발하였으며, 공압피스톤의 위치는 LED
phototransistor로 검출하고, 손바닥 지지대에 부착되는 각각의 피스톤은
두개의 회전 조인트로 고정되고 홀센서를 이용하여 방향을 검출하며, 손
가락 끝에 가 할 수 있는 힘은 최대 16.4 N이다.
일본 Tsukuba 대학에서는 Stewart Platform 형태의 6자유도 힘반향 조
작기를 개발하였으며, 이것은 반경 20 cm 정도의 반구 형태의 작업공간을
갖으며, 발휘할 수 있는 최대 힘은 2.1 kgf이고, 연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은 1.2 kgf, 연속 토크는 5.6 kgf/cm, 최대 stiffness는 0.29
kgf/cm, 힘 해상도는 2.9 gf, 위치 해상도는 0.4 mm이며, bandwidth는
235 Hz이다.
수송용기와 관련하여, 선진각국에서는 운반내용물의 형태 및 크기 혹
은 운반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송용기를 개발 혹은 실용화하고 있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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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IAEA의 용기 list에 따르면 소외용으로 인허가을 갖고 있는 선진각
국의 용기 수량은 프랑스 1552 개, 미국 732 개 및 캐나다 960 개를 보유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동위원소 생산관련 산업용이며, 기타 사용후핵연
료 운반용 및 핫셀 사용관련 특수목적용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2년 미국에서 LWR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처리하는 AIROX(Atomics
International Reduction and Oxidation) 공정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의 종류, 발생량 및 처리방법에 관하여 일부 기술되어 있으나 기술 보유
수준은 기초 연구단계 수준으로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과 관련된
각 공정별 폐기물 처리방안, 처리조건, 처리효율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
하며 기술 수준은 미흡한 상태이다.
1996년부터 카나다 AECL에서는 건식 재가공 공정의 OREOX 및 소결로
배기체처리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세슘의 포집물질로서 kenturky stone
및 redart clay를 포집재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산화 및 환
원 분위기변화, 포집온도, 유속, 최대 포집용량 및 흡착재의 침출률 등에
관한 세슘포집 실험을 수행하였다[2-2-1∼2-2-2].
1995년 미국 ORNL에서는 crystalline ice blast와

CO2 clean blast

공정을 이용하여 운전자가 오염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작업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plexiglass 내에서 제염실험을 수행하였으며, plexiglass내의 압
력을 -1.5 ∼ -2.0 inH2O로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 방사능 물질이나 CO2가
glove box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였다. 환기 시스템은 모든 검사되는
운전상태에 -3.0 inH2O의 차압으로 공급하였으며, glove box 배기는 HEPA
filter에 의해 차단하였다. 두 장치를 이용하여 제염 실험한 결과 metal,
plastic, asphalt, concreate surfaces로부터 paint, grease, oil 성분을
제거할 수 있었고 납벽돌의 오염제거는 대단히 효과적이었다[2-2-3].
1995년 Oceaneering 사는 ROVCO2(Remote Operated Vehicle with CO2
Blasting) 프로그램을 통해 콘크리트 바닥면을 효율적으로 제염하기 위하
여

six wheeled remote land vehicle 장비를 개발하였다. ROVCO2(프로그

램 2단계종료 후, 이 장치가 콘크리트 바닥의 오염과 coating을 효과적으
로 제염할 수 있음 확인하였고 smearable 오염의 경우 99 %, fixed 오염
의 경우75 %를 제거할 수 있으며, 에폭시 도료와 콘크리트 발포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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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2.5 ft /hr의 제염속도를 나타내었다. 시험대상물의 85 % 이상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였고 폐기물 처분을 포함한 운전비용이 $ 0.72 /ft2으로 평
가되었으나 실제 고방사성으로 오염된 건식공정의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
및 장비의 제염에 관한 경험은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2-2-4].
독일에서는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Hull내에

분포되어

있는

Actinides 핵종의 방사능 분포는(Pu-238 + Am -241)> Cm-244 > (Pu-239
+ Pu-240)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피복관 내부 표면의 10 μm 이내에 99
%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또한 β/γ 핵종의 방사능 분포는 Cs-137,
Cs-134, H-3, Sb-125, Ru-106, Sr-90, Co-60 이 전체 방사능의 94 % 이상
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복관 내부 표면의 10 μm 이내에

fission product

의 98 % 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2-2-4,2-2-5].
미국 DOE 와 PNL 에서는 핵연료 집합체의 피복재와 하드웨어에 포함된
N, Ni, Co, Nb 및 Mo의 성분량을 방사화생성물(C14, Ni59, Ni63, Co60,
Nb94 및 Tc99)이 LLW로 분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연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성분을 저준위 수준으로 낮춰 피복재와 하드웨어를 회수하여 새로
운 집합체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피복재는 GTCC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2-2-6,2-2-7].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고준위 폐기물 안정화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고화체로서 제안된 것으로는 붕규산유
리, 결정화 유리, tailored 세라믹스, 합성암, 강화 콘크리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그 유용성이 입증되어 상용화된 붕규산유리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대체 고화물 매질 개발, 고화체 제조
기술 및 유리 용융로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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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 기술개발 동향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소외용기로 인허가된 PWR SF수송용기는 1987
년에 KSC-1, 1990년에 KSC-4 수송용기 등을 개발 완료하여, 조사후시험
목적 및 발전소 소내 수송등에 활용되고 있다. 소내 수송목적의 핫셀시설
관련 용기로서 HTS용기, 하나로용기 및 시편용기 등을 다수 개발하였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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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전연료주식회사가 핵연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기존의 취급시설의
용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안전성의 유무 확인과 취급 용량의 한계 등의 핵
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핵임계 해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90년 초에 금성 산전에서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유지․보수를 위
하여 원격조작 로봇 메니퓰레이터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으나, 실제 현장
적용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포항제철의 산업기술연구소에서는 외국제품의
산업용로봇을 슬레이브 메니퓰레이터로 전환하여 매스터 매니퓰레이터와
힘반영제어기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있으며, 원자력시설
에의 적용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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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원자력분야 이외의 원격 조작용 매스터/슬레이브 메니퓰레이터 기술개
발은 극히 전무한 상태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조사후 및 조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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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설 건설 당시 핫셀에 설치된 외국산 매스터/슬레이브 메니퓰레이터
를 이용하여 핫셀내에서 방사성물질 취급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DUPIC시설기술개발분야에서는 1998년에 6자유도의 유사형 기계식
매스터/슬레이브 메니퓰레이터를 자체 개발하여 DUPIC 모의시험시설에서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시험 중에 있으며, 조사재시험시설의 M6 핫셀에 설
치된 외국산 메니퓰레이터가 고장시 개발된 매스터/슬레이브 메니퓰레이
터로 교체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DUPIC시설기술개발분야에서는 핫셀내에서 DUPIC핵연
료 제조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분진 및 방사화된 미세 먼
지 등을 회수 및 포집하여 재활용하거나 계량 후 폐기처분하고, 핫셀 내
부를 원격으로 청소할 수 있는 이동식 분진흡수운반체를 개발하여 현재
조사재시험시설의 M6 핫셀에서 활용하고 있다. 개발된 이동식 원격 분진
흡수장치는 0.3 μm까지 미세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
며, 전선, 공압라인 등 30 mm이하의 장애물을 승월 할 수 있으며, 이동부
와 집진부는 원격 조작에 의한 분해, 조립, 필터 교체등 유지․보수가 용
이하도록 설계/제작되었다.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알파폐기물 소각/
고화기술개발과제의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과제에서는 후행 핵연료주기 공
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기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단위공
정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DUPIC 핵연료 배기체 처리공정
시 발생 방사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방사선원인 세슘 및 루테늄
에 관한 핵심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못하여 관련 처리기술이 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DUPIC 핵연료 시설기술개발 과제에서는 현재 조사재
시험시설(IMEF) M6 핫셀내에 OREOX로 및 소결로의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
계하여 원활히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조사후시험시설(PIEF) 9405 핫셀내
에도 OREOX/소결로에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하여 운영한 경험 있다(1999
년 1월부터 2000년 8 월 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 DUPIC핵연료시설기술개발 과제에서는 고방사성 핫셀
내 핵물질 가공장비 유지보수 장비개발[2-3-2], DUPIC 분말 및 소결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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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시험장비의 제염/해체 방안 분석[2-3-3] 및 사용후핵연료 사용량증가
에 따른 DFDF(IMEF/M6 핫셀) 시설의 안전성 분석[2-3-4]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DUPIC핵연료시설기술개발 과제에서는 석탄회를 이용
한 방사성 세슘의 포집 방법에 관한 특허 등록(한국(0192128), 일본
(2902587), 프랑스(2740705)), 산업배기가스 중의 루테늄 화합물의 제거
방법과 포집재에 관한 특허 등록 (한국(198976), 일본(3002158)), 석탄회
와 이트리아 혼합재를 사용한 휘발성 세슘과 루테늄화합물의 동시 포집방
법에 관한 특허 출원 (한국(98-11730)) 및 플라이에쉬를 사용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유리고화체 제조에 관한 특허를 등록(한국 (158083), 영
국(2302201), 프랑스(2735271))하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본 기술이 배기체 처리시스템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실험 자료들이
누적되고 있다.
원자력 중장기과제인 사용후핵연료 이용․관리과제에서는 S/F를 금속
전환체로 만들어 저장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S/F의 감용비는 1/4,
방사능 저감비 1/4, 붕괴열 저감비 1/4, 장수명핵종 I-129, Tc-99를 제거
할 수 있다. 본 DUPIC공정을 이용하면 S/F의 감용비는 1/2, 방사능 저감
비 1/2, 붕괴열 저감비 60 %, 장수명핵종 I-129가 제거 가능하다. 그러나
특수산화공정을 이용하면 방사능 저감비, 붕괴열 저감비도 금속수준으로
저감할 수 있고, Tc-99도 추가 제거 할 수 있다. 또한 DUPIC감용체는 산
화물로서 화재위험성이 적고, 불활성 저장가스가 불필요하며, 공정이 단
순하고, 이미 국제적으로 핵비확산성을 인정받고 있어 충분히 연구할 가
치가 있다고 판단된다[2-3-5].
DUPIC핵연료 제조시험시설의 운영에 요구되는 원격요소기술은 선진 외
국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져 있으며, 원자력계를 제외한 국내 산업체 및
학계에서는 원자력 산업에 적용을 위한 원격기술의 연구개발이 극히 미미
한 실정이다.
산업용 메니퓰레이터에 대한 기반기술은 국내 산업체, 학계, 연구소에
서 보유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되는 매스터/슬레이브 메니퓰레
이터는 구동 메카니즘, 제어방식, 재료의 내방사성 등에서 큰 차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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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
고 있다.
DUPIC핵연료 제조시험시설용 원격 유지․보수 장치 및 공구 개발은
DUPIC 핵연료 주기기술 완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므로
국내 산업계에서 보유하고있는 산업용 유지․보수 공구기술을 활용하여
원자력환경에서 요구되는 원격화/내방사선화 기술과 접목하면 원자력 선
진국 대등한 원격 유지․보수 공구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소기술 축적을 통한 국내 산업기술의 첨단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 기술은 현재 카나
다, 미국, 일본등에서 일부 연구하고 있으나 배기체 처리기술의 핵심기술
인 세슘 및 루테늄 포집기술에 관한 국내 및 국외로의 특허 등록으로 인
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우수한 대체 배기체 처리기술의 출현 가능성은 희
박하다. 또한 본 과제의 성공을 저해할 수 있는 기술적 애로 요인은 없으
나 배기체 처리물질내 각 핵종의 분석, 방사능 분석 등에 관한 분석기술
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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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보완 및 성능향상
1.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장비 운영 및 보완
가. 격리실 개조 및 글로브 박스 개발
조사재시험시설의 M6 핫셀은 원래 소량의 고연소도 핵연료의 재료시
험을 위해 건설된 핫셀로서 DUPIC 핵연료의 제조시험에 사용하기 위해서
는 취급하는 핵물질, 취급공정 및 시험장치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시설과
장치를 개․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시험장치를 고방사성 환경에서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개념을 확립하고, 유지
보수 시설 및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염정도를 고려하여 M6
핫셀을 M6a 및 M6b로 분리하고, 오염이 심한 M6a 핫셀에 설치된 시험장치
는 격리실을 활용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오염이 비교적 덜한 M6b 핫
셀에 설치된 시험장비는 이동형 글러브박스를 활용하여 유지보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절에는 M6a 핫셀에 설치된 시험장비의 유지보수에 활용하는 격리실
의 개․보수내용과 M6b 핫셀에 설치된 시험장비의 유지보수에 활용하는
이동형 글러브박스 개발에 관해 기술한다.

(1) 핫셀 장비 유지보수용 격리실 개ㆍ보수
기존 M6a 핫셀 위의 격리실을 보완하여, 내부 양측 면과 전면에 30 ㎜
의 납판을 설치하고, 제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내부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좌측면 1 개소와 전면 3 개소에 납유리를 설치하고, 납유리 아래쪽으로 glove
가 설치되어 원거리에서 시험장치의 분해조립 등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보
완하였다. 또한 이중문을 보완하여 밀폐되게 하였다.
Roof door의 개폐를 위하여 roof door automatic tool을 제작 설치하였으
며, 수리 및 개ㆍ보수를 위해 중량물의 취급을 용이하도록 작업대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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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의한 상하구동 및 정․역회전이 되도록 하였다. 그밖에 폐기물의 수거
를 위하여 용기 접속부를 설치하였다. 격리실의 개략도는 그림 3-1-1과 같다.

༂
V
V

䚐ٻạٻ㠄ٻ㣄ٻ⥙ٻ㜤ٻẠٻ㋀

그림 3-1-1. M6 핫셀 격리실 개략도.

(가) 차폐벽(Shielding Wall)
DUPIC 핵연료 개발과 관련하여 장비의 유지보수에 이용 될 격리
실의 차폐 설계기준은, 제조장비의 구조 복잡성과 오염관리 장비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1/100 펠렛으로 협의 결정하였다. 실
제 사용하기로 된 핵연료 사양은, 고리 1호기 연료 집합체(G23), 14 ×
14 타입, 4주기 연소, 연소도 35,000 MWD/MTU로서 1986년 인출되어 1990
년 5월에 PIEF(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acility) Pool로 이송된
것이다.
벽면으로부터 직경 50 cm 실린더로 높이 50 cm만큼 선원이 분포 오염
되었다고 가정 시, Mshield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는 납판을 30 mm 두
께로 설치했을 때 시설의 운전기준인 15 mrem/h이하로 계산되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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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서는 6.0 mrem/h, 납유리에서는 6.6 mrem/h로 계산되어 기준범위
내에 들었다.
따라서, 방사선 차폐를 위한 차폐벽은 기존의 6 ㎜ 철판 위에 두께 30
㎜의 납판을 설치하였고, room의 전면과 양측면을 차폐하도록 하였다. 그
위에 6 ㎜두께의 STS 304 plate로 lining하여 납유리 및 gloves 등이 설
치되도록 하였으며, 뒷면은 스테인레스 3 ㎜의 강판으로 lining하여 기밀
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아크릴판(2700 ㎜ × 1200 ㎜ × 1
EA, 1320 ㎜ × 1200 ㎜ 3 EA)을 제거하고

납유리 및 gloves를 설치하였

다. 차폐벽은 납판의 연결부를 보강토록 하여, 연결부가 겹쳐서 관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볼트의 연결부분 등의 설계에도 차폐성능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나) 납유리(Lead Glass)
Room에서 각종 작업 수행시 시계확보 및 방사선으로부터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에 3개소, 좌측면 1개소에 납유리가 설치되었다. 납
유리의 제원은 전면 1곳과 좌측면 1곳은 L 500 ㎜ × W 400 ㎜ × T 35
㎜를 각각 2 장씩 겹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 곳은

L 400 ㎜ × W 300

㎜ × T 35 ㎜를 역시 2장씩 겹쳐 사용하였다. 납유리의 프레임(frame)과
차폐벽 사이는 틈을 최소화하고 설치 후 분리되지 않도록 볼트로 견고히
고정하였다. 납유리의 사양은 density: 5.2 g/㎤, flatness:≤ 3 pm/100
㎜ diameter 등이다.

(다) Roof Door 자동 개폐 툴
M6 핫셀 위에는 2 단의 roof door가 설치되어 있으며, 핫셀 내부
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 등의 유지보수 또는 개ㆍ보수를 위하여는 고방사
성 사용후핵연료와 격리시켜야 한다. 이때 오염된 각종 장치 등은 roof
door를 통하여 핫셀 상부로 올려 각종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작업자의 방
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거리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roof

door(W1550 ㎜ × L800 ㎜ × H480 ㎜)를 locking 및 unlocking하여 개폐
하도록 하였다. 제 2 단계의 roof door(W1550 ㎜ × L1550 ㎜ × H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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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 1 단계의 door와 같은 방법으로 개폐 되도록 하였다.
문의 무게가 약 2,800 ㎏이므로 툴은 4,000 ㎏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
록 설계 제작하였으며, 기존의 크레인에 체결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각
구동부는 자바라를 부착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구조로 하
고, 모든 소재는 STS304를 사용하였다. 용접부는 TIG welding 하였으며
모든 용접부는 산 처리후 pickling 처리하였다. 툴의 운전은 전기적으로
조절되도록 하였으며, 기능 및 성능은 성능시험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라) Working Table
고준위에 오염된 각종 장치들 중 제원이 크고 중량물인 장치를
유지보수하는 base working table은 큰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제
한된 작업공간 및 시야를 통하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table의 크기
는 W1000 ㎜ × L1000 ㎜ × H600 ㎜로 하였다. 또한 상하구동 및 회전이
되어야 하며 상하 stroke은 500 ㎜이고, 회전각도는 360ૡG 정․역 구동이
되도록 하였다. 장치의 각종 구동은 전기 control 되도록 하며, 각 구동
부는 자바라를 설치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모
든 소재는 구동 부의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STS304를 사용하였다. 용접은
TIG welding 하였고, STS

308L ∮2.0 용접봉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용접

부는 산처리 후 pickling 하였다. Table 위에는 중량물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밑면에 support를 설치하였으며, bearing
(NSK)#51160을 사용하여 상하구동 및 정ㆍ역회전이 원활하도록 crossroll bearing(IKO)을 사용하였다.
Room의 bench에 설치되는 bench working table의 크기는 W600 ㎜ ×
L600 ㎜ × H300 ㎜로 하였고, table위에서 고준위에 오염된 핫셀 장비
및 부품 등을 제한된 공간과 시야를 확보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따라서 table이 정․역회전하도록 하였으며, 장치의 제작 사양은
base working table과 같다. Working table의 사진은 그림 3-1-2와 같다

(마) 고체폐기물 용기(solid waste container) 접속부 및 기타 설비
각종 작업 수행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분리 수거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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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기존의 위치에 고체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제작된 용기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부 밑 부분은 차폐
벽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폐벽을 설치하여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림 3-1-2. Working Table.

격리실에는 1100 ㎜ x 750 ㎜의 문이 2 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오
염된 공기의 확산방지 및 일정한 부압을 유지하기 위한 에어록(air-lock)
으로 기존의 문에 30 ㎜의 납판을 부착시키고 그 위에 STS304 6 ㎜의
plate를 부착시킨 후, neoprene gasket을 부착시켜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
였다. 문에 시건 장치를 부착하고, 모든 표면은 오염 물질의 제염이 용이
하도록 buffing 하였다.
Room의 전면에 3 쌍, 좌측면의 bench부에 1 쌍의 글로브가 설치되어
각종작업을 수행함으로서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였다. 글로브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글로브 부분을 차폐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였으며, 글로브
차폐부는 내부 3 ㎜, 외부 6 ㎜의 STS304 plate를 사용하였고 내부는 15
㎜의 lead plate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후 처리는 pickling하였다.
Room의 바닥은 스테인레스 3 ㎜ 강판으로 lining 하였고, 용접부 및
표면은 산처리 후 polishing 하여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용이하도록 하였
다.
각종 툴을 취급할 수 있도록 tong을 전면부에 설치하고, 측면에는 그
림

3-1-3에

나타낸

바와

같은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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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pulator를

설치하였다.

그림 3-1-3. 격리실 M/S Manipulator.

(바) 격리실 개ㆍ보수 결과
격리실의 각 장비를 제작 설치 후 기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였
으며, 차폐벽과 납유리에 대한 차폐성능 검사를 실시하여 만족할 만한 결
과를 얻었다. 차폐벽의 차폐성능은 현장 성능시험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차폐벽의 선량 측정을 위하여 3 면의 벽을 가로 세로 50 cm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표시 후 측정하였다. 납유리의 경우는 최종 설치 후에 각 차폐
창 별로 가로 세로 10 cm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또한 납유리와 차폐벽
사이에 대해서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① isolation room 차폐벽 선량측정 이론식
㉮ isolation room 자체 차폐
․ 납 : 30 mm
․ steel : 12 mm
㉯ collimator 차폐
․ 납 : 20 mm
․ steel : 2 mm
㉰ total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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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 50mm
․ steel : 14mm
㉱ 반가층
․ 납 : 6mm
․ steel : 13mm
㉲ Ir-192 강도 : 5.8 Ci(1999년 6월 9일 기준)
㉳ 이론식 및 선량율
이론식에 의하여 표 3-1-1의 결과를 얻었다
0.48 mR/hr × 1m×5.8Ci
×e
2
( ုᵫ )

- 0.693 (

50
14
+
)
6
13

×1000

표 3-1-1. 이론식에 의한 선량율 계산 결과(차폐벽)
거리에 따른 선량율
1 m

4.097 mR/h

1.5 m

1.821 mR/h

2 m

1.024 mR/h

② 차폐벽 각 point별 실제 선량율 측정결과
측정결과 세 벽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며 그 중에 북
쪽 벽면의 결과는 표 3-1-2와 같다. 선량율의 단위는 mR/h 이다.

표 3-1-2. 북쪽 벽면 선량 측정 결과
POINT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선량율

1.51 1.56 1.35 1.54 1.52 1.42 1.34 1.57 1.3 1.19 1.13 1.12 15.7

POINT

3-4 3-5 4-1 1-2 4-3 4-4 4-5 5-1 5-2 5-3 5-4 5-5

선량율

1.41 1.35 1.27 1.36 1.37 1.53 1.27 0.95 0.83 0.67 0.21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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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solation room window 선량측정 이론식
㉮ isolation room window 자체 차폐
․ 납유리 : 70 mm
㉯ collimator 차폐
․ 납 : 20 mm
․ steel : 2 mm
㉰ total 차폐
․ 납유리 : 70 mm
․ 납 : 20 mm
․ steel : 2 mm
㉱ 반가층
․ 납 : 6 mm
․ steel : 13 mm
․ 납유리 : - 납밀도 : 11.34, 납유리 밀도 : 5.2
11.34
×6 = 13mm
5.2

- 납유리 반가층

㉲ Ir-192 강도 : 8.7 Ci(2000년 1월 18일 기준)
㉳ 이론식 및 선량율
이론식에 의하여 표 3-1-3의 결과를 얻었다
0.48 mR/hr × 1m×8.7Ci
×e
( ုᵫ ) 2

- 0.693 (

20
70 + 2
+
)
6
13

×1000

표 3-1-3. 이론식에 의한 선량율 계산 결과
(납유리)
거리에 따른 선량율
0.5 m

35.704 mR/hr

1 m

8.926 mR/hr

TG Y[G T

④ 납유리 각 point별 실제 선량율 측정결과
측정결과 4곳에 설치되어 있는 납유리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
를 얻었으며 그 중에 서쪽 납유리에 대한 결과는 표 3-1-4와 같다. 선량
율의 단위는 mR/h 이다.

표 3-1-4. 서쪽 납유리 선량 측정 결과[WEST WINDOW-1]
Point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선량율 13.2 12.3 12.4 12.6 12.7 12.4 11.8 13.4 13.1 13.6 11.9 12.1
Point

3-3

3-4

3-5

4-1

4-2

4-3

4-4

4-5

A

B

C

D

선량율 12.6 12.3 12.4 11.8 12.4 113.2 13.3 12.7 12.8 12.7 12.8 15.3

나. 핫셀 장비 유지보수용 글로브 박스 설계 및 제작
(1) 장비 개요
본 glove box는 M6b hot cell 내에서 사용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가 필요 할 때 hot cell 내에서 rear door를 거쳐 서비스 구역
에 설치된 buffering tent 내로 장비를 안전하게 반출, 보수 후 반입할
수 있는 반자동식 이동용 glove box 이다. 글로브 박스의 개략도는 그림
3-1-4와 같다.

TG Y\G T

G㨰㉐
㤸⮨䔡
㢹Ạ䔡

༆

㟤㽕⮨G䟸⮨

Ḕ㥉㟝
䟀㤸㟝
㠸㾌㦤㥉㟝

㟤㽕⮨G䟸⮨

䚐ٻạٻ㠄ٻ㣄ٻ⥙ٻ㜤ٻẠٻ㋀

˜
̱G

ٻۇۇۀڞٻۏۊڣ㣙⽸㡔㫴⸨ٻ㍌㟝ۓۊڝٻۀۑۊۇڢٻ
ٻۓۊڝٻۀۑۊۇڢ㞬Ḵ⓸

그림 3-1-4. 글로브 박스 개략도.

(2) 제작 내용
(가) 본 glove box는 방사능에 오염된 장비류를 반출 보수 및 반입하
는 장비이므로, 준비중 또는 보수 중 방사능의 노출을 최대한 방
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였다.
(나) 본 glove box는 부식 및 산화방지를 목적으로 stainless steel
류를 사용하였다.
(다) 본 glove box는 hot cell 용 rear door를 충분히 열은 후 hot
cell 벽 내부로 자유롭게 진입 퇴출 할 수 있는 크기와 구조로
제작되었다.
(라) 본 glove box의 이동은 전기 모터와 감속장치에 의해 7 m/min
(116 mm/sec) 이하의 속도로 이동하고 정ㆍ역이 가능하도록 하였
으며, 수동 조향 장치가 설치되었다.
(마) Hot cell 용 장비 반출 반입시 본 glove box 정면은 hot cell 입
구 벽면과 밀착 밀봉 되도록 sealing 구조를 갖추었다.
(바) 본 glove box의 최대 적용중량은 150 kg으로 하며 장비 상, 하차
용 pallet 설비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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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glove box 전면의 장비 출입구는 방사능 차폐가 가능한 재질
과 두께의 shutter를 설치하였으며, 전기조작에 의해 개폐가 용
이 하도록 하였다.
(아) 본 glove box는 우측면과 후면에 각각 보수용 glove(1 pair) 와
투시용 glass를, 윗면에는 공구 투입구를 설치하였다.

(3) 글로브 박스 제작 결과
글로브 박스를 제작(그림 3-1-5)후 장비의 구동시험, 셔터의 개폐
시험, pallet의 구동시험 등을 실시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글로브 박스를 사용하여 핫셀 내의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는 과정은, 우선
M6b 핫셀 뒷문을 중심으로 서비스구역에 buffering tent(그림 3-1-6)를
설치 후에 rear door를 최대한 뒤로 이동시키고, 장비를 구동시켜서 rear
door hole로 조심스럽게 진입시킨다. 진입이 완료되면, shutter를 하강시
키고, pallet를 핫셀 내로 전진시켜서 셀 내부의 크레인으로 장비를 싣
고, pallet를 후진시켜 글로브 박스 안으로 장비를 인출하고 셔터를 닫는
다. Cart를 후진시켜 보수 등을 완료 후에 반대과정을 거쳐 장비를 반입
시키고 마무리한다. 회로도 및 각종 구동 스위치 배치도는 그림 3-1-7 및
그림 3-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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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유지보수용 글러브박스.

그림 3-1-6. Buffering 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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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글로브 박스 회로도.

그림 3-1-8. 글로브 박스 스위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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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FDF 중성자 및 감마선 원격 상시 모니터링 장치 설치 및 운영
DFDF 작업 및 서비스구역의 핵임계 폭주사고 예방 및 유지보수구역의
방사선 오염 정도 평가를 위한 최적 모니터링 방안 수립을 수립하기 위해
Thermo

Eberline사의

중성자(4s-1/n․cm2․s-1)

및 감마선(50

nSv/h∼1

Sv/h) 원격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조사재시험시설 M6 핫셀 작업구역, 서
비스 구역 및 격리실에 각기 설치하였다. 1970년 이래로 Eberline 사에서
는 핵임계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초기 시스템
은 DA1-6C GM 검출기를 이용하여 RMSⅡ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었다. RMS3
는 한 지역의 감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검출기를 통합감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DFDF 중성자, 감마선 및 핵임계 상황을 5개의 RMS3로 부터
전송되어지는 각 검출기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모니터 하기 위하여,
Radnet server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조사재시험시설의 M6 핫셀 작업구
역에 또한 Radnet client 프로그램을 조사재시험시설 방사선안전관리실
및 DUPIC mockup 동에 각각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과제에서는 2001년 4월에 DFDF 중성자 및 감마선 원격 상시 모니터
링 장치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표 3-1-5에 RMS3 area
monitor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조사재시험시설의 서비스 구역에 설치된
DFDF 중성자 및 감마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그림 3-1-9에 나타내었다. 한
편 DFDF 중성자 및 감마선 모니터링 장치 배치도는 그림 3-1-10와 같다.

(1) 장치의 측정 범위 및 설치장소
◊Gamma radiation and Criticality Monitor
◦Low range : 0.01mrem/h - 100mrem/h : 작업구역, 서비스구역 설치
◦Medium range : 0.1mrem/h - 10,000mrem/h : 격리실 설치
◦Neutron radiation Monitor He 3 : 작업구역 설치
Energy Range : Thermal through 30 Mev
◦Neutron radiation Monitor BF3 : 서비스구역 설치
Energy Range : Thermal to about 10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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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치의 설치
RMS-3 monitor의 설치와 네트웍 연결은 그림 3-1-11에, RMS-3
monitor 화면은 3-1-1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한편, 2001년 6월 14일부터
6월 18일 까지의 조사재시험시설 서비스구역내 설치된 감마시스템의 모니
터링 결과를 그림 3-1-13에 제시하였다

표 3-1-5. RMS-3 Area Monitor 특징
- RMS-3 monitor supports a variety of different detector types
including scintillation, GM and proportional counters.

- Built-in wide range high voltage power supply, computer
controlled threshold settings.

- RMS-3 monitor uses an RS-232C communication port to permit
connection to a PC running an Eberline Window
setup/calibration program.

- RMS-3 works well as a standalone are monitor or it can easily
be networked with the use of a small Serial-to-Ethernet
converter.

- Server software, RadNet has the capability to place the multi
RMS-3's information on the Ethernet for access by other Client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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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DFDF 중성자 및 감마선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조사재 시험시설 서비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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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DFDF 중성자 및 감마선 모니터링 장치 배치도.

TG ZZG T

그림 3-1-11. RMS-3 Monitor의 설치와 네트웍 연결.

그림 3-1-12. DFDF 중성자 및 감마선 모니터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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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Daily Data(gamma, Serv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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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장비의 성능향상
가. 오염제거 모사시설 구축
DFDF에서 DUPIC 핵연료 제조 및 공정 작업과정 중 발생되는 오염된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장치 및 장비, 그리고 공구 등의 실제 제염작업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염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제염조건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DUPIC 모의시험시설
에 오염제거 모사시설을 구축하여 모사 실험을 통하여 필요한 제염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DFDF에서 제염을 필요로 하는 장비, 장치,
공구 등의 제염 방법 및 전략을 확립하였다.
오염된 유지․보수 제조/공정 장비와 장치 및 공구 등은 DFDF 핫셀의
10번 차폐창에 설치되어 있는 제염 체임버 내부에서 드라이 아이스 펠릿
을 활용하는 제염방식을 채택하여 원격으로 제염작업을 수행하므로, 가능
한 실제 제염작업과 거의 유사한 모사 작업환경을 구축하여 실험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염제거 모사시설은 크게 공기정화모듈, 드라이
아이스 오염제거기, 오염제거 체임버 등 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 공기정화모듈
드라이 아이스 오염제거기는 DUPIC 모의시험시설에서 공급되는 압
축공기를 사용하여 오염제거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압축공기는 수분,
유분, 고형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완전히 공기로 작동되는 드라이 아이스
오염제거기의 부품에 손상을 입히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또한, 수분을 함
유한 압축공기는 압축공기 호스에 항상 수분이 남아 있게 하고, 오염제거
기의 분사노즐을 빈번히 막히게 하여 장치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따라
서 공기정화모듈은 수분, 유분, 고형물질을 함유한 압축공기를 정화하여
청정공기를 드라이 아이스 오염제거기에 공급한다.
그림 3-1-14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공기정화모듈은 건조기의 전후로 3
개의 필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각 필터의 구성과 작동 순서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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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함유 압축공기 → prefilter → line filter →
coalescent filter →청정공기 → 드라이 아이스 오염제거기에 공급

DUPIC 모의시험시설에서 공급되는 압축공기는 먼저 prefilter를 통하
여 5 μ이상의 고형물질과 응축수 및 유분을 초기에 제거․제습하고, 건
조기에 설치된 냉동 콤프레서로 응축한다. 응축된 압축공기는 순차적으로
line filter와 coalescent filter를 통하여 여과된다. 건조기와 필터를
통하여 0.01 μ이상의 고형물질이 제거되고, 98 %이상의 응축수 및 90 %
이상의 유분이 제습된 최종 정화공기가 드라이 아이스 오염제거기로 공급
된다. 표 3-1-6은 건조기의 사양을, 표 3-1-7는 필터의 사양을 보여준다.

(2) 드라이 아이스 오염제거기
드라이 아이스 오염제거기는 드라이 아이스 펠릿을 고속 압축공기
에 실어서 제염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분사하므로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서, 오염제거 모사시설의 구축에 사용된 오염제거기는 압축공기 공
급호스와

드라이

아이스

펠릿

공급호스가

각각

별도로

되어

있는

double-hose형을 사용하였다.
그림 3-1-15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double-hose형 드라이 아
이스 오염제거기로서 크게 분사기(blasting device), 드라이 아이스 펠릿
/공기 이송시스템, 분사 헤드(blasting head)로 구성되어 있다. 오염제거
기의 운용에 요구되는 제어공기와 분사공기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제어공기(약 3.0 m3/min(공기량)/6 bar(공기압))
- 분사공기(약 15.0 m3/min(공기량)/3.5 ∼ 24 bar(공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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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공기정화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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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건조기 사양
허용입구 온도

45 oC

허용주위 온도

1.7 - 43 oC

사용압력

1.6 - 14.0 kg/cm2

정격전원

AC 220V 단상 60Hz

냉매가스

R-22(Freon)

접속구경

PT 1 1/2"

냉동콤프레서(HP)

1

치수(LxWxH) mm

565x890x810

소비전력(W)

2.43

표 3-1-7. 공기정화모듈에 사용된 필터사양
종 류
Capacity
3
(m /min)

연결
pipe size
Dimension
(mm)
여
과
능
력

고형물질
(제거)

Coalescent

Pre-filter

Line filter

14

11

8.5

40A

40A

40A

142x940

142x940

142x940

filter

5μ이상

1μ이상

0.01μ이상

100%

100%

100%

응측수(제습)

90% 이상

유분(제습)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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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8% 이상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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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드라이 아이스 오염제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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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염제거 체임버
오염제거 체임버는 DFDF M6 핫셀의 10번 차폐창을 통하여 볼 수 있
도록 핫셀 내부에 설치된 제염체임버와 비슷한 mock-up 형태로서, 직사각
형의 밀폐된 구조로 모의 오염시편, 오염된 모의 제염 대상물 등을 적재
하고 각각의 종류에 따라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최적의 제염 방법 및
전략을 확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오염제거 체임버는 크게

체임버 몸체부, 회전 적재부, 흡입부, 분사

건 조종부, Onboard 제어반 등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된 오염
제거 체임버는 그림 3-1-16에 보여지며, 설계도는 그림 3-1-17부터
3-1-23에 보여진다. 오염제거 체임버의 각 모듈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체임버 몸체부
- 투명아크릴을 사용하여 제염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으
며, 또한 글러브 박스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체임버 내부로 접
근이 가능하게 함.
- free 필터를 상부에 설치하여 작동시 흡입으로 인하여 체임버
내부가 진공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함.
- 접근 door: 제염대상물의 인출입을 허용하는 부분으로서 완전
공압식으로 개폐.
- 직사각형구조(LxWxH: 1500x1180x1300mm)

(나) 회전 적재부
- 제염하고자 대상물을 적재하여 회전시켜 전방향 제염이 가능하
며, 또한 지지대를 설치하여 대상물의 하부 제염도 가능함.
- 직경: 900 mm
- 최대적재하중: 1000 kg
- 제어방식: 완전 공압식

(다) 흡입부
- 제염시 발생하는 분진 폐기물들을 흡입하여 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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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집율: 0.3 μm 이상 분진 포집
- 구동방식: 전동식

(라) 흡입부
- 분사건 조종부
- 드라이 아이스 오염제거기의 분사건을 파지하는 부분으로서 작
업자에 의해 수동으로 위치 및 방향 조종이 가능함.
- 자유도: 3자유도(위치), 1자유도(방향)
- 구동방식: 완전 수동식

(마) Onboard 제어반
- 오염제거 체임버에 부착되어서 체임버의 각 기능을 제어함.
- 제어기능: 체임버(door 개폐), 회전 적재부(CW/CCW, 공압식),
흡입부(on/off, 전동식)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크게 공기정화모듈, 드라이 아이스 오염제거
기, 오염제거 체임버로 구성되는 오염제거 모사시설은 그림 3-1-24에 보
여진대로 DUPIC 모의시설에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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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제작하여 모의시험시설에 설치된 오염제거
체임버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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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오염제거 체임버의 전체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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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오염제거 체임버의 상부와 하부 지지대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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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오염제거 체임버의 분사건 조종부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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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오염제거 체임버의 분진 포집부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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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오염제거 체임버의 분진 흡수부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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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오염제거 체임버의 상부 개폐도어 설계도.

TG [`G T

그림 3-1-23. 오염제거 체임버의 회전 적재부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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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DUPIC 모의시험시설에 통합 구축된 오염제거
모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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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식오염 제거장비의 제거효율 향상 실험

(1) 서 설
현재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장비는 주로 고압물제트 세척방법인 습
식으로 오염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핵임계 문제, 2차 폐기물 발생
때문에 고방사성 환경인 핵연료물질을 취급하는 핫셀내에서는 적용에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오염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2차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며 핫셀내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한 제염법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에 건식 제염기술의 하나인 드라이아이스 분사 제염법은 장비파손
및 장비분해를 할 필요가 없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슬래그 제거에서
부터 정밀반도체, 회로판 세정, 원자력시설제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고압수 분사와 연마성 모래
분사와는 달리 드라이아이스 분사 제염기술은 2차폐기물 처리처분의 추가
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 때문에
핵연료 제조장치 및 시설 내 오염물을 제염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핫셀 내 핵물질 취급장치의 제염은 작업자들의 방사성 노출뿐만 아
니라 방사성폐기물 양의 감소 및 고가장비의 재활용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건식제염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1999년 류
정동 등이[3-1-1] 드라이아이스 눈 입자 세척법(dry ice snow cleaning)
을 표면 방사성 오염물 제염에 적용하여 표면 방사능 오염물의 경우에는
최대 제거율 82 % 까지 얻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제염 대상시설의 특성에 맞는 기술적 성능(운전성, 단순성, 제염계수),
원격 적용성, 환경과 인체에 대한 안전성 연구,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
키기 위한 제염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3-1-2∼3-1-8].

특히 2차폐

기물 발생량 저감과 제염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건식 제염기술들이 개발
되어 일부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기술의 개선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핫셀내 고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핵물질 취급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드라이아이스 입자들의 충격을 이용한 건식오염 제거
장치가 개발되었다[3-1-9]. 개발된 건식오염 제거장치를 핫셀에 직접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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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전에, 장치의 최적 제염조건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공정변수가
제염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
가지 종류의 대표 표면에 대하여 비고착성 및 고착성 모의 시편을 제조하
여 기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의 제거효율은 XRF 및 분사 전 후의 표
면 조건 변화로 평가하였다.

(2) 실 험
(가) 실험장치
건식 오염제거장치는 air dryer system, purge/blasting system,
blasting gun, blasting nozzle 및 시편 시험장치로 구성된다. 사용된 드
라이아이스 펠렛은 직경 3 mm 정도이었고 기밀된 드라이아이스 박스에 보
관하여 사용하였다. 드라이아이스는 국내 V사에서 공급받아 실험에 이용
하였다. Purge system은 드라이아이스 공급라인이 작동 중 막혔을 경 경
우, 운전자가 쉽게 세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편 시험장치는 드라
이아이스 펠렛 분사 후, 제염된 오염물질의 재비산을 방지하고 높은 압력
하에서도 시편을 고정시키고 또한 시편표면을 균일하게 제염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그림 3-1-25와 같이 시험기는 오염시편을 고정하는 부분, 분
사헤드를 수직으로 고정하는 부분, 분사헤드를 시편에 대하여 좌/우, 전/
후, 상/하로 이동하는 부분, 비산방지 프레임으로 제작되었다.

비산방지

프레임은 투명 아크릴로 되어 있어 운전자가 오염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제염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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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모의 오염 시편 시험기의 사진.

(나) 모의 시편제조
고방사성 핫셀의 제염대상 재질을 모사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4가
지 구성 재질로 시편을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시편 종류들에는 SUS304를
단순 연마한 시편(specimen 1), SUS304를 polishing한 시편(specimen 2),
steel에 열처리 도장한 시편(specimen 3), SUS304를 기계 가공한 시편
(specimen 4)이었다. SUS304 단순 연마한 시편(specimen 1)은 금강석으로
연마 후 pickling 처리한 것으로서 핫셀내 duct, 바닥, connector 등을
대표할 수 있다. SUS304를 polishing한 시편(specimen 2)은 SUS를 금강석
연마 후 알루미나를 이용하여 미세 연마한 것으로서 핫셀 벽면, 저장통
등을 들 수 있다. 열처리도장 한 시편(specimen 3)은 steel면에 스프레이
를 이용하여 액체 소부 도장 한 후 200 ℃에서 3 시간 열처리한 것으로서
일반 기기 장치의 표면에 해당된다. 기계 가공한 시편(specimen 4)은 선
반 가공한 것으로서 기계부품 및 경첩부분에 해당된다. 실험에 사용된 시
편은 표면오염 측정방법인 XRF 측정이 가능하도록 금속시편을 직경 43
mm, 두께 6 mm로 가공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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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편 위에 고방사성핫셀 내 대표적인 오염 핵종인

Cs을 모사하

기 위하여 CsNO3(Aldrich Co, 99 %) 시약을 사용하여 수 세척에 의하여
오염표면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는 비고착성 오염과 수 세척에 의해 용
이하게 제거되지 않는 고착성 오염시편을 준비하였다. 비고착성 오염 형
성조건은 10,000 ppm의 CsNO3 용액을 0.1 mL mass 피펫을 사용하여 소량
씩 가하여 총 투입량 1mL 가한 후 상온에서 48 시간 단순 건조시켰다.
고착성 오염 형성조건은 시편 4에 대하여 10,000 ppm의 CsNO3 용액을 0.1
mL mass 피펫을 사용하여 소량씩 가하여 총 투입량

1 mL 가한 후 24시간

상온에서 건조시킨 후 400 ℃ 온도의 전기로(Lenton, UAF 17/12) 내에서
12시간 가열하였다. 비고착성 및 고착성 오염시편의 초기 오염량에 대한
분석의 신뢰성을 얻고자 각각 3 개씩 분석하였다.

(다) 제염실험
건식 오염제거장치의 최적 분사조건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모의
시편을 제조하여 제염실험을 수행하였다. 비고착성 오염시편 실험의 경
우, 상기 시편종류별로 분사압력(1 ∼ 4 kg/cm2), 분사시간(5 초 ∼ 90
초) 및 분사거리 (1 cm ∼ 30 cm)로 공정변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건식 오
염제거장치의

드라이아이스 분사 제염특성을 조사하였다.

고착성 오염

시편 실험의 경우, SUS304를 polishing한 시편(specimen 2) 및 SUS304를
2
기계 가공한 시편(specimen 4)에 대하여 분사압력(1 ∼ 4 kg/cm ), 분사

시간(5 초 ∼ 90 초), 분사거리(1 cm ∼ 30 cm)로 공정변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드라이아이스 분사 제염특성을 조사하였다.

(라) 실험분석
드라이아이스 분사제염 전, 후 모의 오염시편의 농도분석은 표면
분석기술인

X-ray

Fluorescence(XRF)분석법을

이용하였다.

XRF장치

(Siemens, SRS-303)는 Rh target을 사용하고 출력 3 kw의 파장분산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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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고찰
비고착성으로 오염시킨 각 시편종류별로, 분사압력을 변화시켜 드
라이아이스 펠렛 분사 제염한 결과를 그림 3-1-26에 나타내었다. 그림
3-1-26에 제시된 것처럼 시편의 종류에 상관없이 분사거리 10 cm, 분사시
간 10 초 및 분사압력 3 kg/cm2 이상에서 모두 제거효율이 100 % 으로 나
타났다.

분사압력 증가에 따라 드라이아이스 펠렛 충격에너지의 증가로

2
인하여 제거효율이 증가된 것으로 비고착성 오염물질 제염시 3 kg/cm

정도의 비교적 낮은 분사압력 조건에서도 우수한 제거효율을 얻을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고착성으로 오염물질의 경우, 원격조작으로 고
방사성 핫셀내에서도 낮은 분사압력 조건으로 우수한 제거효율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사압력 3 kg/cm2, 분사거리 10 cm에서 분사시간을 변화시키면서 비
고착성 오염시편의 제염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그림 3-1-27에 나타내었다.
그림 3-1-27에 제시된 것처럼 분사시간 10 초에서 20 초 사이에서 제거효
율이 100 %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0 초 이상에서는 분사시간 증가에 따
라 제거효율의 증가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사시간이 증가할수록 드
라이아이스 펠렛이 오염표면에 접촉 후 곧바로 승화되지 못하고 표면에
계속 응결된 상태로 남아 있어서 분사시간이 증가하여도 제거효율을 증가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분사압력 3 kg/cm2, 분사시간 10 초에서 분사거리를 변화시키면서 비
고착성 오염시편의 제염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그림 3-1-28에 나타내었다.
그림 3-1-28에 제시된 것처럼 분사거리 10 cm 이상에서 제거효율이 100 %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드라이아이스가 효과적으로 제염표면에 분
사하여 접촉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고착성 오염시편 표면에 세슘을 고착한 시료를 분사시간 10 초,
2

분사거리 10 cm로 고정시킨 후 분사압력(1 ∼ 4 kg/cm )를 변화시켜 세슘
의 제거효율을 나타낸 결과를 그림 3-1-29에 나타내었다. 그림 3-1-29에
제시된 것처럼 분사압력이 증가할수록 세슘의 제거효율이 증가하였다. 분
사압력을 계속 증가시킴에 따라 고착성 세슘의 제거효율이 증가될 것으로

TG \]G T

판단되나, 현재 당소 오염제거 실험실 내 건식오염장치의 가용 사용압력
이 최대 4 kg/cm2 이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실험을 진행시킬 수 없었
다.
2

분사압력 4 kg/cm , 분사거리 10 cm에서 분사시간을 변화시키면서 고
착성 오염시편의 제염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그림 3-1-30에 나타내었다.
그림 3-1-30에 제시된 것처럼 분사시간 5 초부터 30 초 범위에서는 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세슘의 제거효율이 증가하였고 분사시간 30 초 이상에
서는 더 이상의 제거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분사시간
30 초에서 시편 2의 세슘 제거효율은 약 93 %, 시편 4의 세슘 제거효율은
약 88%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분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드라이아
이스 펠렛이 오염표면에 접촉 후 곧바로 승화되지 못하고 표면에 응결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제거효율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고착성 오염시편의 제염시 약 30 초 정도의 분사시간이 적당한 것으로 판
단된다.
분사압력 4 kg/cm2, 분사시간 30 초에서 분사거리를 변화시키면서 고
착성 오염시편의 제염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그림 3-1-31에 나타내었다.
그림 3-1-31에 제시된 것처럼 분사거리 1 cm에서 20 cm 까지는 분사거리
가 증가함에 따라 세슘의 제거효율이 증가하였으며 분사거리 20 cm 에서
시편 2의 세슘 제거효율은 약 9 6%, 시편 4의 세슘 제거효율은 약 92 %
2
로 나타났다. 그림 3-1-32에 분사압력 4 kg/cm , 분사시간 30 초, 분사거

리 20 cm 에서 제염전후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림 3-1-32에 제시된 것
처럼 제염 전 시편표면에 고착된 검회색 오염층이 제염 후 오염층이 세척
되어 얇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시편표면이 제염 전 보다 광택이 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라이아이스 입자들의 충격을 이용한 건식 오염제거장치의 최적 분사
조건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4가지 종류의 재질에 대하여 모의 시편으로 기
본 실험을 수행한 실험결과, 비고착성 오염의 경우, 분사압력 3 kg/cm2,
분사거리 10 cm,

분사시간 10 초 정도로 유지할 경우 100 %의 제거효율

을 얻을 수 있었다. 고착성 오염의 경우는 분사압력 4 kg/cm2, 분사거리
20 cm, 분사시간 30 초 정도로 유지할 경우 90 % 이상의 제거효율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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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향후, 여러 오염핵종을 다양한 방법으로 오염시켜 제조한 모의오염시
편과 실제 고방사능 핫셀내에서 원격으로 고방사성물질로 오염된 핵물질
취급장치에 대하여 건식오염 제거장치의 제염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본다.

(4) 결 론
드라이아이스 입자들의 충격을 이용한 건식오염 제거장치의 최적
분사조건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4가지 종류의 재질에 대하여 모의 시편으
로 기본 실험을 수행한 실험결과 비고착성 오염의 경우, 분사압력 3
kg/cm2, 분사거리 10 cm, 분사시간 10 초 정도로 유지할 경우 100 %의 제
2

거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고착성 오염의 경우는 분사압력 4 kg/cm , 분
사거리 20 cm,

분사시간 30 초 정도로 유지할 경우 96 %의 제거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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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비고착성 시편의 분사압력 변화에 따른 제거효율
(분사시간

10초,분사거리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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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비고착성 시편의 분사시간 변화에 따른 제거효
2
율(분사압력 3 kg/cm , 분사거리 10 cm).

TG \`G T

100

Removal efficiency, %

90
80
S p e c im e n
S p e c im e n
S p e c im e n
S p e c im e n

70

1
2
3
4

60
50
40
0

5

10

15

20

25

30

B la s tin g d ista n c e , c m

그림 3-1-28. 비고착성 시편의 분사거리 변화에 따른 제거효
율(분사압력 3kg/cm2, 분사시간 1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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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고착성 시편의 분사압력 변화에 따른 제거효
율(분사시간 10초, 분사거리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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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고착성 시편의 분사시간 변화에 따른 제거효율
(분사압력 4kg/cm2, 분사거리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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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고착성 시편의 분사거리 변화에 따른 제거효율
2
(분사압력4kg/cm , 분사시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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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고착성 시편 4의 제염 전후의 사진
2

(제염조건: 분사압력 4 kg/cm , 분사시간 30초,
분사거리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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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장치 원격유지보수 기술개발

1. 격리실 잔여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 제작 및 성능개선
가. 개요
사용후핵연료의 고방사성 특성 때문에 DFDF의 M6핫셀 가동중 작업자
의 핫셀 내부로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가동중 고장나거나 손상된 DUPIC
핵연료 제조 및 공정 장비와 시설의 원격 유지․보수는 원격 기술 또는
시스템 측면에서 강조된다. 이러한 고장난 핵연료 제조 및 공정 장비의
수리 및 교체는 M6핫셀 내부 또는 M6A핫셀 위에 있는 격리실(isolation
room)에서 이루어진다.
고장난 장비는 이미 고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격리실에서
고장난 장비의 수리 및 교체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작업자의 방사성 피폭
에 대한 위험이다. 격리실에서 고장난 장비의 수리 및 교체는 글러브를
통하여 작업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격리실에서 유지․보수
가 요구되는 고장난 장비는 격리실로 이송되기 전에 M6핫셀에서 작업자의
직접접촉이 허용되는 수준까지 충분히 제염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장난
장비의 수송, 분해, 조립 등 일련의 작업 때문에 격리실은 바닥은 피할
수 없이 사용후핵연료 가루 또는 고방사성 분진 폐기물 등으로 오염된다.
이러한 고방사성 분진 폐기물들은 격리실의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격리
실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
해 제거되어야 한다.
격리실 잔여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는 격리실에 설치되어 오염된
DUPIC 핵연료 제조 장비의 유지․보수시 발생되어 격리실 바닥에 산재,
고착되어 있는 미세 방사능 분진 및 폐기물을 청소하고 포집하기 위한 장
치이다.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는 operator 조작 또는 자율주행 모드에
서 원격으로 운용되며, 모듈식으로 제작되어 장치의 손상시 원격 유지보
수가 용이하며, 그래픽 시뮬레이터와 연계되어 조작자가 원격지에서 격리
실내의 청소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 및 통제할 수 있다.
나. 설계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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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환경
고방사성 때문에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격리실 내부에서의 청
소작업은 원격 또는 로봇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3-3-1은 유지․보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재시험시설(IMEF) M6 핫
셀과 격리실의 그래픽 모델을 보여주며, 그림 3-3-2는 실제 격리실의 내
부를 보여준다. 격리실은 4 개의 차폐창, 각 차폐창 아래 설치된 2 개의
글러브, 2 개의 회전판, 1 개의 크레인, 1 쌍의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
레이터로 구성되어있다. 직사각형의 roof door는 격리실 바닥과 M6A 핫셀
의 천장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격리실과 M6 핫셀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
용된다.
작업자의 접촉에 의해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M6 핫셀 장비는 roof
door를 통하여 격리실로 이송되며, 새로운 장비 또는 수리된 핫셀 장비
또한 이 roof door를 통하여 M6 핫셀로 이송된다. roof door는 M6 핫셀
가동 중 항상 닫혀 있으며 필요할 때만 열린다. 이 roof door는 M6 핫셀
이 가동된 이 후로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차폐창은 격리실 내부의 정
보를 제공해주는 수단으로서, 격리실 외부에 위치한 작업자는 차폐창을
통하여 격리실 내부의 작업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매스터/슬레이브 매니
퓰레이터와 글러브를 이용하여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다.
격리실의 바닥은 여러 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판으로 용접되어 연결되
어 있으며 연결부위에는 약 4 mm 높이의 융기(bump)들이 높여있다. 또한
roof door가 완전히 닫혔을 때 roof door의 상부는 바닥면 보다 약 10 mm
정도 높게 위치해 있다.

(2) 설계사양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성공적인 개발, 설치, 운용을 위해서는
상호 종속적인 세가지 설계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요소들은
격리실 시설물,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원격 또는 자동 청소 및 포집
작업,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원격 유지보수 등이며, 이러한 설계요
소들은 설계과정에서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계과정은 원격 청
소 및 포집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완전히 기능적인 방사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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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원격제거장치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기계적, 전기적, 시스템 통합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설계 개발은 격리실 작업 환경의 환경 및
공간적 제한성, 원격 운용 전략, 원격 유지보수 절차, 현장 유지보수 시
스템의 이용가능성과 제한요소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설계 과정에서 이
러한 요소들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격리실의 환경 및 공간적 제한성은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크기, 이동수단 및 청소수단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운용에 필요한
공기, 전기 등과 같은 유틸리티의 위치, 기하학적 구조, 장애물을 피하면
서 청소 목적지까지의 접근성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제어수단은 원격제거
장치의 설계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격리실이 가동 중일 경우에는 격
리실 내부로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는
원격 또는 자율적으로 원하는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총체적으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설계는 다은과 같은 원격 운용
전략, 원격 유지보수 전략, 원격 유지보수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
어야 한다.
- 조작자(human operator)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조작자의 숙련도는
격리실 바닥의 청소작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동모드에서 격리실
외부에 위치한 조작자는 입력장치를 통하여 원격지(격리실 내부)에
설치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를 원격 조종한다. 자율청소모드에
서 조작자는 원격지의 청소작업 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방
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모든 움직임과 기능을 감시 및 조종하고,
또한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작자의 경험과
요구사항은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모듈식 구조(modular structure)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기능적/기계적 구조는 교체가 가능한
모듈 또는 서브어셈불리로 제작되어야하며, 손상된 기계 및 전기
부품은 격리실 내부에서 수리 및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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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공급(power means)
조작 시간 및 청소영역 측면에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청소
능력은 파워소스와 파워 전달 방법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방사
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효율적인 제어를 위해서 밧데리 또는 유선
파워시스템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방사능 영향(radiation effects)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기계 및 전기부품은 청소작업 중 피할
수 없이 오염되어 방사능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용된 부품의 재료
에 대한 방사능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
(1) 외형 및 특성
개발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는 그림 3-3-3에 보여진 바와 같이
크게 이동을 위한 mobile module, 오염된 분진을 제거하고 흡수하는
cleaning module, 장애물을 감지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sensing
module, 흡수된 분진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collection module 등 4 개
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모듈의 설계도 그림 3-3-4부터 3-3-10
에서 보여진다. 격리실 내부에 설치되는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와 격리
실 외부에 있는 제어반과의 파워 및 신호의 통신은 원격취급 커넥터
(remote handling connector)와 유선(tether cables)을 통하여 양방향으
로 이루어진다. 필요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각 모듈은 원격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며, 또한 각 모듈은 크레인과 매스터/슬레이브 매
니퓰레이터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용이하게 분해 및 조립될 수 있다. 개발
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는 원통형으로 465 x 465 mm(높이 × 직경)의
외형 치수와 10 cm/sec의 최대 속도를 갖으며, cleaning module의 밑면에
대하여 전방향으로 격리실 바닥을 청소할 수 있다.
동기형

바퀴

어셈블리(synchro-drive

wheel

assembly)를

채택한

mobile module은 turning radius를 최소화하면서 용접선이 있는 격리실
바닥면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동기형 바퀴 에셈블리는 3 개의
동기형 바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각의 바퀴는 타이밍벨트로 서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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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3 개의 동기형 바퀴는 두 개의 DC 서보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데, 각 각의 서보 모터는 조향과 구동(전/후진)모션을 생성한다. 바퀴들
의 이러한 구성은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가 이동할 할 때 반전향방향
(semi-omnidirectional) 모션을 갖도록 한다.
Sensing module은 초음파센서를 사용하여 격리실의 벽을 감지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sensing module은 12 개의 초음파 센서와 1 개의 센서
구동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중심에 대하여
전방향으로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각 초음파 센서가 30도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1 개의 초음파 센서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상
응하는 1 개의 센서 drive가 필요하다. 따라서 12 개의 초음파 센서를 구
동하기 위해서는 12 개의 센서 drive가 요구되므로 sensing module의 크
기를 증대시키고 firing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1 개의 센서 구동
모듈로 12 개의 초음파 센서를 동시에 구동하여 sensing module의 크기를
최소화하였으며, 초음파 센서 4 개 간격으로 firing하므로서 여러개의 센
서를 동시에 firing할 때 이러나는 crosstalk 현상을 최소화 하였다.
Cleaning module은 격리실 바닥 표면에 고착․산재되어 있는 고방사성
오염분진 페기물을 바닥표면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분리된 분진폐기물을 흡
입하도록 설계․제작되었다. 흡입된 분진폐기물은 collection module에서
저장된다. Cleaning module은 12 개의 소형/회전식 브러쉬와 각 각의 브
러쉬를 감싸는 직사각형 알루미늄 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알루
미늄 커버의 바닥면 테두리는 얇은 동 프린지(fringe)로 덮혀 있어 흡입
력을 증대시키면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가 바닥면을 이동할 때 모션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었다. 소형/회전식 브러쉬는 직렬로
연결되어 원통형으로 폐로를 형성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브러쉬와 간이
저장조 사이는 각각 작은 튜브가 연결되어 있어 흡입된 분진 폐기물은 간
이 저장조를 통하여 collection module로 이송된다. Collection module은
전기식 블로워와 모듈식 필터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HEPA 필터를 사용하
는 필터박스는 0.3 μm 보다 큰 분진을 포집할 수 있으며, 사용 후 폐기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제작되었다. Cleaning module의 브러쉬가 회
전할때 바닥에 붙어있는 분진폐기물들은 표면으로부터 분리되어 이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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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collection module은 이러한 분진들을 포집하게 된다.
격리실 내부에 설치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는 약 20 m 길이의 유
선에 의하여 격리실 외부에 설치된 제어반의 전원공급장치와 연결된다.
유선의 양쪽 끝단에 설치된 원격취급 커넥터는 방사성분진 원격제어장치
와 제어반 사이의 전원 공급 및 신호 교환이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
터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원격취급 커넥터는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가 작업을 수행할 때 유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collection module의 맨 위 상단부에 설치되어 있다.
(2) 그래픽 시뮬레이터
격리실 벽면에 설치된 차폐창(shielded window)은 조작자(human
operator)에게 격리실 내부의 상황과 정보를 제공해준다. 즉, 조작자는
차폐창을 통하여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청소작업 상황을 감시하고
조종한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고방사성 환경에서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모사하
고 제어할 수 있도록 조작자에게 추가적인 시각정보와 보다 유용한 수단
을 제공하기 위한 그래픽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그림 3-3-11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그래픽 시뮬레이터는 크게 방사성
분진 원격제거장치와 격리실의 그래픽 모델로 구성된다. 그래픽 시뮬레이
터는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가 실제로 격리실에서 수행할 청소작업을

미리 그래픽 환경에서 조작자가 직접 모사해 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다. 또한 그래픽 시뮬레이터는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제어 시스템과
직접 인터페이스되어 조작자에게 작업 도중 추가적인 시각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모든 청소 작업 과정들은 그래픽
시뮬레이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조작자는 차폐창이 아닌 그래픽 시뮬
레이터를 통하여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청소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조작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
도를 저감하고 작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그래픽
시뮬레이터에서 생성된 청소작업 경로는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를 조작
하기 위한 지령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청소작업의 자동화를 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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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격리실의 삼차원 그래픽 모델을 통하여 격리실 유지보수와
관련한 작업을 그래픽 환경에서 미리 연습함으로써 유지보수 작업의 스케
쥴과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그래픽 시뮬레이터는 Windows98 환경에서 Visual C++, OpenGL을 사용
하여 개발되었으며, 그림 3-3-12는 그래픽 시뮬레이터에서 생성된 그래픽
격리실 작업환경 모델에서 그래픽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 모델이 청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초기상태를 보여준다. 스크린은 menu bar area,
tool bar area, tree bar area, view area등 4개의 viewing area로 구분
된다. Menu bar는 file, edit, view, help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기능을 갖
으며, 현재 작업 조건을 저장하고, 저장된 작업조건을 다시 불러들이고,
모델링된 개체들을 이동,확대,축소 시키는 등 매우 유용한 기능을 갖는
다. Tree area는 모델들의 그룹, 각 모델 그룹에 속해 있는 모델 이름 등
과 같은 현재의 모델링 상태를 보여주며, 두 개의 모델간의 최소거리를
계산한다. 계산된 최소거리는 자동 청소작업 모드에서 방사성분진 원격제
거장치가 장애물과 충돌을 회피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 조작 모드에서
는 조작자에게 충돌 가능성을 경고해주는 역할을 한다. View area는 청소
작업 상황을 front, side, top, isometric view 등 4 개로 구분하여 보여
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tool bar area에서 translating과 rotating
기능을 사용하여 각 view를 구별하여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viewpoint에서 청소작업 상황을 보고자 할 경우 view 상태를 전체 스크린
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그래픽 시뮬레이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원하는 개체와 환경을 모데링
할 수 있다. 한가지 방법은 모델링할 개체의 기하학적 구조가 간단할 경
우에는

tool bar의 modeler를

사용하고, 또 한가지 방법은 CAD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원하는 개체를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모델링된 개체를 그래픽 시뮬레이터에서 tool bar area에 있
는 data save/load 기능으로 불러들여 사용하는 것이다.

(3) 원격 제어 (Teleoperation)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기계 부분은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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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동하여 분진폐기물을 청소하고 포집할 수 있는 기구부와 해당 기구
부의 구동에 필요한 동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된다. 전기 및
전자부는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에 신호를 전달하여 서보 모터와 센서
를 구동하기 위한 동력을 제공한다.
그림 3-3-13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제어반은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
를 운영하기 위한 조작위치를 제공해 주며, 궁극적으로 원격지에 있는 방
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와 안전지에 있는 조작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인터
페이스 장치이다. 제어반은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를 제어 및 운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mobile module의 이동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2자유도의 handcontroller, cleaning module과 collection
module 그리고 sensor module을 활성화 하기 위한 control knob, 청소작
업 상황 모니터링과 청소경로 생성을 위한 그래픽 시뮬레이터 등 크게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어기, 회로, 전원공급 장치, 구동 소프
트웨어 등등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이 제
어반에 설치되어 있다.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는 유선에 의하여 구동 및 제어된다. 이렇게
유선에 의한 제어 및 전원 공급 방식은 밧데리 사용으로 인한 전체 시스
템의 크기 증대, 운용시간 감소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장시간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와 조
작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 또는 장애물 등에 관계없이 신뢰성 있는 운용
을 보장한다.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는 원격제어와 자동제어 등 두가지 제어 모드
에서 운용되며, 또한 그래픽 시뮬레이터는 두가지 모드에서 모두 활성화
된다. 그림 3-3-14는 격리실 바닥 청소작업을 위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
장치의 제어 블록선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실선은 원격제어모드를 점선
은 자동제어 모드를 표시한다. 원격제어 모드에서 제어반에 설치된
handcontroller는 격리실 바깥에 위치한 조작자와 격리실 내부에 위치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 간의 상호작용을 원조하는 man-machine 인터페
이스 장치이다. 운용시 조작자는 handcontroller를 조종하므로서 방사성
분진

원격제거장치를

원하는

청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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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까지

움직인다.

그리고

cleaning module과 collection module를 운용하기 위해서 제어반에 설치
된 control knob를 활성화한다. 자동제어모드에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
치는 초기에 이동하기 전에 자신의 현재 위치와 방향을 확인한다. 자신의
초기 상태를 확인한 후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는 그래픽 시뮬레이터에
서 생성된 경로를 따라서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원격제어모드와 자동제어
모드에서 운용되는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청소작업 상황은 모두 그
래픽 시뮬레이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그래픽 시뮬레이터에서 청소작업 시작 전 청소할 모든 영역은 검정색
으로 표시된다(그림 3-3-12). 그림 3-3-15는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청소작업 상태를 보여주며 회색 띠는 완전히 청소된 격리실 바닥면을 나
타낸다. 청소작업중 원격제거장치가 격리실 바닥면을 따라서 이동한 자취
는 회색으로 변하므로서 청소된 영역과 청소하고자 하는 영역을 시각적으
로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자동제어모드에서 청소하고자 하는 전체 영역을
하나도 남김없이 청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조작자는 청소된
영역과 청소가 안된 영역은 그래픽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star search 알고리즘과 left-hand turning scheme을

사용하여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가 격리실 내에 위치한 장애물을 피하
면서 자동으로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또한 하나도 남김없이 전체 영역을
청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작업 시작에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는
sensor module로부터 위치정보를 활용하면서 left-hand turning scheme을
사용하여 처음에 왼쪽으로 이동하려고 시도한다. 만약 이동할 수 없다면
다음에 전진, 우측, 후진 등 순차적으로 이동을 시도한다. 만약 현재 위
치에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전 영역이 청소되었다면 다음 시작점
을 찾기 위해 Astar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다음 시작점을 찾아서 그 지점
까지 이동한 후 다시 left-hand turning scheme을 사용하여 이동하면서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는 원격제어와 자동제어 등 두 가지 제어모드
에서 운용되며, 각 제어 모드에서 조작자는 차폐창과 그래픽 시뮬레이터
를 통하여 격리실 내의 청소작업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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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

라. 격리실 접근용 lifter
격리실은 DUPIC 핵연료 제조시설 M6A 핫셀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
비스 구역을 통해서만이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비스구역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격리실의 출입구까지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 및 기타 필요
한 공구 및 장비들을 이송하고 작업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lifter를 수정.보완하였다. 개량된 lifter은 약 6.4 m까지 상승이 가능하
고, 약 200 kg까지 적재할 수 있다. 그림 3-3-16는 개량된 격리실 접근용
lifter의 외관을 보여준다.

마.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는 작업자의 접근이 불
가능하거나 또는 극히 제한된 고방사성 지역에서 오염된 고방사성 분진
폐기물을 청소하기 위해 원격기술을 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방사
성분진 원격제거장치는 당 연구소 DUPIC 핵연료 제조시설의 격리실 바닥
에 고착․산재해 있는 고방사성 분진 폐기물을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원격으로 청소하고 포집할 수 있다. 개
발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는 현재 당연구소 DUPIC 모의시험시설 격리
실 mockup에서 성능 시험 중에 있으며 실제 격리실이 사용되기 전에 현장
에 설치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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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 door

isolation room
entrance

M6A

M6B

M6 hot-cell

그림 3-3-1. IMEF M6핫셀과 격리실의 그래픽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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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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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격리실 내부

Isolation room

7

5

1

6

b) M6 핫셀과 격리실 외부
1 : shielding window, 2 : gloves, 3 : roof door, 4: floor
to be cleaned, 5 : entrance, 6 : rear side of M6 hot-cell,
7 : service area

그림 3-3-2. 조사재시험시설 격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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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her cables
Remote handling
connector
Collection module
Sensing module
Mobile module
Cleaning module

그림 3-3-3. 개발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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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개발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전체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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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Mobile Module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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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Mobile Module의 Syncro-drive Wheel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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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Mobile Module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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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Cleaning Module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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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Sensing Module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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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Collection Module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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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격리실 환경 삼차원 그래픽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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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그래픽 시뮬레이터에 의하여 생성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 청소작업의 초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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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simulator

Handcontroller
Control knobs

그림 3-3-13.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의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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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of isolation room

Exterior of isolation room

Contaminated area

Nonhazardous operating area

RCCS

Control console

Cleanup
commands
Floor
surface
position
steering

Human
Input commands
via handcontroller

operator

Vision feedback
via graphic simulator

Visual feedback
via shielded windows
wall

Manual control
Autonomous control

그림 3-3-14. 방사성분진 원격제거장치 제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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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그래픽 시뮬레이터에 표시된 방사성분진 원격제거 장치에
의하여 수행된 청소작업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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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개량된 격리실 접근용 Li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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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FDF 핫셀 내부 및 장비 건전성 유지를 위한 원격 cleanup 장치
설계/제작

가. 개요
DFDF의 M6핫셀 가동중 사용후핵연료의 고방사성 특성 때문에 작업자
의 핫셀 내부로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원격 cleanup 장치는 핫셀 내부에
투입되어 특수공구를 사용하여 핫셀 바닥에 고착․산재해 있는 미세한 방
사능 오염물질을 닦아서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핫셀 외부에서 매스
터를 통하여 핫셀 내부에 설치되는 슬레이브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오염된
대상물들을 닦아서 제거하므로서, 제염율을 증대시키고 핫셀 시설물의 건
전성을 제고하면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나. 원격 cleanup 장치
원격 cleanup 장치는 크게 슬레이브부, 매스터부, 제어콘솔로 구성
된다. 핫셀 내부에 설치되는 슬레이브부는 특수 mopping tool을 포함하는
1자유도의 mopping 메카니즘과 이를 이동시키는 이동부로 구성되고, 핫셀
외부의 작업구역에 설치되는 매스터부는 제어콘솔에 부착되어있으며 슬레
이브부를 조종하기 위한 3자유도의 메카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콘
솔은 슬레이브부와 매스터부 간의 제어 명령 및 통신 신호를 쌍방으로 전
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3-17과 3-3-18은 제작된 원격 cleanup 장치를 보여주며, 그림
3-3-19부터 3-3-22는 원격 cleanup 장치의 개략적인 설계도를 보여준다.
mopping 메카니즘은 mopping cloth와 이를 회전시키는 구동부, mopping
cloth를 핫셀 바닥과 접촉시키는 mopping tool로 구성되어 있다. mopping
cloth는 면과 종이 두 가지로 재료로 만들어진 실린더형의 roll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필요시 원격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clean-up장치의 운용에 있어서, 핫셀 작업구역에 위치한 조작자는 원하는
제어명령을 메스터를 통하여 핫셀내부에 있는 슬레이부애 전달하여 원하
는 cleanup 작업을 원격으로 수행한다. 또한, 슬레이브부의 특수 m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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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제작된 원격 Cleanup 장치의 구성.

그림 3-3-18. 조립된 원격 Cleanup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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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원격 Cleanup 장치의 이동부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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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이 핫셀바닥 표면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mopping력이 매스터를 통하
여 조작자의 손바닥으로 전달되므로, 조작자는 마치 자신이 직접 핫셀 내
부에서 바닥을 닦는 느낌을 가지므로 mopping 작업에 대한 조작자의 피로
도를 저감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개발된 원격 cleanup
장치의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제원 : 200 × 135 × 180 (L × W × H) mm
• mopping capacity : 24 m2/roll
• 이동성 : caterpillar wheel 방식을 채택하여 핫셀 바닥에 산재해
있는 전기선, 공압 튜브 등의 장애물을 용이하게 승월 할 수 있으
며, 모터의 속도 차에 의하여 전진/후진/조향 등의 방향 주행이 가
능함.
• rolling 방식의 균일한 분진제거: multi-roller로 구성된 mopping
tool로 cloth를 바닥면에 균일하게 압착시킬 수 있으므로 바닥면의
굴곡 또는 작은 폐기물 입자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바닥면을 효
율적으로 닦을 수 있음.
• mopping력 피드백 : 양방향 힘반향 제어기법을 활용하여 슬레이브
부가 원격지인 핫셀 내부에서 mopping하는 작업 상황을 mopping력
피이드백을 통하여 핫셀 외부에서 작업명령을 주는 조작자에게 전
달하여 작업의 현장감을 느끼게 함.
• 모듈식 설계: 이동부, mopping 메카니즘, mopping cloth를 각각 모
듈식으로 설계하여 조립 및 분해 작업이 용이함.
• 원격 유지보수: 핫셀에 기설치된 기계식 매스터/슬레이브 메니퓰레
이터에 의한 원격 수리 및 교체가 용이 함.
- 이동부와 mopping tool 메카니즘의 분리 및 교체.
- 이동부의 우레탄 벨트의 교체.
- 일체형 mopping cloth 방식으로 사용후 수거 및 교체.

다. 원격 cleanup 장치의 제어알고리즘
mopping 작업시 조작자와 슬레이브부 특수 mopping tool 사이에 발
생하는 힘을 양방향으로 제어 위한 기법을 시험 및 구현하기 위한 2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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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test bed를 개발하여, 바닥의 상태에 따른 mopping colth의 재료 선
정 및 mopping력과 조건을 확립하였다.
(1) 2 자유도 test bed
본 연구에서 매스터는 슬레이브가 닦는 작업을 수행하는 움직임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팔을 사용하여 바
닥을 닦는 작업영역(workspace)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3-3-23은 닦는 작업에서 힘반향을 구현하기 위한 test bed로서 매스
터, 스레이브,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㣅㛹㣄
㥐㛨ὤ

⬘㏘䉤

㏠⤼㢨⽀

그림 3-3-23. Cleanup 장치의 mopping력 시험 및 양 방향 제어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2자유도의 매스터/슬레이브
힘반향 test bed.

(2) 기구학적 모델링 및 해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매스터의 개략적인 기구학적인 구조는 그림
3-3-24에서 보여진다. 개발된 2 자유도 매스터는 조인트 좌표계(joint
coordinate)로

위치가

표현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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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브는

직각

좌표계

(cartesian coordinate)로 위치가 표현되기 때문에 매스터․술레이브 간
의 좌표계를 일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매스터의 정기구학(forward
kinematics) 해석을 수행하여 매스터의 조인트 좌표계 위치를 직각 좌표
계 위치로 변환하였다.

l1

l3

l3
{1}

Dd
yB

{2}

xB

θ1

l1

θ2

l2
Dp

xm

ym

그림 3-3-24. 매스터 매니퓰레이터의 개략도.

(가) 정기구학 해석
정기구학 해석에 필요한 변환행렬(transformation matrix)을 구
하기 위해 매스터의 링크에 대해 좌표계를 설정하면 그림 3-3-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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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 z1

y2

l1

{0}, {1}

{2}

z2

x0, x1
x2

y0, y1

l2

z3
Z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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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매스터 매니퓰레이터의 프레임 할당.

Denavit-Hartenberg 표시법(notation)을 사용하여 각 조인트 좌표계에
서 각 링크에 대한 링크 파라메터(link parameter)를 구하였다. 위 그림
과

같이

설정된

좌표계를

이용하여

구한

D-H

파라메터(Denavit-

Parameters)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Hartenberg

표 3-3-1. 매스터 매니퓰레이터의 Denavit-Hartenberg 변수
i

ai-1

αi-1

di

θi

1

0

0

0

θ1

2

l1

0

0

θ2 +

3

l2

0

0

0

π
2

매스터 정기구학 해석에 필요한 툴 좌표계의 변환행렬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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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기구학 해석
슬레이브와 매스터가 기구학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구조이므로,
매스터 취수부의 중심점이 슬레이브 말단효과장치 중심점의 움직임(위치
및 오리엔테이션)을 추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된 좌표계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 슬레이브 말단효과장치 중심점의 위치 및 오
리엔테이션이 슬레이브의 정기구학을 통하여 계산되고, 매스터의 취수부
가 이 위치 및 오리엔테이션을 추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매
스터의 역기구학을 풀어 매스터 각 조인트들의 각도 위치를 계산하여야
한다. 매스터 정기구학 결과로부터 다음이 구해진다.

px = - l2 ⋅s12 + l1⋅c1
py = l2⋅c12 + l1⋅s1
위 두 식의 양변을 제곱하여 각각 더하면 다음과 같다.

px

2

+ py 2

= l2 2 + l1 2 + 2 ⋅l1⋅l2( c12 ⋅s1 - s12⋅c1)
= l2

2

+ l1

2

- 2 ⋅l1⋅l2⋅s2

그러므로,
s2 =

l1 2 + l2 2 - px 2 - py 2
2⋅l1⋅l2

윗 식의 우측항 값이 -1과 1 사이의 값이라면

c2 = ±

1 - s2

2

여기서, θ2 = Atan2( s2,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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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T

× 03T =

1
3T의

1행 4열과 2행 4열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

식을 구할 수 있다.

c1⋅px + s1⋅py

= - s2 ⋅l2 + l1

- s1 ⋅px + c1⋅py

= c2⋅l2

위의 첫째 식을 c1 에 대해서 정리한 후, 두 번째 식에 대입하여 s1 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1 =

py
⋅( - s2 ⋅l2 + l1) - c2⋅l2
px
py 2
px +
px

이것을 다시 두 번째 식에 대입하여 c1 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c1 =

c2⋅l2 + s1⋅px
py

그러므로, 첫 번째 조인트 각은 다음과 같다.

θ1 = Atan2( s1,c1)
(3) 힘/토오크 매핑
자코비안(Jacobian) 행렬은 관절의 속도를 매니퓰레이터 끝단의 속
도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행렬이다. 원격조작에서 매니퓰레이터 각 관절의
토크와

끝단의

힘을

매핑하는데

전치된

자코비안

행렬(transposed

jacobian matrix)을 이용한다. 개발된 매스터의 기준 좌표계(base frame)
를 기준으로 하는 자코비안 행렬

0

J ( 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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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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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공간상에서 로봇의 말단효과장치와

작업대상물 또는 장애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각 좌표계로 표현된 힘을
다음 식을 통해 로봇의 관절 좌표계의 토크들로 변환한다.

τ =

0

J

T

⋅f

본 연구에 사용된 매스터의 경우는 평면 2 자유도 매니퓰레이터이고
고려하는 힘의 성분이 수평방향 힘(Fx)과 수직방향 힘(Fy)이므로
의 0J

T

2×6

행렬에서 다음의 2×2 행렬만이 사용된다.

0

T

JM =

[ - S-1 lC1 -12Cl 212 l 2

C 1 l 1 - S 12 l 2
- S 12 l 2

]

(4) 힘반향 알고리즘의 개발
(가) 힘-힘 제어(Force-Force Control)
그림 3-3-26은 힘-힘제어에 관한 제어 블록선도를 보여준다. 조
작자가 매스터 그립을 움직이면 매스터 각 축의 조인트 각도( θ 1 , θ 2 )가
측정되고 이 값은 매스터 정기구학과 전치된 자코비안 행렬로 입력된다.
정기구학 해석을 수행한 후 매스터의 직각 좌표계 위치(xm, ym)가 가상힘
생성 알고리즘을 통해 가상힘( F V , V V )을 발생시킨다. 발생된 가상힘을
전치된 자코비안 행렬과 곱해서 매스터 조인트 토크( τ 1 , τ 2 )로

변환하여

조작자에게 가상힘을 느끼게 한다. 지역 제어기는 발생된 가상힘을 슬레
이브 접촉력의 기준입력으로 하고 슬레이브 말단효과장치 접촉부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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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접촉력( F S )과 비교하여 슬레이브 접촉력에 대한 제어를 수행한다.

Working
Environment

Operator
position

force

Master
Manipulator

Master
Manipulator
Forward
Kinematics

ș 1 , ș2

Ĳ1, Ĳ2

Transposed
Jacobian
Matrix

Slave
Manipulator

Control
Input

xm, ym

Fv, Vv

Virtual
Force
Generation

F/T Sensor

Fv , V v

Fs

Local
Controller
(Force)

그림 3-3-26. 힘-힘 제어.

Working
Environment

Operator
force

position

Master
Manipulator

ș1, ș2

Master
Manipulator
Forward
Kinematics

xm, ym

Control
Input

Ĳ1, Ĳ2

Transposed
Jacobian
Matrix

xs, ys

Local
Controller
(Position)

Fs

F/T Sensor

그림 3-3-27. 위치-위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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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e
Manipulator

(나) 위치-힘 제어(Position-Force Control)
그림 3-3-27은 위치-위치 제어에 관한 제어 블록선도를 보여준
다. 조작자가 매스터 그립을 움직이면 매스터 각 축의 조인트 각도( θ 1 ,
θ 2 )가

측정되고 이 값은 매스터 정기구학과 전치된 자코비안 행렬로 입

력된다. 정기구학 해석을 수행한 후 매스터의 직각 좌표계 위치(xm, ym)와
슬레이브의 직각 좌표계 위치 오차에 따라 슬레이브 단의 지역제어기에서
위치제어를 수행한다. 이때 슬레이브 말단효과장치에서 발생한 실제 접촉
력( F S )을 매스터의 전치된 자코비안 행렬과 곱해서 매스터 조인트 토크
( τ 1 , τ 2 )로 변환하여 조작자에게 슬레이브 접촉력을 수직 반발력으로 반향
하도록 한다.
(다) 알고리즘의 구현
① 힘-힘 제어
슬레이브 접촉력에 대한 기준 입력으로 가상힘을 사용하였다. 매
스터 그립의 초기 위치에서 x 방향으로 ±10mm의 지점인 90mm와 110mm에
가상 평면을 만들어서 매스터가 가상평면과 접촉하여 발생된 가상속도를
이용하여 슬레이브 수평방향 움직임의 제어입력으로 사용하였다. 이 가상
속도를 x 방향에 대한 가상힘으로 생각하여 가상속도의 크기를 조작자가
접선력으로 느끼게 하였다.
그림 3-3-28에서 3-3-31들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힘-힘 제어알고리
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본 실험에서
가상 힘과 속도를 참고 입력(reference input)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3-3-28과 3-3-30는 슬레이브 접촉력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 그림 3-3-29
와 3-3-31는 슬레이브 x 위치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실험 시작 후 5 초
동안은 초기 위치를 잡는 시간이다. 그림 3-3-28과 3-3-30으로 부터 슬레
이브의 접촉력이 기준입력인 가상힘을 잘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곡면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평면보다는 약간 오차가 컸
다. 이는 평면을 따라 움직이던 슬레이브 말단효과장치가 곡면을 만났을
때는 슬레이브 접촉력의 접선방향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곡면을 내
려오기 시작할 때는 슬레이브 접촉력의 수직방향 성분이 갑자기 감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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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림 3-3-28.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접촉력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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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X-위치 프로파일.

그림 3-3-30.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접촉력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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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X-위치 프로파일.

② 위치-힘 제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위치-힘 제어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매스터를 이용하여 슬레이브 x, y 위치를 제어하고 조작자에게 슬레이브
접촉력을 반향하여 슬레이브가 일정한 힘을 유지하면서 바닥을 닦는 실험
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평지, 오르막, 내리막의 세 개 면에서 수행하였
다. 이 같은 실험은 시각정보가 실험 결과는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
하여 조작자가 실험장치를 보지 않고 조작자에 반향되는 힘 정보에만 의
존하여 수행하였다.

③ 실험적 고찰
- Case 1 : 평면
먼저 평지 면을 닦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참고입력으로 매스터
매니퓰레이터의 X와 Y 위치 값을 사용하였다. 평면 실험에 대한 결과는
그림 3-3-32에서 3-3-35에 보여진다. 그림 3-3-32와 3-3-33은 슬레이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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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터의 위치 명령을 추종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다. 그림
3-3-3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약 2.5 초에서 5.6 초 사이에서 슬레이
브의 y 방향의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스터가 약간씩 움직였다.
이 같은 현상은 슬레이브와 바닥면과 접촉력이 조작자에게 반향되기 때문
에 조작자가 접촉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매스터를 y 방향으로 약
간 씩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림 3-3-3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슬레이브 수평방향 움직임이 시작될 때인 약 1.2 초에서 2.2 초 사이와 움
직임 방향이 전환되는 부분인 약 5.5 초에서 6.2 초 사이와 약 7.5초에서
9.6 초 사이에서 슬레이브가 매스터 y 위치 명령을 잘 추종하지 못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슬레이브 수평방향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
터의 데드존에 의해 발생하였다. 즉, 슬레이브가 수평방향으로 움직임을
시작할 때와 방향 전환을 할 때와 같이 저속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제어
입력이 작기 때문에 수평방향 이송에 사용되는 모터의 데드존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지하고 있다가 오차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져서 데드존을 극
복할 수 있는 정도로 큰 제어입력이 들어 왔을 때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
하였다. 그림 3-3-3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슬레이브는 매스터의 y 방
향 위치 명령을 시간 지연이 없이 매우 잘 추종하였다. 그러나 그림
3-3-3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x 방향 위치 명령 추종에 있어서는 x 방향
움직임을 제어하는 모터의 데드존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y 방향보
다는 시간 지연과 오차가 약간 더 컸다.
그림 3-3-34는 매스터에 반향되는 접촉력을 보여준다. 그림 3-3-35는
슬레이브가 바닥을 닦는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바닥 면과의 사이에서 발
생하는 접촉력에 관한 성능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다. 이 그림이 보여주
는 바와 같이 평지를 닦을 때는 슬레이브가 약 5N의 거의 일정한 접촉력
을 유지하면서 닦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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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Y-위치
프로파일.

그림 3-3-33.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Y-위치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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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매스터 매니퓰레이터에 반영된 힘 프로파일.

그림 3-3-35.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접촉력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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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2 : 오르막 면
다음 실험에서는 오르막의 플라스틱 바닥 면을 닦는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매스터 매니퓰레이터의 X와 Y 위치 값들을 참고입력으로 사용
하였다. 다음 그림 3-3-36과 3-3-37은 오르막 면의 경우에 슬레이브가 매
스터의 위치 명령을 추종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다. 그림
3-3-36에서 슬레이브 y 위치가 약 4 mm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슬레이브에 설정된 좌표계는 y 방향 높이가 증가할수록 좌표값이
감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슬레이브 y 위치가 약 4 mm 정도
감소한다는 것은 슬레이브가 앞으로 진행할 때 바닥 면이 y 방향으로 약
4 mm 정도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르막 면에서 슬레이브가 매스터의
위치명령을 추종하는 성능은 평지 면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그림 3-3-38
은 오르막 면을 닦는 경우에 매스터에 반향되는 접촉력을 보여준다. 그림
3-3-39에서 오르막 면을 닦을 때 발생된 슬레이브 접촉력은 평지 면의 경
우 보다 약간 변동이 컸으나, 접촉력은 전반적으로 약 7.5 N 정도로 유지
되었다.

그림 3-3-36.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Y-위치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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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Y-위치 프로파일.

그림 3-3-38. 매스터 매니퓰레이터에 반영된 힘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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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접촉력 프로파일.

- Case 3 : 내리막 면
다음 그림들은 내리막 면을 닦는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
며, 매스터 매니퓰레이터의 X와 Y 위치 값들을 참고입력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3-3-40과 3-3-41는 내리막 면의 경우에 슬레이브가 매스터의 위치
명령을 추종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다. 그림 3-3-40과 3-3-41
로 부터 슬레이브가 x 방향으로 38mm에서 y 방향으로 5 mm 정도 감소하는
정도의 내리막 면을 닦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리막 면 또
한 매스터의 위치 명령을 슬레이브가 추종하는 성능은 평지와 오르막 면
에서와 유사하였다. 그림 3-3-42은 내리막 면을 닦는 경우에 매스터에 반
향되는 접촉력을 보여준다. 그림 3-3-43에서 내리막 면을 닦는 경우에는
오르막 면의 경우에서보다도 약간 더 크게 접촉력이 변동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접촉력이 약 7.5 N 정도로 유지되었다. 이 같이 오르막과 내
리막 면을 닦는 작업을 수행할 때 평지 면에서 보다 접촉력 변동의 폭이
약간 더 컸다. 그러나 매스터를 잡고 작업 명령을 부여하는 조작자는 실
제로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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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0.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Y-위치
프로파일.

그림 3-3-41.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Y-위치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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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매스터 매니퓰레이터에 반영된 힘 프로파일.

그림 3-3-43.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접촉력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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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리실용 원격조종기 제작/설치
본 원격조종기는 조사재시험시설의 격리실(Isolation Room) 내로 반입
된 핫셀장비 등의 취급을 차폐벽 외부에서 원격 조작함으로서 장비의 유
지보수 등을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작업 종사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
한 원격조작장치이다.
DUPIC 시험을 위하여 핫셀 내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실험기자재 및
장치의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재시험시설 M6 핫
셀 상부에 설치된 격리실에 장착하기 위한 원격조종기도 이의 목적을 원
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격리실용 원격조종기의 주요기능은 핫셀 내에서 사용한 실험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격리실 차폐벽체에 설치된 납 유리창을 통하여 격리실 내
부에 설치된 Working Table을 이용하여 원격조작을 통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가져야 한다. 본 원격조종기는 β - γ Manipulator
로서 품질등급 "T"-Class이고 표 3-3-2에 나타낸 사양을 갖는다. 원격조
종기 조립도는 그림 3-3-44∼3-3-47에 나타내었다.
가. 원격조종기 설계사양
(1) 원격조종기 일반요건
• 원격조종기는 사용중 기계적 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각 부품의 재질은 그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가
능한 알루미늄합금 재질을 사용하여 중량을 최소화하고 부식장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X-Axis, Y-Axis 방향을 제어하는 구동모터를 Master Arm 손잡이에
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조종기를 인출 및 삽입할 때 Slave Arm은 Thru Tube와 일직선
상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202 -

표 3-3-2. 격리실용 원격조종기 사양(특징/치수)
DESCRIPTION

SPECIFICATION

Handling Capacity

9 kg

Vertical Lift Capacity
With Load Hook

25 kg

Typical Volume Coverage

2.2 ㎥

Typical Mounting Height

2,250 mm

Typical Minimum Ceiling
Height on Operator Side

2,940 mm

Master Z - Motion

530 mm

Slave Z - Motion

740 mm

Master Collapsed Length

815 mm

Slave Collapsed Length

815 mm

Slave Extended Length

1,555 mm

Centerline Distance

891 mm

Maximum Height Distance

4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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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Hot Cell Tube
Height

6) Centerline Distance

Master Arm
7) Minimum Height Clearance

Slave Arm
THRU TUBE
4) Slave Collapsed Length

3) Master Collapsed Length

5) Slave Extended Length

1) Master Z- Motion

2) Slasve Z- Motion

Wrist Joint

Gun

그림 3-3-44. 원격조종기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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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Master Arm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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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 Slave Arm Part.

그림 3-3-47. Thru Tub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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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Arm에는 Master와 Slave에 대한 X, Y, Z Motion에 대한
Counter Weight Balance 장치를 부착하여 각 동작에 대한 균형을
유지시킨다.
• Master Handle은 Mechanical Pistol Grip 장치로서 Rachet 장치를
이용한 Grip의 Locking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원격조종기는 Master Arm에서 X, Y, Z, Twist, Azimuth 및
Elevation Motion을 Slave Arm에 1:1로 원활히 전달할 수 있는 구
조로 하여야 하며 임의의 위치에서 각 Motion에 대하여 1개의
Lockin 장치로 Locking 과 Unlocking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작동
이 편리하여야 한다.
• Thru Tube는 Master Arm의 작동동력을 Slave Arm에 전달하는 역할
을 하며 기존 차폐벽의 차폐능과 동일한 γ-Ray 차폐능을 가져야 한
다.
• 모든 부품은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야 하
며 Buffing 및 Anodizing 처리를 반드시 실시한다.
• Z-Motion의 마찰저항은 Boom Tube를 일정한 저속으로 올리거나 내
릴 때 1.35 kg 이하가 되어야 하며 올리거나 내릴 때의 힘의 차이
는 0.35 kg 이하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 기존 차폐벽에 원격조종기 설치를 위한 구명을 뚫고 원격조종기의
Wall Tube를 설치한 후 원격조종기를 설치한다.
• Wall Tube에는 원격조종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Boot를 설치
하여야 하며 Boot를 설치하기 위한 Boot Holder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Manipulator X-Motion 사양
• Motor 구동에 의한 X-Motion : 오른쪽 = 25° ± 5°
왼쪽 = 25° ± 5°
• Manual 작동에 의한 X-Motion : 오른쪽 = 45° 이상
왼쪽 = 45° 이 상
• Motor 구동에 의한 X-Motion 속도 : 3.5°/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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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nipulator Y-Motion 사양
• Motor 구동에 의한 Y-Motion : Forward = 80° ± 5°
Backward = 25° ± 5°
• Manual 작동에 의한 Y-Motion : Forward = 30° ± 5°
Backward = 25° ± 5°
• Motor 구동에 의한 X-Motion 속도 : 4.0°/sec

(4) Manipulator Z-Motion 성능시험
• Z-Motion Length = 740 mm 이상
• Z-Motion Load Capacity = 9 kg 이상

(5) Manipulator Wrist Joint 성능
• Azimuth : 오른쪽 = 175° ± 5°
왼쪽 = 175 ± 5°
• Twist : 시계방향 = 164° 이상
반시계방향 = 164° 이상
• Elevation(수평방향 아래38° 기준) : 위쪽방향 = 78° 이상
아래쪽방향 = 78° 이상

(6) Manipulator Tong 성능
• Tong Opening 치수 : 65 mm ± 3 mm
• Tong Grip Load Capacity : 9 kg 이상

(7) Manipulator Tilt Locker & Gun Latchet 성능
• Tilt Locking & Unlocking
• Gun Latchet Locking & Unlocking

(8) Manipulator Operating Switch 작동 성능
• X, Y 축 전환스위치 상태

- 208 -

• X 축 작동스위치 상태확인 ( 속도가변 상태확인 )
• Y 축 작동스위치 상태확인 ( 속도가변 상태확인 )

(9) Manipulator Wiring 작동 성능
• X, Y, X 축 및 Azmuth, Twist, Elevation 작동을 위한 Wire
성능확인
• Wiring Tension 확인
• Wiring 작동시 간섭 및 이탈 등 확인 및 점검

나.원격조종기의 제작
(1) Master Arm Assembly 제작
Master arm assembly는 차폐벽 바깥쪽에 위치되는 부분으로서 작업
자가 boom tube 아래쪽에 위치한 handle을 잡고 핫셀작업을 수행하는 부
분이다. master arm assembly에 대한 조립도면은 그림 3-3-48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기존의 원격조종기에서는 Z motion과 counter-weight 상단의 운동전달
매체는 tape로 되어 있다. 이 tape 방식은 cable 방식보다 인장하중이 적
어 파손될 우려가 있으며, tape가 파손되면 원격조종기의 모든 동작이 불
가능한 상태가 된다. 또한 tape 파손에 의한 충격으로 각종 sieve가 손상
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manipulator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tape보
다 인장강도가 큰 wire cable로 설계/제작하였다.
각각의 wire cable에는 그림 3-3-49와 같이 spring을 이용한 cable
take-up assembly를 설치하여 wire cable이 느슨해졌을 때 wire cable이
sieve 홈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 wire cable의 안전성을 향상시켰
다. Master arm assembly의 사진과 그 부품을 그림 3-3-4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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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8. Master Arm Assembly(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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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8. Master Arm Assembly(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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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8. Master Arm Assembly(3/3)

그림 3-3-49. Master Arm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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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Wrist joint 및 handle
Wrist joint differential gear 조합, chain sprocket, chain 그
리고 shell로 구성되어 있으며, intersecting axis에 연결된 손잡이의
twist motion, elevation motion 그리고 grip motion을 wire cable 에 전
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알루미늄 및 고탄소강 재질로 설계/제작
하였으면 slave arm assembly 에도 동일한 것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handle은 서양인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 우리의 체형에는 너무
크므로 다루기가 힘들어 우리의 체형에 맞도록 제작하였다. X, Y motion
motor를 구동시키기 위한 스위치가 handle에 부착되어 있으며 작업물체의
크기에 따라 tong grip cable의 길이를 손잡이에서 손쉽게 조종할 수 있
도록 설계/제작하여 handle lever의 동작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tong
grip 이 안정적으로 물체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3-50에 motor
구동을 위한 버튼과 handle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3-3-50. 원격조종기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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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oom tube
Wrist joint와 고정된 boom tube는 boom tube 양쪽에 위치한
guide tube를 따라 상하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써 wrist joint의 chain
과 연결된 wire를 내장하고 있는 원형단면의 구조로써 handle의 azimuth
motion과 Z motion을 wire cable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tube이다.

(다) Guide tube
Guide tube 는 stainless steel 재질의 원형단면 tube로 boom
tube의 상하운동을 안내하고 master arm을 지탱하는 구조물의 역할을 하
고, 그 내부에는 master counterweight를 내장하고 있으면서 counterweight의 상단과 연결된 wire cable은 boom tube 상부에 위치한 half
speed carriage와 연결되며 counterweight의 하단과 연결된 wire cable은
boom tube 상단부와 연결되어 slave arm 쪽의 boom tube와 master arm쪽
의 boom tube의 Z motion 에 대한 무게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항상 Z motion이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Guide tube 하단부의 bracket은 azimuth wire cable drum을 설치하여
boom tube의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라) Wire Cable Motion Lock
Wire cable motion lock 장치는 lever와 cam 기구를 이용한 것으
로써 guide tube 하단부의 bracket에 고정되며 master arm쪽의 twist 및
elevation motion cable, azimuth motion cable 그리고 Z motion cable을
고정시킬 수 있으며 lever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하였다.

(마) Half Speed Carriage
Half speed carriage는 boom tube 상부에 위치한 것으로써
wrist joint 와 연결된 twist 및 elevation motion cable과 tong motion
cable의 운동방향을 바꾸어 주고 master arm의 guide tube내에 위치한
counterweight의 상부와 wire cable로 연결되어 있으면 boom tube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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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로 상하운동을 하는 역할을 한다.

(바) X motion Balance Weight
원격조종기의 Thru tube를 중심으로 한 좌우 X motion 의 균형
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Thru tube 중심에서 원격조종기의 상하에 대한 무
게 중심이 되도록 guide tube 상단에 balance weight를 설치하였고, 그
사진을 그림 3-3-51에 나타내었다.

그림 3-3-51. Balance Weight.

(사) Master Arm Transfer
Master arm transfer는 master arm의 중간부분에 위치한 pivot
pin 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master arm에서 생성된 각 motion wire
cable의 직선운동을 wire drum 에 감아 회전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wire drum shaft의 회전운동을 Thru tube의 회전축에 전
달할 수 있는 구조로써 twist 및 elevation cable drum, azimuth cable
drum 및 Z motion cable drum에는 2.5회전의 wire cable을 감고 tong
motion drum 에는 7/8 회전을 감아서 최대 회전각을 허용할 수 있게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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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의 grip 작동거리를 조종하기 위한 구멍을 tong cable drum에 16
개 설치하여 미세한 거리도 조종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tong cable drum에
return spring을 설치하여 손잡이 lever를 놓았을 때 tong wire cable
drum이 초기위치로 복원되도록 하였다.
Y motion pivot shaft에 arm을 설치하고 그 끝단에 balance weight를
설치하여 원격조종기의 전후 방향 즉, Y motion에 대한 균형을 유지시켜
Y motion에 대한 자립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slave arm assembly를 Thru tube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회전축이
설치되어 있어 Thru tube로부터 slave arm assembly를 분리 및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림 3-3-52에 master arm assembly를 나타내었
다.

그림 3-3-52. Master Arm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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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X, Y 방향 Motor 및 수동구동과 Locking System
X 방향(좌우방향)에 대한 구동 motor는 master arm transfer 하
단부에 설치하였으며 bevel gear에 의하여 motor의 회전운동을 master
arm의 좌우회전 각운동으로 변환시켜 주며, Y 방향(전후 방향)에 대한 구
동 motor는 master arm transfer와 master arm 사이에 설치하였으며
motor 의 회전운동을 나사기구를 이용하여 직선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구조
로써 Y motion pivot arm과 연결되어 있으면 slave arm transfer에 대하
여 slave arm를 전후 회전 각운동할 수 있게 하였다.
X, Y 방향에 대한 motor의 구동은 handle에 설치되 select switch 에
의하여 모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또 다른 switch에 의하여 X, Y motor를
구동할 수 있고 X 방향은 모터 구동으로 master arm이 오른쪽으로 25ૡ,
왼쪽으로 25ૡ위치 사이를 각운동 할 수 있도록 limit를 부착하였으며,
수동으로 오른쪽으로 45ૡ, 왼쪽으로 45ૡ범위로 각운동이 가능하고, Y
방향은 모터 구동으로 slave arm이 앞으로 80ૡ, 뒤로 25ૡ위치 사이를
각운동 할 수 있도록 limit를 설치하였으며 수동으로 앞으로 30ૡ, 뒤로
25ૡ위치 사이를 각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X 방향에 대한 motion lock은 master arm과 transfer 사이에 설
치하고 Y 방향에 대한 motion lock은 Thru tube와 벽면사이에 설치함으로
써 원격조종기를 X, Y 방향에 대한 임의의 위치에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하
였고, 그 작동은 guide tube의 하단부 bracket에 부착된 별도의 2개
lever를 밀거나 당김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Spring Weight
기존의 외국제품은 Z 방향 balance weight로서 납을 이용하였으
나, 이는 중량의 증가로 인한 조작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본 장
치에서는 납을 이용한 balance weight를 spring weight로 바꾸어 조작성
을 향상시켰다. 그림 3-3-53은 장착된 spring weight를 나타낸다. 그림
3-3-54은 전술된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된 master arm과 그 부품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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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3. Spring Weight.

그림 3-3-54. Master arm의 assembly와 그 부품.

(2) Thru tube assembly의 제작
Thru tube assembly는 wall tube 내에 삽입되어 고정되는 부분으로
써 한쪽은 master arm transfer와 연결되어 다른 한쪽은 slave arm
transfer와 연결되어 각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차폐
벽을 기준으로 air tight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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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5. Thru Tube Assembly.

Thru tube assembly의 조립도인 그림 3-3-5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Th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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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부착할 때 이용되는 1 개의 회전축이 있으며
Thru tube assembly의 양단부에 bearing, oil Thru등으로 구성된 oil
chamber를 설치하여 동력전달 회전축과의 기밀을 유지하였다.
안쪽 tube와 중간 tube 사이에는 roller bearing을 설치하여 X motion
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중간 tube와 wall tube와의 밀폐를 유지하기 위하
여 중간 tube 양단에 고무링을 설치하였으며 master arm assembly쪽에서
의 bolt를 조이면 고무링이 확장되어 wall tube와 밀착되는 구조이다. 또
한, 내부에는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한 차폐체(Pb, PE)를 두어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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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arm transfer의 drum 회전축과 thru tube assembly 내부에 있
는 7 개의 회전축과는 일자형 깊은 홈 맞물림 클러치를 적용하였으며
slave arm transfer의 drum 회전축과는 방사형 낮은 홈 맞물림 클러치를
사용하여 master arm transfer와 slave arm transfer와의 탈․부착이 용
이하게 하였다. 특히 slave arm transfer의 drum 회전축과는 방사형 맞물
림 클러치 중 Y motion과 tong grip motion을 전달하는 방사형 맞물림 클
러치에는 2 개의 pin을 각각 설치하여 과도한 하중에 의해서도 클러치의
치가 넘는 현상 방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slave arm transfer 쪽의 방사형 맞물림 클러치 쪽에는 spring
및 방사형 key를 이용한 self-aligning mechanism 장치를 설치하여 slave
arm assembly를 thru tube assembly에 부착되면 self-aligning mechanism
장치가 이완되어 동력전달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3-56은
상기의 개념을 고려하여 제작된 thru tube assembly의 부품을 보여준다.

그림 3-3-56. Thru Tube Assembly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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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lave Arm Assembly의 제작
그림 3-3-57은 slave arm assembly의 전체 조립도를 나타낸다.
Slave arm은 trunk tube, intermediate tube, boom tube 및 다수의 부품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wire cable에 의하여 수축, 팽창 및 회전 각운동을
하는 구조로써 boom tube가 길어지는 최대 작동거리는 1,122 mm이다.
Slave boom tube 끝단에는 master arm에 부착된 것과 똑같은 wrist
joint를 부착하였으며 wrist joint의 intersecting axis가 시계방향 164
ૡ, 반시계방향 164ૡ로 회전하는 twist motion 및 수평아래 38ૡ의 중립
위치에서 위로 78ૡ, 아래로 78ૡ로 회전 각운동을 하는 elevation
motion을 수행하며 wrist joint의 intersection axis에는 tong assembly
가 부착된다.
Tong grip cable에 의하여 jaw의 최대 열림 길이가 82 mm의 grip
motion을 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존의 boot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똑같이 하였다. Wrist joint에서의 twist motion 및 elevation motion
의 운동전달 매체는 chain 및 sprocket을 채택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그림 3-3-57. Slave Arm Assembly의 전체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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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tube 아래 끝단에 wire drum을 설치하여 boom tube를 오
른쪽으로 174ૡ, 왼쪽으로 174ૡ로 회전할 수 있는 azimuth motion을 할
수 있게 하였다. Slave arm transfer는 wire cable을 감아 주는 6 개의
drum, wire cable을 안내하는 여러 개의 sieve,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방
사형 클러치 및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Slave arm transfer의 twist cable drum, azimuth cable drum과 Z
motion cable drum에는 중립상태에서 각각 wire cable을 2.5 회전 감고,
tong motion cable drum에는 2/8 회전을 감아서 최대 회전각을 허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tong의 jaw 작동유격을 조종하기 위한 구멍을 16 개 설치
하여 미소거리도 조종이 가능하게 하였다.
Slave arm transfer와 slave arm의 Y방향(전후방향) 각운동은 bevel
gear를 채택하여 앞쪽으로 25ૡ, 뒤쪽으로 90ૡ의 범위에서 수동 및 모터
구동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였다.
각각의 wire cable에는 master arm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장 spring을
이용한 cable take-up assembly를 설치하여 wire cable이 느슨해졌을 때
wire cable이 sieve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3-3-58은 상기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한 slave arm assembly와
그 부품을 나타낸다.

그림 3-3-58. Slave Arm Assembly와 그 부품.

다. 원격조종기의 제작 및 설치
상기의 과정을 거쳐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이 수행되는 IMEF M6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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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에 적용할 수 있는

β-γ

master slave manipulator를 제작한 결과를

그림 3-3-59와 3-3-60에 나타내었다.

그림 3-3-59. β-γ Master Slave Manipulator 조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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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0. 격리실에 설치된 원격조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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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능시험
(1) X motion

Manual - CW

Manual - CCW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45° over

45° 이상

45° over

45° 이상

Motor - CW

Motor - CCW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25°±2.5°

26°

25°±2.5°

25.5°

* CW : clockwise / CCW : Counter clock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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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 motion

Manual - Forward

Manual - Backward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30°±5°

31°

25°±5°

27°

Motor - Forward

Motor - Backward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80°±5°

82°

25°±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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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 motion

Z motion
설계치
740mm over

측정치
772mm

Load Test
설계치

측정치

9kg over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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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rist Joint Rotation

Azimuth

Twist

Elevation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175°±5°

178°

164° 이상

168°

78° 이상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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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ong Opening

Tong Opening
설계치

측정치

65mm ± 3mm

63.5mm

(6) Manipulator Tilt Locker & Gun Latchet Performance Test
1

Tilt Locker

○

○

OK

2

Gun Latchet

○

○

OK

(7) Manipulator Operating Switch Performance Test
1

X, Y 축 전환스위치

○

○

OK

2

X 축 작동스위치

○

○

OK

3

Y 축 작동스위치

○

○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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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anipulator Wire Operating Performance Test

1

X, Y 축 및 Azmuth Twist,
Elevation 작동을 위한 Wire 성능

2 Wiring Tension
3

Wiring 작동시 간섭 및 이탈 등
확인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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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

○

○

OK

○

○

OK

제 4 절 시설간 방사성물질 수송기술개발
1. DUPIC 폐기물 운반용기 개발 [3-4-1∼3-4-13]
가. DUPIC 폐기물 운반용기의 개요
DUPIC 폐기물 운반용기는 차폐체로 납을 사용한 A형 운반용기이다. 용
기의 전체적인 형상은 원통형으로, 본체(cask body)와 뚜껑(shield lid)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체와 뚜껑은 모두 스테인리스강 구조물 내부에
납을 주조한 형태로 제작되어 차폐성능을 유지한다.
본 DUPIC 폐기물 운반용기는 DUPIC 공정의 시운전을 위하여 조사후시험
시설의 핫셀(Hot Cell)에 설치하여 사용한 시험장비들을 핫셀에서 인출하
여 중준위폐기물 저장고로 안전하게 이송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방사선원의 방사능량으로 분류되는 운반용기의 기준은 국내 원자력법
과기부고시 제96-38호 및 IAEA Safety Standard Series ST-1의 규정에 의
거 A형 포장물로 분류하였으며, A형 운반물의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방사
선 차폐해석, 구조해석 및 기계설계 등을 수행하여 운반용기의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1) 운반 내용물
DUPIC 제조 시험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고리 1호기 G23 핵연료이다.
이 핵연료 집합체는 초기 농축도가 3.21 wt%이며 35,500 MWd/MT로 연소되
었고, 12.5 년간 저장수조에서 냉각된 핵연료 집합체이다. DUPIC 소결 및
특성시험을 수행한 PIEF의 9405 핫셀에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1
kg이다. 그 중 대부분은 분말 및 소결체 시험에 사용되고, 나머지 회수되
지 못한 양은 약 2 g 정도로 추산되며 제조장비의 표면 등에 묻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장비를 해체시 제염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송용
기에 들어갈 방사선원의 양은 이보다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DUPIC 폐기물 운반용기의 설계기준인 운반대상 내용물은 핵연료 2 g으
로 설정하였으며, 방사능량은 1 Ci로서 대상 핵연료는 A형 운반물로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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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소도 : 35,500 MWD/MTU
② 농축도 : 3.21 %
③ 냉각기간 : 12.5 년
④ 방사능량 : 1 Ci

(2) 운반용기의 구조
DUPIC 폐기물 운반용기는 크게 용기본체(cask body)와 뚜껑으로 구
분되며, 그림 3-4-1은 운반용기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그림 3-4-1. DUPIC Radioactive Waste Transport Cask(A).

용기 내부셀과 외부셀 사이에 감마선 차폐체로 납을 주조하였으며, 치
수가 약간 다른 2 개의 용기를 설계하였다. 용기(A)는 내부직경을 1,080
mm로 하였고 측면의 차폐두께를 45 mm로 하였다. 또한, 용기 (B)는 내부
직경을 1,020 mm로 하였고 측면의 차폐두께는 55 mm로 설계하였다.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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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본체 크기는 외경이 1,210 mm, 총 높이가 1,145 mm이며, 총 중량은
3.4 톤에 이른다. 또한, 용기 (B)의 경우에는 본체 크기는 외경이 1,170
mm, 총 높이가 1,145 mm이며, 총 중량은 3.8 톤에 이른다. 용기 측면을
제외한 상부 및 하부의 차폐두께는 납 40 mm로 하였다.
용기본체의 측면에는 4 개의 인양용 고리(lug)가 부착되어 운반용기의
취급에 이용되며, 운반시에는 운반용기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운반
용기 뚜껑은 20 개의 M22 볼트를 체결하여 본체에 고정된다. 또한 뚜껑과
체결되는 용기 플랜지에는 오링(O-ring) 홈을 가공하여 오링으로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뚜껑의 상부에도 인양용 고리(lug)를 부착하여
뚜껑을 인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구조해석 평가
DUPIC 폐기물 운반용기에 대한 구조해석은 국내 과기처고시 제
96-38호 및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ST-1를 적용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기타, 미국 NRC 10 CFR Part 71의 운반용기에 대한
일반기준(general standards for all packages), 정상수송조건(normal
transport conditions)의 기준을 참조하였다.

(1) 구조설계
운반용기의 뚜껑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격납경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기능을 갖으며, 뚜껑은 52 mm 두께의 플랜지
및 볼트, 가스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체 플랜지의 상부면에 홈을 내
어 오링(O-ring)형의 가스켓을 삽입시켜 밀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DUPIC 폐기물 운반용기는 내부에서 압력은 거의 무시할 수 있으나 운반
용기는 방사성물질을 누설을 방지하여야 하고 격납경계를 유지하여야 하
므로 용기의 설계압력은 0.3 kg/㎠으로 설정하였다. 뚜껑볼트는 20 개의
M22 볼트로 하고 알루미늄 오링을 사용하였다.
가스켓은 내압 및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격납경계를 건전하게 유지시켜
야 하므로, 원형단면의 오링(O-ring)을 설치하여 뚜껑볼트의 체결로써 고
정하는 구조로 하며, 재질은 내식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고 충격 등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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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을 충분히 유지시킬수 있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오링 홈은 압력
변화에 민감하지 않도록 모서리를 결정하고, 오링(O-ring)의 체적압축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폭을 결정해야 하며, 오링의 눌림 여유 등을 고
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오링의 직경을 8 mm로 하였고, 오링의
홈은 ‘ㄷ'형으로 폭을 8.7 mm, 깊이를 10 mm로 하였다.
뚜껑볼트는 내압 뿐만 아니라 자유낙하충돌로 인한 충격하중 등에서 받
게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장력 합금강인 A193-B8을 사용하였고, 볼트의
응력계산법은 ASME 코드에 따랐다.
운반용기의 내부압력을 0.3 기압으로 가정하였다. 운반도중 충돌에 대
해 운반용기 뚜껑은 용기의 본체와 외경이 같은 상태로 함께 충돌하기 때
문에 뚜껑볼트에 충격하중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수적인 해석을
위해 뚜껑이 충돌로 인해 10 g의 가속도를 받아 뚜껑 중량의 10 배인 충
격하중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최대 수직응력이론에 의거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여 뚜껑 플랜지에 걸
리는 전체응력을 구하였다. 원판의 양단은 볼트로 고정되고, 가스켓 유효
경 안쪽에 균일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와 양단이 볼트로 고정된 원판에
가스켓 유효경의 원주를 따라 집중하중이 균일하게 작용하는 경우로 나누
어 각각의 최대응력에 대하여 중첩시켜 뚜껑 플랜지의 두께를 구하였다.
운반용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용기 중앙부의 상부 네 곳에 2 개조로 설
치되는 인양고리(lifting lug)는 ANSI N14.6의 규정에 따라 총 중량의 3
배인 하중에 견디도록 안전율이 3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인양고리는 아래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폭이 108 mm, 두께가 20 mm로
운반용기 외부에 용접으로 고정된다. 운반용기의 상부에 부착된 4 개의
인양고리에 걸리는 설계하중은 2 개가 1 조의 인양고리가 운반용기의 하
중을 지탱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한다.

(2) 일반시험조건 평가
A형 운반물의 일반 시험조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하중조건에 대하
여 구조해석과 열해석을 수행하고 운반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구조
해석에서는 범용 구조해석코드인 LS-DYNA 코드를 사용하였다. 운반용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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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 평가에 사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표 3-4-1에 제시하였다.

표 3-4-1. Mechanical Properties of Cask Consisting Materials
Material

Young's
Modulus
(GPa)

Yield
Stress
(MPa)

Poisson's
Ratio

Density
(kg/m3)

STS304

195.1

206

0.30

7,830

Lead

15.7

4.42

0.42

11,060

(가) 내부압력조건(internal pressure)
DUPIC 페기물 운반용기의 내부압력조건은 정상운반 중에 내부의
온도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부압력조건에 대한 구조적 평가를 하기 위
한 것이다. 그러나 DUPIC 폐기물 운반용기는 내용물의 특성상 내부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적인 설계를 위해 0.3 기압의 압력이 용기
내부에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해석하였다. 압력조건에 대한 해석에는 그림
3-4-2과 같이 LS-DYNA 코드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는데, 용기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운반용기 본체의 1/2 단면을 모델링하였으며, 절단면인 중앙면
의 모든 절점은 대칭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또한 바닥의 일부 절점만을
구속하여 용기 모델의 모든 부분이 자유로이 변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절점 수는 4,461 개이며, 3,400 개의 solid 요소로 모델을 구성하
였다. 용기의 모든 내부 공간에 0.3 기압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하였
다.
그림 3-4-3에는 DUPIC 페기물 운반용기의 내부압력조건하에서의 응력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뚜껑의 중앙과 셀(shell)의 중앙에 응력이 집중
되나 최대 Von Mises 응력 값이 뚜껑중앙부가 1.47 MPa, 셀 중앙부가
1.43 MPa로 아주 작은 값으로 응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납 차폐체를 둘러싼 외부 셀에는 최대응력이 1.30 MPa로 더욱 작은
응력이 나타나므로, DUPIC 폐기물 운반용기가 내부압력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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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Structural Analysis Model of DUPIC Waste Cask.

그림 3-4-3. Stress Contour of DUPIC Waste Cask under Internal
Pressur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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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2 m 자유낙하조건(1.2 m Free Drop)
과기부 고시 제96-38호의 A형 운반물의 일반시험조건 및 IAEA
Safety Series No. ST-1 para. 722와 Table ⅩⅢ에는 5,000 kg 이하의 용
기의 경우 용기가 최대손상이 예측되는 부분으로 1.2 m의 높이에서 낙하
하여 충돌할 때 용기가 받는 구조적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1.2 m 낙하는 낙하높이가 비교적 작지만 용기가 직접 충돌할 경우
엔 충격하중을 받기 때문에 충돌부분에 국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만 격납
경계인 내부 셀(inner shell)이 건전성을 유지하면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낙하조건에 대해서는 DUPIC 페기물
운반용기의 바닥면이 충돌하는 하부수직자유낙하와 측면으로 충돌하는 수
평낙하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하여 LS-DYNA 코드를 사용하여 해석한 후 평
가하였다.
DUPIC 폐기물 운반용기의 자유낙하 해석모델은 그림 3-4-2의 모델을 그
대로 이용하였으며, 모델 전체에 자유낙하 충돌에 따른 초기 충돌속도
4.852 m/s를 초기속도로 부여하고, 용기가 충돌하는 바닥 면을 무한히 편
평한 강체 수평면으로 가정하고, 용기의 바닥 면이나 측면이 이 강체 평
면 위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그림 3-4-4는 1.2 m 수직낙하시 충돌 면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이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대 충격력은 충돌 후 0.6 ms에서 20.0 MN의 큰 충격력
이 발생하였고 충돌 후 1.8 ms에서 충돌이 끝났다. 이것은 DUPIC 폐기물
운반용기의 바닥 면 전체가 동시에 충돌하기 때문에 용기의 원통형 셀 구
조가 큰 저항력을 갖기 때문에 용기 본체에 가해지는 충격력이 크고 충돌
소요시간도 짧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3-4-5는 1.2 m 수직낙하시 운반
용기에 발생하는 변형 및 응력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DUPIC 폐기물 운
반용기의 내외부 셀의 하부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큰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결과 최대응력은 충돌 후 1.0 ms에서 외부 셀에서
241.3 MPa로 나타났다. 한편, 격납경계인 내부 셀에서의 최대응력은
235.3 MPa로 나타났지만 항복응력을 약간 넘는 작은 값으로 DUPIC 폐기물
운반용기가 수직낙하조건에서 구조적 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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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Impact Force-Time History of DUPIC Waste Cask under
1.2 m Bottom-end on Drop Impact.

그림 3-4-5. Stress Contour and Deformed Shape of DUPIC Waste Cask
under 1.2 m Bottom end-on Drop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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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은 DUPIC 폐기물 운반용기의 1.2 m 수평낙하시 충돌면에 작
용하는 충격력의 이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대 충격력은 충돌 후 2.0 ms
에서 6.42 MN이 발생하였는데, 수직낙하에 비해 충격력이 훨씬 작고 최대
충격력의 발생시간도 많이 지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수직낙하시에
는 원통형 바닥면이 동시에 충돌하여 전체 원통형 셀 구조에 충격력이 직
접

전달되어

초기충격력이

크지만

수평낙하시에는

원통형의

플랜지

(flange)의 측면이 접선형태로 접촉하여 충돌한 후 충돌이 진행됨에 따라
플랜지의 원주방향을 따라 충격파가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림 3-4-7은
DUPIC 폐기물 운반용기의 1.2 m 수평낙하시 운반용기에 발생하는 변형 및
응력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충돌하는 바닥쪽에서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평낙하에서는 셀(shell)에 발생하는 최대응
력은 186 MPa, 뚜껑의 안쪽 판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316.3 MPa로 나
타났으며, 충돌부근의 플랜지에서는 312.5 MPa의 최대응력이 발생하였다.
뚜껑과 플랜지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은 모두 항복응력 값을 약
간 넘지만 이들 모두 인장강도 보다 낮은 값으로 구조적 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4-6. Impact Force-Time History of DUPIC Waste Cask under
1.2 m Side Drop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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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Deformed Shape and Stress Contour of DUPIC Waste Cask
under 1.2 m Side Drop Impact.
(다) 누적조건(Stacking)
IAEA Safety Series No. ST-1 para. 723에는 운반용기의 모양이
누적을 효과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한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서 큰 값에
견뎌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① 실제 용기 무게의 5 배에 해당하는 등가의 하중
② 수직으로 투사된 용기의 면적에 13 kPa을 곱한 것과 동등한 하중

DUPIC 폐기물 운반용기는 원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⑴의 조건에
대하여 운반용기 자중 약 3.8 톤의 5 배인 19.0 톤의 하중이 운반용기의
뚜껑에 모두 작용한다고 가정하면, 누적조건에서는 112.7 kPa의 압력이
뚜껑의 상부면 전체에 작용하는 조건으로 해석하였다.
누적조건에 대한 해석모델은 그림 3-4-2의 내압조건 해석에서 사용한
모델에 압력조건 및 하중부위만을 뚜껑에 112.7 k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바꾸어 적용하였다. 그림 3-4-8은 누적조건하에서 DUPIC 폐기물
운반용기에 발생하는 응력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뚜껑의 중앙부와 원
통부분의 모서리에 응력이 집중함을 알 수 있다. 누적조건에 대한 해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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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최대응력은 뚜껑의 외부 중앙이 5.2 MPa, 뚜껑 내부 중앙이 4.5 MPa,
원통형 셀 내부에서는 3.8 MPa로 거의 응력이 발생하지 않아, DUPIC 폐기
물 운반용기가 누적조건에 대해 구조적 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8. Stress Contour of DUPIC Waste Cask under Stacking
Condition.
(라) 관통조건(Penetration)
IAEA Safety Series No. ST-1의 para. 724에는 운반용기의 취약부
에 직경이 3.2 cm, 무게가 6 kg의 강철 봉이 1 m의 높이에서 떨어져 충돌
할 때에 운반용기의 격납경계에 손상의 발생유무를 입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관통조건은 박판, 목재 또는 골판지 등으로 된 소형 용
기의 경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두께가 10 mm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갖는 경우에는 6 kg 무게의 강철 봉이 4.3 m/sec의 속도로 충돌하
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본 관통조건에 대한 해석
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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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살수조건(Water Spray)
IAEA Safety Series No. ST-1 para. 721에는 운반용기에 시간당 5
cm의 강우가 최소 1시간 동안 계속되는 곳에 노출될 때의 영향을 평가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DUPIC 폐기물 운반용기는 내부에 열원이 전
혀 없고, 용기 외부 전체가 스테인리스강이며, 밀봉을 유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우의 냉각으로 인한 열전달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살수조건은 특
별한 하중조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다. 열해석 평가
국내 과기부고시 제 96-38호 제 12조 및 IAEA Safety Series No.
ST-1의 외부온도조건에서는 A형 운반물에 대하여 -40 °C ∼ 70 °C의 온도
에서 운반물의 재질이 잠재적으로 퇴화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운반용기는 스테인리스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40 °C ∼ 70
°C의 온도범위에서 퇴화되지 않고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건전성이 충
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DUPIC 폐기물 운반용기는 내부 케비티에 공기를 채우는 건식조건이고
내부에서 방출되는 붕괴열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내부압력은 대기압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압력만 발생한다. 정상조건에서 용기의 온도를 보수적
으로 70 ℃로 가정하여 이 온도를 기준으로 내부압력을 설정하였다.
초기온도 T1은 상온인 20 °C로 설정하였으며, 최종온도 T2는 70 ℃이고
내부 캐비티는 밀폐된 공간으로 V1 = V2 이다. 최대 캐비티 온도 70 ℃를
갖는 용기의 압력은 0.2 kg/㎠로 계산되었으며, 설계압력은 0.3 kg/㎠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압력은 수송용기의 내부 캐비티를 보호하는 구조
와 격납(containment) 건전성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기준압력이 된다.

라. 방사선 차폐 해석
DUPIC 핵연료 제조시험은 PWR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므로 고방사능
차폐시설에서 이루어진다. 조사후시험의 9405 핫셀에서 수행중인 DUPIC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 관련 장비를 해체하여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송
하여 저장하기 위한 DUPIC 폐기물 운반용기에 대한 방사선차폐해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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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1) 방사선원항
DUPIC 제조시험에 사용된 핵연료는 고리 1호기 G23 핵연료이다. 이
핵연료 집합체는 초기 농축도가 3.21 wt%이며 35,500 MWd/MT로 연소되었
고, 14 년간 저장수조에서 냉각된 핵연료 집합체이다.
운반용기에 대한 차폐해석을 위해서는 우선 방사선원을 결정해야한다.
DUPIC 소결 및 특성시험을 수행한 PIEF의 9405 핫셀에서 사용된 사용후핵
연료의 양은 1 kg이다. 그 중 대부분은 분말 및 소결체 시험에 사용되고,
나머지 회수되지 못한 양은 약 2 g 정도로 추산되며 제조장비의 표면 등
에 묻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장비를 해체시 제염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용기에 들어갈 방사선원의 양은 이보다 매우 적을 것이다. 방사선
원 계산에 사용된 전산코드는 Oak Ridge 국립 연구소에서 개발한 SCALE
4.4 전산코드내에 포함된 ORIGEN-S 코드를 사용하였다. 이 코드는 연소행
렬을 지수함수 근사법을 사용하여 각 핵종별 동위원소의 생성과 감소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리 1호기 G23 핵연료집합체의 연소이력을 바
탕으로 방사선원 계산을 수행했다.

(가) 감마선원
사용후핵연료에서의 감마선원은 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과 핵연료
집합체 구조물이나 핵연료 피복관등에서 방출된다. 또한 경원소가 중성자
를 흡수하여 방사화되어 방출되는 Activation 감마선 그리고 Actinide 계
열의 중원소물질과 자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등이 있다. 표 3-4-2
는 연소도 35,500 MWD/MTU, 냉각기간 14 년의 G23 사용후핵연료 2 g에 대
한 총 감마선원을 에너지군별 19 군으로 세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표
에서

보듯이

7.9128×10

9

사용후핵연료

2

g에서

발생되는

총

감마선

수는

phone/sec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그림 3-4-9에서 보듯이 감

마선 에너지 구간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0.8 Mev의 에너지를 갖는 감
마선이 총 감마선의 약 60 %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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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Photon Spectrum for 2 g of G23 Spent Fuel
( Burnup 35,500 MWD/MTU, Cooling Time 14 years)
Group

Energy (M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5.0000E-02
1.0000E-01
2.0000E-01
3.0000E-01
4.0000E-01
6.0000E-01
8.0000E-01
1.0000E+00
1.3300E+00
1.6600E+00
2.0000E+00
2.5000E+00
3.0000E+00
4.0000E+00
5.0000E+00
6.5000E+00
8.0000E+00
1.0000E+01
Total

Photon Spectrum
(photon of nuclides for Light elements, Actinides,
F.P)
Normalize
Photons/second
Mev / second
Spectrum
1.9219E+09
2.4289E-01
5.7658E+07
5.5666E+08
7.0350E-02
4.1749E+07
3.1927E+08
4.0349E-02
4.7891E+07
9.3254E+07
1.1785E-02
2.3313E+07
6.2304E+07
7.8739E-03
2.1807E+07
8.3595E+07
1.0565E-02
4.1797E+07
4.7834E+09
6.0452E-01
3.3484E+09
4.1856E+07
5.2897E-03
3.7671E+07
4.6413E+07
5.8656E-03
5.4071E+07
3.8644E+06
4.8838E-04
5.7773E+06
1.6566E+05
2.0936E-05
3.0315E+05
1.7187E+04
2.1721E-06
3.8671E+04
1.0995E+03
1.3895E-07
3.0237E+03
1.2739E+02
1.6099E-08
4.4586E+02
1.8470E+00
2.3342E-10
8.3115E+00
7.3735E-01
9.3186E-11
4.2397E+00
1.4396E-01
1.8194E-11
1.0437E+00
3.0466E-02
3.8503E-12
2.7419E-01
7.9128E+09

1.0000E+00

3.6805E+09

1.0

Neutron
Gammar

Probability, χ(Ε)

0.8

0.6

0.4

0.2

0.0

10

-1

10

0

10

1

Energy (Mev)

그림 3-4-9. Neutron and Gamma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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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성자선원
중성자선원은 핵연료가 원자로내에 있을 때 주로 U-238이 핵분열
중성자를 흡수하여 액티나이드 계열의 중원소가 되거나 자발핵분열로부터
나오는 α 입자를 흡수하여 또 다른 중원소가 된다. 이와 같은 액티나이드
족은 초우라늄원소라고 한며 이들 원소는 지구상에 자연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원자로내에서 조사된 핵연료안에서만 있게 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
료에도 이 중원소가 존재하며 실제로 이들은 중요한 중성자 방출물질이
된다. ORIGEN-S 계산 결과, 표 3-4-3에서 보듯이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을 1.0×10 - 8 에서 최대 20 Mev까지 27 군으로 분류하였다. 총 발출되는
중성자수 6.21×10 1neutron/sec 중 자발핵분열 중성자수와

( α ,n) 반응

에 의해 생성되는 중성자수는 전체 중성자수에 73.21 %와 26.79 %에 해당
된다. 또한, 방출되는 중성자의 에너지가 3 Mev인 경우가 전체 31 %를 차
지하였다.

(2) 차폐해석 모델
운반용기 설계시 해당 방사선 선원에 대한 효율적인 차폐를 위해서
는 차폐물질과 차폐물질의 두께를 결정해야한다. 또한 최대 흡수선량이
법규에서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로 설계해야한다. 수송용기의 정상수송조
건에 대한 최대방사선량률 허용기준치는 원자력법 과기처고시 제 96-38
호, IAEA Safety Series와 그리고 미국의 10CFR 71.47에서 전용적재인 경
우 차량 및 수송용기의 표면에서의 200 mRem/h(2 mSv/h), 용기 표면에서
1 m 거리에서 10 mRem/h(0.1 mSv/h)로 규정하고 있다.
차폐해석에서는 앞서 계산된 방사선원을 적용하여 그림 3-4-10과 같은
보수적인 원통형 기하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납의 두께 변화에 따른 차폐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림 3-4-10에서 보듯이 우선 방사선원의 형태
와 에너지를 미리 결정했다. 이때 선원과 차폐매질 사이에 1 cm 의 간격
을 두고 차폐물질을 배치하였다. 차폐물질과 선원 사이의 물질은 공기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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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3. Neutron Source Spectrum for 2 g of G23 Spent Fuel
( Burnup 35,500 Mwd/t, Cooling Time 14 years)

Group Energy (Mev)

Neutron Spectrum(photon of nuclides for Light
elements, Actinides, F.P)
Alpha-n

Spontaneous

Total

Normalization

1

2.00E+01

0.000E+00

8.642E-01

8.642E-01

1.378E-02

2

6.43E+00

3.408E+00

9.622E+00

1.303E+01

2.078E-01

3

3.00E+00

9.154E+00

1.040E+01

1.956E+01

3.119E-01

4

1.85E+00

2.426E+00

6.005E+00

8.431E+00

1.344E-01

5

1.40E+00

1.355E+00

8.224E+00

9.579E+00

1.528E-01

6

9.00E-01

3.921E-01

9.025E+00

9.417E+00

1.502E-01

7

4.00E-01

6.186E-02

1.767E+00

1.829E+00

2.917E-02

8

1.00E-01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9

1.70E-02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0

3.00E-03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1

5.50E-04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2

1.00E-04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3

3.00E-05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4

1.00E-05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5

3.05E-0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6

1.77E-0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7

1.30E-0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8

1.13E-0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9

1.00E-0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0

8.00E-07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1

4.00E-07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2

3.25E-07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3

2.25E-07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4

1.00E-07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5

5.00E-08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6

3.00E-08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7

1.00E-08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680E+01

4.591E+01

6.271E+01

1.000E+00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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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Radiation Shielding Analysis Model I.

차폐계산을 위한 코드로 Oak Ridge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QADS와 Los
Alamos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MCNP4B를 사용하였다. MCNP(Monte Carlo
N-Paricle)는 중성자와 양자, 전자에 대한 수송방정식을 Monte- Carlo 방
법을 사용하여 여러 핵종들과 반응하는 입자들의 거동을 통계적으로 분석
하여 방사선 차폐와 핵임계도 및 군정수(group constant) 등과 같은 해를
구하는 코드이다. 이 코드의 특징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모델을 구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중성자나 양자 그리고 전자 등과 같은 입자
하나 하나의 거동을 tallying에 의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핵적 계수
를 계산한다. 몬테카를로 방법은 확률론적 방법으로 수송방정식을 해결하
므로 결정론적 방법인 discrete ordinate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pointwise 핵자료(ENDF/B-VI)를 바탕으로 군축약(group condensing)을 하
지 않고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정확도가 높다. 방사
선 차폐 계산에 대한 MCNP4B는 차폐물질을 통과한 중성자와 감마선에 대
한 선속이 계산되어진다. 이 계산된 선속은 직접 흡수선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환 계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 3-4-4에서 보
듯이 ICRP-74로부터 얻어진 변환계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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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 DF iφ(E)dE
E

(1)

위 식 (1)과 같이 에너지 구간별 계산된 선속, φ( E) 와 변환 계수 DF
를 사용하여 전체 에너지구간에 대해 적분하여 흡수선량이 계산된다.

표 3-4-4. Gamma-ray and Neutron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Gamma

Neutron

Energy

Factor

Energy

Factor

Energy

Factor

1.000E-02

2.407E-04

1.000E-09

2.948E-02

1.500E-01

5.004E-01

1.500E-02

2.965E-03

1.000E-08

3.589E-02

2.000E-01

6.480E-01

2.000E-02

3.695E-03

2.500E-08

4.104E-02

3.000E-01

8.856E-01

3.000E-02

2.886E-03

1.000E-07

4.536E-02

5.000E-01

1.206E+00

4.000E-02

2.301E-03

2.000E-07

4.860E-02

7.000E-01

1.390E+00

5.000E-02

2.054E-03

5.000E-07

5.112E-02

9.000E-01

1.490E+00

6.000E-02

1.968E-03

1.000E-06

5.184E-02

1.000E+00

1.519E+00

8.000E-02

2.103E-03

2.000E-06

5.148E-02

1.200E+00

1.559E+00

1.000E-01

2.419E-03

5.000E-06

4.968E-02

2.000E+00

1.591E+00

1.500E-01

3.465E-03

1.000E-05

4.752E-02

3.000E+00

1.552E+00

2.000E-01

4.598E-03

2.000E-05

4.464E-02

4.000E+00

1.519E+00

3.000E-01

6.801E-03

5.000E-05

4.032E-02

5.000E+00

1.512E+00

4.000E-01

8.845E-03

1.000E-04

3.708E-02

6.000E+00

1.523E+00

5.000E-01

1.076E-02

2.000E-04

3.542E-02

7.000E+00

1.555E+00

6.000E-01

1.253E-02

5.000E-04

3.362E-02

8.000E+00

1.602E+00

8.000E-01

1.581E-02

1.000E-03

3.161E-02

9.000E+00

1.660E+00

1.000E+00

1.878E-02

2.000E-03

3.139E-02

1.000E+01

1.728E+00

1.500E+00

2.518E-02

5.000E-03

3.370E-02

1.200E+01

1.861E+00

6.000E+00

6.428E-02

1.000E-02

4.032E-02

1.400E+01

1.980E+00

1.000E+01

9.599E-02

2.000E-02

6.156E-02

1.500E+01

2.030E+00

3.000E-02

8.964E-02

1.600E+01

2.074E+00

5.000E-02

1.404E-01

1.800E+01

2.142E+00

7.000E-02

2.124E-01

2.000E+01

2.160E+00

1.000E-01

3.262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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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DS 코드는 Point-Kernel 방법을 이용한 3차원 차폐계산 코드이다. 이
방법은 감마선 차폐해석에 범용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
다. 감마선 계산에 대해 QADS 모듈은 point-kernel ray-tracing 기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서 비충돌선속에 의한 에너지의 전달을 평가하기 위
해서 적절하게 근사된 buildup 계수를 이용한다.분포된 선원내에 point
kernel은 선원의 각 에너지 구간에 대해 부피로 적분한다.
QADS 모듈은 방사선원 계산을 모듈인 ORIGEN-S와 연동하여 하나의 모듈
로 실행시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방사선원 계산부터 차폐해석까지 수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QADS 코드는 감마선에 대한 차폐해석만
고려되므로 중성자와 감마선을 모두 사용하는 방사선원 차폐해석에는 부
적합하다.
방사선원은 감마선과 중성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표 3-4-2와
3-4-3에서 보듯이 선원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수가 중성자수에 비해 절
대적으로 우세하다. 따라서 QADS 코드를 사용하여 감마선에 대해서 차폐
해석을 수행하고, MCNP4B 코드를 사용하여 감마선과 중성자선원에 대해
참고 계산을 수행하였다.

(3) 해석결과 및 분석
(가) 방사선원과 차폐두께에 따른 변화
차폐 해석의 경우 방사선원의 세기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안전기
준치 이하로 방사선량률을 차폐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원의 세기에 따
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했다. 그림 3-4-10과 같은 보수적인 기하학적 모델
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질량과 차폐 두께 변화에 따른 흡수선량을
계산하였다. 이때 사용된 방사선원은 직경이 1 cm 높이가 5.09 cm 인 원
통형으로 가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 2 g과 표 3-4-2에서 제시된 감마선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적용하여 핵물질 밀도에 따른 용기 표면에서의 흡수선
량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그림 3-4-11에서 보듯이, 핵물질 밀도에 따른
흡수선량 변화는 심하지 않았으며, 핵물질 밀도가 높을수록 spatial
self-shielding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4-12는 납두께 및
방사선원 변화에 따른 차폐해석 결과이며, 동일한 차폐두께의 경우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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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양이 많아질수록 용기 외곽표면의 흡수선량이 크게 나타났다.

UO2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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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Dose Rates as a Variation of Lead Thickness and
Sourc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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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Dose Rates as a Variation of the Mass of
Radiation Source.
(나) QADS와 MCNP4B 흡수선량 비교
QADS 코드는 감마선원에 대한 차폐 계산을 수행하는 코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핵물질 선원은 표 3-4-2와 3-4-3에서 보듯이 중성자선
원은 무시할 만큼 아주 작다. 따라서 운반용기 표면의 흡수 선량 계산 코
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계산에서는 계산의
정확성과 계산상의 실수를 검증하기 위해 몬테칼로 코드인 MCNP4B을 병행
해서 사용하였다. MCNP4B의 계산모델은 QADS와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QADS에서는 자체 내장된 flux-to-conversion 계수가 있는 반면, MCNP4B에
서는 사용자가 입력자료로서 제공해야한다. 이때 사용된 흡수 선량 변환
계수는 ICRP-74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표 3-4-4에 나타내었다. 그림
3-4-13은 QADS와 MCNP의 흡수선량을 비교한 그림이다. 이 결과, 차폐체의
두께가 7 cm 이하에서는 10 %의 상대오차를 보였으며 10 cm 일 경우 약
20 %의 계산상의 차이를 보였다.

(3) 정상 용기의 흡수 선량률
그림 3-4-10의 보수적인 기하학적 계산 모델을 바탕으로 표 3-4-2와
3-4-3에서 제시한 기준 핵물질 선원에 대한 차폐 물질의 두께를 결정하였
다. 납 차폐 물질의 경우 법규에서 정한 용기 표면의 최대 허용흡수선량
률 200 mRem/h이하를 만족하는 두께는 5 cm로 계산되었다.
DUPIC 폐기물 운반용기는 내외부에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10 mm 두께의
셀 사이에 40 mm 두께의 납을 채우는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그림 3-4-14
는 본 계산에서 사용된 운반용기에 대한 기하학적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해석결과 그림 3-4-15과 3-4-16에서 보듯이 용기의 상부와 측면표면에서
모두 허용기준치 이하를 만족하였다.
DUPIC 운반용기에 대한 MCNP 그리고 QADS 코드에 의한 차폐해석 결과를
표 3-4-5 및 3-4-6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용기 측면의 표면 선량율은
MCNP 결과는 94 mRem/h, QADS 결과는 81 mRem/h로 허용치인 200 mRem/h보
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선 차폐측면에서 운반용기의 안전성을 입
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운반용기의 상부 및 하부도 허용치보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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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값으로 평가되었다. 차폐해석에서는 모든 납의 두께를 40 mm로 고려
하였지만 실제 용기는 측면의 납두께가 45 mm, 55 mm로 제작되어 실제보
다 훨씬 보수적인 해석조건이 되며, 따라서 방사선차폐 측면에서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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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분히 유지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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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Comparison of Dose Rates between QADS and MC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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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Radiation Shielding Analysis Model for DUPIC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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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Dose Rates on the Cask Side Surface as a Variation of
Air Gap between the Source and Radiation Shield(MCNP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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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Dose Rates on the Cask Top Surface as a Variation of
Air Gap between the Source and Radiation Shield(MCNP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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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Summary of Dose Rates Analyzed Using MCNP
Dose rate (mRem/r)

Position
Photon

Neutron

Total

Side

93.85

1.1159E-2

93.87

Top

48.38

7.6009E-3

48.39

Bottom

47.21

7.6839E-3

47.22

표 3-4-6. Summary of Dose Rates Analyzed Using QADS
Dose rate (mRem/r)

Position
Photon

Neutron

Total

Side

81.44

1.1159E-2

81.45

Top

56.94

7.6009E-3

56.95

Bottom

56.94

7.6839E-3

56.95

마. 격납해석
(1) 격납공간의 구조
DUPIC 폐기물 운반용기는 10 mm 두께의 내외부 셀(shell) 사이에
납을 주조한 구조로 격납경계(containment boundary)는 운반용기의 내부
셀과 바닥판 및 뚜껑의 원통형 공간이다. 바닥판과 원통형 셀은 용접으로
접합되어 밀봉을 유지하며, 상부에 있는 뚜껑은 뚜껑플랜지의 볼트와 O링으로써 격납을 유지시킨다. DUPIC 폐기물 운반용기에는 별도의 배기구
나 배수구 등의 커플링이 설치되지 않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격납공간은 A형 운반용기로서 구조적인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된다. 셀
(shell)과 바닥 판 연결부분의 용접은 ASME Sec. Ⅸ에 부합하도록 하였
고, 뚜껑의 밀봉인 알루미늄 오링(O-ring)은 설계압력인 0.3 kg/cm2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뚜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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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와의

볼트체결

토-크

(torque)는 2.8 kg․m로 하여 충분한 조임력을 갖도록 하였다.

(2) 격납경계의 요구사항
수송시에 운반용기 내부의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격
납경계를 충분히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설계하였다. 정상수송조건에서 운
반용기의 격납용기에서 예측되는 최대온도는 상온이며, 내부에 압력 발생
원 또한 전혀 없다. 그러나, 열해석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법규에서 정
한 외부온도조건이 70 ℃이므로 정상수송시 이 온도까지 상승한다고 가정
한다. 이때 내부공간의 압력은 전혀 없으나 격납경계에 대한 운반용기의
2

설계압력이 0.3 kg/cm 이으로 충분하므로 운반용기에서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의 누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
각종 하중조건에서의 격납경계에 대한 구조적인 건전성은 구조해석 및
열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하였다. 특히, 격납경계의 건전성 유지여부
에 관건이 되는 오링(O-ring)은 내구성 및 내식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재
질을 사용하여 내용물의 누설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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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EF 소결체 특성장비 해체폐기물 운반
PIEF 9405 핫셀에서의 DUPIC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장비의 제염/해
체작업중 발생한 해체폐기물은 원자력법 및 동법 시행령, 과기부고시
98-12호 방사선량 등을 정하는 기준 및 1996-38호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준, 연구소규정인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방사성폐기물관
리규정 등을 적용하여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RWTF)로 운반하여 보관한다.
본 절에서는 DUPIC 해체폐기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운반에 대해
기술한다.

가.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준
DUPIC 시험장비의 해체폐기물은 연구소의 방사성폐기물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책임
•발생시설 책임자
발생시설 책임자는 당해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
며 책임을 지고, 폐기물관리절차서의 내용이 본 규정과 부합되도록
한다.
- 시설내의 폐기물의 분류, 수집, 저장과 관련한 업무감독 및 안전
관리
-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분배, 저장 및 폐
기 등의 부속시설 관리
- 액체폐기물을 배관에 의해 처리시설까지 이송시 처리시설 입구의
최종 개폐장치까지의 제반 이송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 폐기물 관리 의뢰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및 기재된 내용에 대
한 책임
-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기록 유지
- 사고 및 비상시의 신고 및 긴급조치
-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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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 책임자
처리시설 책임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
하며 책임을 지고, 폐기물관리절차서의 내용이 본 규정과 부합되도
록 한다.
- 의뢰된 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와 관련시설의 운영,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 및 처분시까지의 안전한 저장
- 폐기물의 처리, 제염작업 등의 방사선 작업 감독
- 폐기물 관리상 필요한 교육 훈련
-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시정 조치
-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신고, 기록 유지
-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질의응답 및 기술지원
- 방사성 오염 사고시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긴급대책 및 신고 조치
-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직무 수행
- 전 각 호에 관한 관계자간의 협조

(2) 폐기물 분류기준
폐기물은 방사능의 준위 및 성분에 따라 표 3-4-7과 같이 분류하며
가능한 한 같은 종류 및 동일 핵종으로 분류,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연 압축성 고체폐기물은 폐지 등의 종이류, 장갑과 방호복 등의 섬
유류, PE 등의 플라스틱류와 같이 압축이 가능하고, 액체를 포함하지
않은 가연성물질을 말한다.
•비가연압축성 고체폐기물은 알미늄, 함석, 폐드럼 등의 금속류, 초자
류 및 건조된 액체여과필터와 그외 압축에 의한 부피 감소가 가능한
물질을 말한다.
•비압축성 고체폐기물은 탄소강, 스텐레스강 등의 금속류 및 시멘트,
돌, 모래, 목재 등의 비금속 고체류와 같이 압축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한다.
•유기용액 액체폐기물은 각종 유류 및 알콜, 아세톤 등의 유기용매가
함유된 폐액을 말한다.
•폐수지는 방사성물질로 흡착 또는 오염되고, 물기를 제거한 폐이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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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지를 말한다.
•폐필터는 원자력관계시설에서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제거를 위하여 사
용한 고성능필터(HEPA filter) 또는 활성탄필터를 말한다.
•세탁폐기물은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작업복, 방
호복, 가운 등의 피복을 세척한 세탁폐액을 말한다.
•폐기선원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방사능 농도가 감쇄되어 사용
가치가 없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함으로써 폐
기의 대상이 되는 밀봉선원 및 선원이 내장되어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폐기물 수집 및 포장 기준
해체폐기물의 수집 및 포장기준은 다음과 같다.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 발생시설에서 2)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하여 지정된 포장용기 내에 수집, 포장하여야 한다.

표 3-4-7. 방사성폐기물분류기준

준 위 구분

액체폐기물 방사능농도

고체폐기물 표면선량율

A(kBq/㎤)

D(mSv/h)

극저준위 VL

A < 1.85x10짮4

―

저 준 위 LL

1.85x10짮4 ≤ A < 3.7

D < 2

중 준 위 ML

3.7 ≤ A < 3.7x10

고 준 위 HL
(알파)

α

2

2 ≤ D < 20

2

3.7x10 ≤ A
―

20 ≤ D
α -Activity(kBq/㎡)
C 가연압축성

종

류

SR 폐수지

O

유 기 용 액

IC 비가연압축성 SF 폐필터

A

무 기 용 액

NC 비압축성

L 세탁폐기물
SS 폐기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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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 종이류 : 휴지, 흡수지, 종이컵
가 연 성

- 섬유류 : 작업복, 면장갑, 솜, 걸레
- 플라스틱류 : Aose, Tube, Sample 용기
- 고무류 : 고무장갑
- 유리류 : 비커, 시약병, Test tube

비가연압축성

- 도자기류 : 용기
- 함석류 : 함석, 캔, 알루미늄 박스
- 금속류 : 공구, 소형장치, 주사기바늘, 가위, 칼

비 압 축 성

- 목재류 : 각목
- 기타 : 토사, 콘크리트

폐 수 지

- 이온교환수지

폐 필 터

- 고성능필터(HEPA Filter), 활성탄필터

세탁폐기물

- 작업복, 방호복, 가운

폐 기 선 원

- 밀봉선원류, 선원내장기기

유 기 용 액

- 용제류 : 알코올, 아세톤, 톨루엔

무 기 용 액

- 각종 염류가 용해된 물

•액체폐기물은 반드시 중화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누설되지 않
도록 포장하여야 하고, 용기 표면에 내용을 기재한 방사성폐기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포성, 인화성 및 폭발성이 있는
폐기물은 별도로 분리하여 포장한 후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용기 표면에 주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고체폐기물은 유리수를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표면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용기 표면에 내용을
기재한 방사성폐기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대형 고체폐기물은 방사능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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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된 폐기물을 포장용기에 포장하였을 때 포장용기 표면에서 2
mSv/h(200 mrem/h), 표면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0.1
mSv/h(10 mrem/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집, 포장용기는 폐기물과 접촉시에 반응하여 부식하거나 변형되
지 않는 내식성 재질로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분한 강
도를 가지고 있는 지정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포장용기의 표면은 오염물질을 쉽게 제염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용기는 모양, 크기, 무게 등이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용이하
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시설해체 등의 행위로 발생된 특수형태의 폐기물은 폐기물 형태,
크기, 포장용기 등에 대하여 처리시설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기타 용기 포장에 관한 사항은 영 제239 내지 제240조와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처 고시 제96-38호)의 규정을 준용한
다.
•발생시설책임자는 수집, 포장된 폐기물을 처리시설책임자에게 관
리의뢰하여야 한다.

(4) 폐기물 관리의뢰 절차
해체폐기물의 관리의뢰절차는 다음과 같다.
•발생시설책임자는 폐기물의 관리의뢰시 방사성폐기물 관리의뢰서,
방사성 폐기물 기록표를 처리시설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다만, 액체폐기물은 폐액의 화학조성, pH, 방사
성핵종 및 농도, 방사 선량율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전문부서에서
서명한 분석자료 및 기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생 폐기물의 표면오염도와 방사선량율은 방사선안전관리담당자
가 측정하여 폐기물 기록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발생시설 책임자는 폐기물의 관리의뢰시 방사성폐기물(저장 처리)
통보계를 처리시설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처리시설 책임자는 관리의뢰절차가 완료된 후 발생시설책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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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예정일 및 장소를 통보한다.

(5) 폐기물의 운반기준
해체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시설로 운반한다.
•관리의뢰 폐기물은 발생시설책임자 또는 폐기물 담당자의 책임하
에 지정된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폐기물의 운반에 관한 사항은 영 제241조 내지 제255조, 시행규칙
제99조 내지 제102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처 고시
제96-38호)의 내용을 준용한다.
•폐기물 발생시설에서의 폐기물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
물 중 특성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간
의 협조하에 폐기물처리부서의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
다.

(6) 폐기물의 인수기준
폐기물의 인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처리시설책임자는 의뢰된 폐기물에 대해 분류, 포장 및 운반기준
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를 검사한 후 인수한다.
•의뢰된 폐기물이 분류, 포장 및 운반기준에 규정된 사항 및 방사
성폐기물 포장 지침에 위반될 때 처리시설 책임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폐기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나. 해체폐기물 운반
DUPIC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중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한 해체
폐기물은 다음의 2 종류로 분류하여 지정용기에 적재하여 방사성폐기물처
리시설(RWTF)로 운반한다. 부피가 크거나 오염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제작된 직경 약 1 m × 높이 약 1 m인(차폐: 납 50 mm
상당) 전용 수송/저장용기에 적재하여 RWTF의 monolith 상부에 저장한다.
오염정도가 비교적 심하거나 부피가 적은 폐기물 및 제염지 등은 50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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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에 넣어 RWTF의 monolith로 운반하여 저장한다. 후속 절에 이들 폐기
물의 취급절차를 자세히 기술한다.

(1) 대형 폐기물 운반
부피가 크거나 오염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해체폐기물을 RWTF의
monolith

상부로

운반하여

저장하기 위해

전용 수송/저장용기(그림

3-4-17)를 제작하였다. 이 수송/저장용기는 폐기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높
이 1,145 mm로 이고, 납 50 mm에 상당하는 차폐두께를 갖으며, 외경이
1,200 mm(내경 1,080 mm)와 1,170 mm(내경 1,020 mm)인 2 종류로 설계/제
작하였다. 핫셀 내에서 발생한 해체폐기물을 핫셀로부터 반출하여 이 수
송/저장용기에 적재하는 작업절차는 제 5절에 기술하였으므로 본 절에서
는 이 용기를 PIEF service 구역으로부터 RWTF 중저준위폐기물 저장고까
지 운반하여 저장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그림 3-4-17. 해체폐기물 전용 수송/저장용기.

(가) PIEF에서의 작업절차
•수송/저장용기의 표면을 제염한다. 제염액을 묻힌 제염지로 수송/
저장용기의 표면을 수차례 닦아낸다. 이 때에는 30/5 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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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e을 사용하여 용기를 들어올린 다음 용기의 바닥도 제염한
다.
•제염작업이 완료되면 표면 선량율을 측정한다. 표면의 오염도가
규제치(표면: 200 mrem/h, 1m 떨어진 곳: 10 mrem/h)를 만족하면
30/5 톤 O/H crane을 사용하여 용기를 들어올린 다음 truck bay에
위치한 수송차량에 적재한다. 본 작업에는 3 개의 수송/저장용기
가 사용(2 개는 DUPIC 해체폐기물 적재, 1 개는 off-gas 포집장치
및 in-cell filter 적재)되었으며 이들 용기의 표면 선량율 측정
결과는 규제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0톤 O/H crane을 사용하여 수송/저장용기를 truck bay에 위치한
트럭(8 톤 이상)에 적재한 후 tie-down을 설치한다(그림 3-4-18).

그림 3-4-18. 차량적재 해체폐기물 전용 수송/저장용기.

•수송차량 및 용기 표면의 H/P survey(smear test)를 수행한다. 고
착물의 오염도가 허용치 이내이면(α: 0.37 kBq/m2 이하, β: 3.7
2
kBq/m 이하)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 RWTF monolith 상부로 운반하

여 저장한다.

(나) RWTF에서의 작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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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송/저장용기를 RWTF에서 인수할 때의 작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송/저장용기를 적재한 트럭을 RWTF의 truck bay에 진입시킨 후
외관검사 및 H/P survey를 수행한다.
•수송/저장용기의 체결장치를 해제하고, 10 톤 O/H crane을 사용하
여 수송/저장용기를 인양하여 지정장소로 운반하여 안치시킨다.
•수송차량 표면의 H/P survey(smear test)를 수행한다. 오염정도가
2
2
허용치 이내이면(α: 0.37 kBq/m 이하, β: 3.7 kBq/m 이하) 차

량을 RWTF 시설 밖으로 반출시킨다.

(3) 소형 해체폐기물(50 리터 드럼) 운반절차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하는 시험장비 해체폐기물로서 50 리터 폐
기물드럼에 넣어 운반하여야 할 대상폐기물로는 해체 장비중 오염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ball jar, sintering tube, sieve, in-cell filter 및
제염작업중 발생하는 폐제염지 등이 있으며, 폐기물량은 50 리터 폐기물
드럼으로 4∼5 개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본 작업에서
는 PIEF 9405 핫셀의 heavy door가 고장남으로 핫셀간의 in-cell filter
이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원격장비(tong)를 사용하여 핫셀의 rear door에
서 교체하여 서비스구역에 위치한 수송/저장용기에 적재하였다. 교체시
in-cell filter의 방사능은 1∼1.5 R/h로 나타났다. 교체된 in-cell
filter는 비닐에 포장하여 앞 절에서 언급한 수송/저장용기에 적재하였
다. 이에 따라 50 리터 폐기물 드럼을 사용하는 해체폐기물량은 1 드럼으
로 감소하였다.

(가) PIEF 9407 핫셀에서의 작업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한 해체폐기물로서 50 리터 폐기물드럼
(그림 3-4-19)에 적재하는 폐기물은 다음의 절차로 적재한다.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한 해체폐기물은 비닐에 포장하여 9405와
9406 핫셀간의 in-cell door를 통해 9406 핫셀로 운반하여 지정장
소에 보관한다.
•9406 핫셀에 보관된 해체폐기물을 9407 핫셀에 위치한 50 리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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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Solid Waste Cask 운반차량 적재.

RWTF의 monolith에서 solid waste cask로부터 폐기물드럼을 하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RWTF truck bay에 solid waste cask를 반입하여 cask 외부의 육안
검사 및 H/P survey를 수행한다. 제염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염을
수행한 후 H/P survey를 재 수행하여 선량율이 허용치 이내(표면
: 2 mSv(200 mrem)/h 이하, 표면으로부터 1 m 거리 : 0.1 mSv(10
mrem)/h 이하)일 때 수송용기를 인수한다.
•10 ton crane을 사용하여 폐기물 드럼을 저장할 well의 콘크리트
뚜껑을 개방한다.
•차폐문을 닫은 후 주철재 trap door를 well의 상부에 위치시킨다.
•폐기물 드럼이 적재된 solid waste cask를 well의 주철재 trap
door 상부에 위치시킨다.
•Trap door를 개방한 후 solid waste cask의 차폐 door를 개방한
다.
•Solid waste cask내에 부착된 자체 hoist 장치(grab, winch)를 사
용하여 폐기물 드럼을 well에 안치시킨다.
•Solid waste cask의 hoist 장치를 원 위치시킨 후 cask의 차폐
door를 닫는다.
•Solid waste cask를 well의 상부로부터 분리하여 truck bay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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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트럭에 적재한다.
•Trap door의 차폐문을 열고 10 ton crane을 사용하여 well의 콘크
리트 뚜껑을 닫는다(그림 3-4-24).

그림 3-4-24. Monolith Well 뚜껑 설치.

•Cask 외부의 육안검사 및 H/P survey 수행한다. 제염이 필요할 경
우에는 제염을 수행한 후 H/P survey를 재 수행하여 오염이 허용
치 이내(α: 0.37 kBq/m2 이하, β: 3.7 kBq/m2 이하)일 때 수송
용기를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 지정장소로 운반하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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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1. DUPIC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 장비의 제염/해체 [3-5-1∼3-5-7]
PIEF 9405 핫셀에서의 DUPIC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이 종료됨에 따
라 핫셀의 재활용을 위해 DUPIC 시험장비를 제염/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PIEF 9405 핫셀의 핵물질 관
리, 시험장비의 분류, 해체폐기물 관리, 핵물질 운반, 시험장비의 제염/
해체, 해체폐기물의 포장/운반, 핫셀 내부제염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고, 그림 3-5-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작업 기본절차에 따라 제염/해체작업
을 수행하였다.

가. 핫셀 시험장비 제염/해체 기본개념
PIEF 9405 핫셀내에 핵연료물질과 saw dust 및 cladding hulls를 수
집하여 계량하고, 밀봉용기에 포장하여 인접 핫셀(9406 핫셀)로 운반하여
지정장소에 저장한 후 시험장비의 제염/해체를 착수한다. 장비의 해체에
앞서 장비와 연결된 전기, 압축공기, 냉각수, 공정가스 등의 유틸리티 라
인을 제거한다. 해체 대상장비는 재활용장비와 폐기장비로 분류한다. 재
활용장비를 우선 해체하여 지정장소로 운반한 후 폐기장비의 해체를 시작
한다.
폐기장비는 M/S manipulator를 사용하여 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할 것으
로 예상되는 ball jar, sintering furnace tube, sieve 등은 작업자가 접
근하지 않고 모든 작업이 가능한 50 리터 폐기물드럼에 포장하고, 나머지
부피가 큰 폐기장비는 직경 약 1 m x 높이 약 1 m 크기의 원통형 수송/저
장용기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해체한다. 폐기대상 장비는 제염액을 제염지
에 묻혀 2∼3 회 원격으로 제염을 수행한다.
오염이 심한 부품으로 50 리터 폐기물드럼에 적재 가능한 폐장비는 별
도로 모아 9406 핫셀에서 임시저장한 후 9407 핫셀로 옮겨 50 리터 폐기
물드럼에 넣어 고체폐기물 수송용기를 이용하여 RWTF monolith로 운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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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DUPIC 분말 및 소결체 시험장비의 제염/해체 기본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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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피가 큰 폐장비 해체폐기물은 9405 핫셀 내의 지정장소에 보
관하다가 핫셀의 내부를 M/S manipulator로 수차례 제염한 후 핫셀의
roof door를 열고 핫셀 밖으로 인양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수송/저장용기
(직경 약 1 m x 높이 약 1 m)에 적재하여 RWTF의 중․저준위폐기물 저장
고로 옮겨 저장한다. 해체폐기물의 관리개념은 그림 3-5-2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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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해체폐기물관리기본개념.

나. 시험장비별 제염/해체
PIEF 9405 핫셀에 설치된 해체대상 시험장비는 표 3-5-1에 나타낸
OREOX furnace, sintering furnace, ball mill, press 등의 DUPIC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장비와 타 과제의 연구 및 시험에 사용되었던
off-gas 포집장치 및 연료봉절단장치 등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장비
의 해체과정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해체대상 시험장비의 해체정도는 OREOX furnace와 sintering furnace는
해체 후에도 원형을 유지시키고, 나머지 장비는 가능한 한 최대한 분해하
여 바스켓에 넣어 핫셀 외부로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해체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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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PIEF 9405 핫셀 DUPIC 시험장비 특성
장비명

크기
(폭x길이x높이,mm)

무게
(kg)

수량
(EA)

핵물질
hold-up

OREOX
Furnace

550 * 570 * 600

70

1

-

Ball Mill

200 * 470 * 200

25

1

-

Ball Jar

φ120 * 225

12

2

<5g

Press

150 * 490 * 650

80

1

<1g

Sintering
Furnace

530 * 1100 * 750
(530 * 700 * 750)

110

1

-

Off-gas 처리
장치

350 * 350 * 500

40

1

-

Weight
Balance

210 * 420 * 330

30

1

-

Dial gage

150 * 100 * 300

15

1

-

Tray

1000 * 1000 * 50
450 * 500 * 50

10
5

1
1

Pipe

1/4" * 18 m

15

1

10

1

고압호스

ψ40 * 9 m

비고

0.42~
0.5Ci/g

* Ball jar의 방사능량은 초기에 약 10 Ci로 추정되었으나, 제염후(알콜에 장시간 담
근후 핵물질 회수)에는 2.5 Ci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Ball jar는 50L 드럼
에 넣어 monolith로 운반하여 저장.
* Sintering furnace의 해체시 최대치수는 750 mm 이하.
* Press와 off-gas 처리장치는 분해.

(1) 유틸리티 시스템 해체
PIEF 9405 핫셀에 설치된 DUPIC 분말 및 소결체 시험장비를 해체하
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장비와 연결된 전기, 냉각수, H2/Ar 및 O2/Ar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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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료봉 절단장치 해체
DUPIC 핵연료 분말 및 특성시험과는 별도로 핵연료봉의 절단시험을
위해 원격장치기술개발과제에서 개발하여 시험이 완료된 연료봉 절단장치
도 DUPIC 해체폐기물과 함께 핫셀 밖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해체작업을 수
행하였다. 본 장치는 폐기물의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해체작업에 사용된 공구는 몽키스패너, 스패너, 육각렌치, 드라
이버 등이 사용되었다. 본 장치는 오염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체후 바스켓에 적재하였다. 연료봉 절단장치의 해체는 3 명이 작업을
수행하여 약 1 일이 소요되었다.

(7) Off-gas 포집장치 해체
DUPIC 핵연료 분말 및 특성시험과는 별도로 핵연료봉의 절단시
off-gas를 포집하기 위해 설치된 off-gas 포집장치도 새로운 off-gas 포
집장치로 교체하기 위해 DUPIC 해체폐기물과 함께 핫셀 밖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장치도 폐기물의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체작업에 사용된 공구는 몽키스패너, 스
패너, 육각렌치, 드라이버, 프레스 등이 사용되었다. 본 장치는 오염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체후 제염액을 묻힌 제염지로 닥은 후 부
피가 적은 부품은 바스켓에 적재하고, 부피가 큰 부품은 별도로 취급하도
록 하였다. 그러나 포집라인의 배관은 제염이 불가능하여 제염을 수행하
지 않고 바스켓에 적재하였다. Off-gas 포집장치의 해체에는 3 명이 작업
을 수행하여 약 2 일이 소요되었다.

(8) 측정장치의 해체
DUPIC 핵연료 분말 및 특성시험중 사용되었던 dial gage, 밀도 측정
장치 등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몸체와 gage를 분리하였다. Dial gage 등을 재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손잡이 등이 고방사능 환경에서 약 2년정도 사용됨
으로 경화되어 파손되었기 때문이었다. 측정장치의 해체작업에 사용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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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몽키스패너, 스패너, 육각렌치, 드라이버 등이 사용되었다. 측정장
치의 해체에는 3명이 작업을 수행하여 약 4시간이 소요되었다.

(9) Press 해체
폐기물로서 핫셀밖으로 반출이 필요한 PIEF 9405 핫셀내의 모든 장
치를 해체한 후 최종적으로 해체작업에도 사용되었던 press를 해체하였
다. 이 press는 몸체부분과 ram부분으로 구성되며 본 해체작업시에는 몸
체부분은 해체가 불가능하여 몸체와 ram을 분리함으로써 해체작업을 완료
하였다. Press의 해체작업에 사용된 공구는 몽키스패너, 스패너, 육각렌
치, 드라이버 등이 사용되었다. 본 장치는 오염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되어 해체후 알콜을 묻힌 제염지로 표면을 닥아 제염작업을 수행하였
다. Press의 해체에는 3 명이 작업을 수행하여 약 2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 해체폐기물 포장 및 핫셀 반출
(1) 해체폐기물 발생량
PIEF 9405 핫셀에 설치된 DUPIC 분말 및 소결체 시험장비의 제염/
해체작업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크게 핫셀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핫
셀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핫셀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핵연료물질과 cladding hulls, dirty scrap 등의 핵물질을 제외
한 폐필터, 폐장비 및 폐공구, papers 및 patches 등이 있으며, 핫셀 외
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방호복, 장갑, 덧신, papers 및 patches 등이
있다. 핫셀 내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은 표 3-5-2에 나타낸 바와 같
다. 핫셀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기존 PIEF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과 구분이 곤란하고, 상대적으로 발생량이 적으므로 핫셀 외부에서 발
생하는 폐기물은 PIEF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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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고체 폐기물 분류 및 발생량
폐기물 종류

폐기물 세부 내용

총 추정발생량

장비폐기물

폐장비, 폐설비, 폐공구 등

약 2 ㎥

폐필터,
papers 등

in-cell filter,
off-gas filter,papers, patches

약 3∼5 드럼
(50 리터 용량)

* 장비폐기물 : 오염이 비교적 심하고 부피가 적은 장비폐기물은 50 리터 폐기물드럼
에 포장하고, 나머지는 전용 수송/저장용기에 포장
* 폐필터, papers 등 : 50 리터 폐기물드럼에 포장

(가) 폐장비 및 폐공구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하는

폐장비

및

폐공구는

M/S

manipulator를 이용하여 핫셀 내에서 해체한 후 제염하여 핫셀의 roof
door를 열고 service 구역에 설치된 30/5톤 O/H crane를 이용하여 핫셀로
부터 인양하여 전용 수송/저장용기(직경 약 1 m x 높이 약 1 m)에 적재하
였다. 해체장비를 핫셀밖으로 인양하여 용기에 적재하기에 앞서 잔류 오
염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urvey meter를 이용하여 장비의 오염정도를 측
정하였다. 수송/저장용기에 해체폐기물을 적재한 후에는 볼트를 체결하고
밀봉한 후 수송용기의 외부표면을 제염을 하여 RWTF의 ILW/LLW 보관장소
로 운반할 때까지 PIEF 서비스구역에 임시 보관하였다.

(나) In-cell Filter 및 Off-gas Filter
PIEF 9405 핫셀에는 사각형의 pre-filter(spark arrester)와 원통
형의 HEPA filter로 구성된 in-cell filter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셀
에는 OREOX furnace와 sintering furnace로부터의 휘발성가스 및 준휘발
성가스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폐기체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시
스템에는 off-gas filter가 설치되어 있다. PIEF 9405 핫셀에 설치된 이
러한 filter의 제원 및 수량은 표 3-5-3에 나타낸 바와 같다. PIEF 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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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에서 발생하는 in-cell filter 및 off-gas filter 폐기물은 vinyl
bag에 넣은 후 50 liter S.S. drum에 넣어 solid waste cask에 적재하여
RWTF monolith로 운반하여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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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gas
Filter

분

규

격(mm)

수 량(개)

Pre-filter

320 x 268 x 50

4

HEPA filter

ψ245 x 380

4

HEPA filter

120 x 90 x 90

2

Fly ash
filter

ψ50 x 7

2

비

고

핫셀내에서 청
소후 재사용

(다) Miscellaneous Waste(Papers, Patches 등)
DUPIC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장비의 제염/해체작업중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하는 miscellaneous waste에는 papers, patches
등이 있다. 이러한 폐기물이 발생하면 일단 지정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vinyl bag에 넣은 후 50 liter S.S. drum에 넣어 solid waste cask에 적
재하여 RWTF의 monolith로 운반하여 저장하였다.

라. 해체 장비폐기물 핫셀반출 및 용기적재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한 해체 장비폐기물은 핫셀 내에서 해체하여
핫셀 밖으로 반출이 가능하도록 부피가 큰 장치는 장치단위로 취급하고
부피가 작은 폐기물은 이송이 용이하도록 바스켓에 적재하였다. 해체가
완료된 해체장비 폐기물은 핫셀 밖으로 반출이 가능하도록 반출단위별로
sling을 설치하였다. Sling은 해체폐기물을 용기 적재후 반출폐기물과 멀
리 떨어진 곳(약 1.5 m)에서 tong을 사용하여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염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service 구역의 30/5 톤 O/H crane
의 hook이 핫셀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crane hook에 별도의 sling과 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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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해체 장비폐기물은 사전에 계획된 반출순서에 의해 반출하여 반출즉시
teledetector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H/P survey를 실시한 후 용기에 적재
하였다. 해체폐기물의 반출 및 용기적재절차는 다음과 같다.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service 구역내의 작업장소(service
area floor 및 핫셀 지붕바닥)에 비닐을 깐다.
•30/5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용기를 지정장소에 안치시킨다.
•용기의 뚜껑 볼트를 풀어내고, 뚜껑의 재설치가 용이하도록 marking
한 후 용기 뚜껑을 제거하여 지정장소에 위치시킨다.
•용기의 상부에 뚜껑의 재설치가 용이하도록 가이드 핀을 설치한다.
•30/5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핫셀의

roof

door를

개방하고

tele

detector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H/P survey를 실시한다. 핫셀의 roof
door를 개방했을 때 선량율은 roof door의 개구부(그림 3-5-8의 ①)
에서는 1,020 mrem/h, 약 1.5 m 떨어진 크레인 조작구역(그림 3-5-8
의 ②)에서는 10 mrem/h로 나타났다.
•해체폐기물의 반출순서에 따라 이송대상 해체폐기물을 핫셀 밖으로
인양하여 표면의 오염도를 체크하고 해당 용기에 적재한다. 해당 용
기의 적재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한다. 이 때에는 장비
해체폐기물은 오염이 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능한 한 작업자의 접
근을 피하고 용기적재시 또는 sling 해제시 등 꼭 작업자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tung을 사용하여 해체폐기물과 원거리에 위치하며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작업자의 방사선피폭저감을 위해 해체장비폐
기물에 설치한 lifting sling도 재사용하지 않고 해체폐기물과 같이
처리한다.
•30/5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용기의 뚜껑을 설치하고 볼트를 체결한다.
볼트는 우선 손으로 조인 후 육간렌치를 사용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조이도록 한다.
•볼트 체결작업이 작업이 완료되면 용기 표면과 표면에서 1 m 떨어진
곳의 선량율을 측정한다.

- 282 -

X
Y

(①선량율: 1,020 mR/h, ②선량율: 10 mR/h)
그림 3-5-8. 핫셀 Roof Door 개방후 선량율 측정.

(1) 용기 A 적재
용기 A는 외경이 1,210 mm, 내경 1,080 mm, 높이 1,145 mm인 원통형
용기로서 이 용기에는 사전에 계획된 배치계획에 따라 off-gas 포집장치
받침대 B, sintering furnace, 바스켓 A 및 B, 트레이, off-gas 포집장치
받침대 A를 적재하였다. 바스켓 A와 B에는 배기체처리장치, 연료봉절단장
치, 측정 및 계량장치, 유틸리티장치 등을 분해하여 적재하였다.
용기 A에 적재된 해체폐기물과 이들의 표면 선량율은 그림 3-5-9에 나
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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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폐기물 #1)

(해체폐기물 #2)

(해체폐기물 #4)

구

분

(해체폐기물 #5)

품

명

(해체폐기물 #3)

(해체폐기물 #6)

표면선량율(mR/h)

폐기물 #1

off-gas 포집장치
받침대 B

25

폐기물 #2

sintering furnace

95

폐기물 #3

바스켓 A

750

폐기물 #4

바스켓 B

38000

폐기물 #5

트레이

1120

폐기물 #6

off-gas 포집장치
받침대 A

670

비

고

off-gas 포집장치,
off-gas 처리장치,
측정/계량장치 등
분해부품 적재

그림 3-5-9. 용기 A에 적재된 해체폐기물 및 표면선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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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폐기물 적재후 용기 A의 표면 선량율은 최대 85 mR/h, 용기 표면
으로부터 1 m 떨어진 곳에서의 최대 선량율은 그림 3-5-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3.8 mR/h로 규제치인 200 mR/h 및 10 mR/h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용기 B 적재
용기 B는 외경이 1,170 mm, 내경 1,020 mm, 높이 1,145 mm인 원통형
용기로서 이 용기에는 사전에 계획된 배치계획에 따라 OREOX furnace, 바
스켓 C, press 받침대, filter 받침대, 측정장치, press ram을 적재하였
다. 용기 B에 적재된 해체폐기물과 이들의 표면 선량율은 그림 3-5-10에
나타낸 바와 같다. 해체 폐기물 적재후 용기 B의 표면 선량율은 그림
3-5-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대 5.6 mR/h, 용기 표면으로부터 1 m 떨어
진 곳에서의 최대 선량율은 1.4 mR/h로 규제치인 200 mR/h 및 10 mR/h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핫셀의 roof door를 개방한 후 해체폐기물을 핫셀로부터 용기까지 운반
하고 이를 용기에 적재하여 밀봉하기까지는 9 명의 작업자가 약 4 시간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핫셀로부터 용기에 적재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해체
폐기물 당 약 15 분이 소요되었으므로 총 작업시간은 18 분/개 x 12 개 =
216 분 = 3.6 시간이 소요되었다. 작업자의 배치 구역별 주요 작업내용
및 작업에 따른 피폭량은 표 3-5-4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3-5-4. 작업자 배치 및 주요작업내용
구 분

주요 작업내용

operating - 해체폐기물에 sling 체결
area
- 해체폐기물 핫셀내 반출
- 해체폐기물 핫셀밖 반출
- 해체폐기물 인양
service
- 해체폐기물 선량율 측정
area
- 해체폐기물 용기적재
- 용기 뚜껑체결 및 밀봉
*1: 핫셀 위에서 크레인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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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인수(명)

비 고
(피폭량)

3

3명: 0 mrem/h

6

1명: 90 mrem/h*1
5명: 10∼15
mrem/h

(해체폐기물 #7)

(해체폐기물 #8)

(해체폐기물 #10)
구

분

(해체폐기물 #11)
품

명

(해체폐기물 #9)

(해체폐기물 #12)

표면선량율(mR/h)

폐기물 #7

OREOX furnace

4000

폐기물 #8

바스켓 C

1000

폐기물 #9

press stand

580

폐기물 #10

filter support

350

폐기물 #11

측정장치

280

폐기물 #12

press ram

250

비

고

press hose 포함

그림 3-5-10. 용기 B에 적재된 해체폐기물 및 표면선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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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용기 A

용기 B

표면선량율(mR/h)

85

5.6

1m 선량율(mR/h)

3.8

1.4

비

고

그림 3-5-11. 적재완료 후 용기 A 및 용기 B.

마. 서비스구역 바닥제염
PIEF 9405 핫셀의 roof door를 개방하고 핫셀로부터 해체폐기물을 용
기에 적재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한 해체폐기물을 오염이
심한 곳에서 오염이 적은 곳으로 운반함에 따라 작업구역의 오염가능성이
있었다.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구역의 바닥에 비닐을 깔고
service 구역의 공기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service 구역을 담당하는 환기
계통을 차단(핫셀구역의 환기계통은 가동)시키고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이 종료된 후 핫셀의 지붕 바닥과 작업구역 바닥에 대한 표면오염
도를 수행하였다. 이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실 직원이 smear를 통해 시료
를 채취한 후 SAC-4(α효율: 56 %), BC-4(β효율: 41 %) 측정장비를 사용
하여 표면오염도를 측정하였다. 이 구역에 대한 표면 허용오염도는 α:
3,700 Bq/m2, β: 37,000 Bq/m2이다.
측정결과는 α에 대해서는 전 구역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으나 β에
대해서는 일부 작업구역 바닥이 허용치를 초과하여 2 회에 거쳐 제염작업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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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의 제염방법은 제염제를 제염지에 묻혀 바닥을 닦았다. 제염액은
하이타이를 물에 풀어 사용하였다. 서비스 구역을 1 회 제염하는 데는 5
명의 작업자가 약 2.5 시간이 소요되었다. 2 회에 거쳐 5 명의 작업자가
작업구역의 바닥을 제염했으므로 총 작업 소요시간은 약 5 시간이 소요되
었다. 2 회에 거쳐 제염작업을 완료한 후의 표면 오염도는 모두 허용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핫셀 내부제염
핫셀의 내부를 제염하여야 하는 PIEF 9405 핫셀은 DUPIC 분말 및 소
결체 특성시험을 위해 약 1 kg-U를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파괴시험을
수행한 핫셀이므로 핫셀표면 및 공간은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어 고방사선
구역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특히 DUPIC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은 약
400∼700 ℃에서 산화환원공정을 통해 분말을 제조하고 이 분말을 사용하
여 약 1700 ℃에서의 소결체를 제조하는 소결공정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핵연료 분말로 핫셀 및 시험장치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핫셀의 내부제염은 핫셀내의 핵물질 및 해체장비 폐기물을 인접 핫셀
또는 핫셀 밖으로 반출한 후 M/S manipulator를 이용하여 핫셀 외부의 작
업구역에서 수회에 거쳐 충분히 제염작업을 수행한 후 H/P survey를 통해
작업자의 방사선 안전이 보장될 때 핫셀 내부로 작업자가 직접 투입되어
제염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밀폐구조이고 작업공간이 협소한
고방사선량을 갖는 고오염지역에서 수행되므로 원자력법 및 원자력연구소
의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자의 방사선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작
업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핫셀 내부의 제염절차는
그림 3-5-12에 나타낸 바와 같다.

(1) 핫셀내부 원격제염
핫셀내에 핵연료물질, saw dust, cladding hulls 등 핵물질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집하여 계량하고, 밀봉용기에 포장하여 인접핫셀로 운반
한 후 시험장치의 핫셀 밖으로의 반출을 위해 핫셀의 작업구역에서 M/S
manipulator를 사용하여 시험장비와 핫셀 내부를 수차에 거쳐 제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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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 핫셀내부제염 기본 절차도.

이때 제염시에는 제염지에 제염액(하이타이 + 물 수용액)을 묻혀 장비
와 핫셀 내부를 골고루 닦아낸다.
1차 제염이 완료되면 시험장비를 해체하며 다시 한번 시험장비를 동일
한 요령으로 제염한다. 장비의 해체와 제염이 완료되면 핫셀 내부를 동일
한 요령으로 수 차례 제염작업을 반복한다. 제염시 발생한 폐기물은 비닐
봉지에 넣어 인접 핫셀로 운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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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핫셀 내에 들어가 우선 오염이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제염액을 묻힌 제염지로 표면을 닦아내었다. 이러한 제염작업
은 작업자의 핫셀내 체제시간은 초기에는 10 분 이내로 가정할 때 2인 1
조로 5∼10 회 정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작업결과 cutting
machine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원격제염이 비교적 잘 되어 초기 작업의
핫셀 내 체제시간은 약 1시간 20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 1차 제염결과 작
업자가 장시간(1시간 20분) 핫셀 내에서 작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피폭량은 90 mrem 이었으며, 핫셀 내의 방사능도 약 100 mrem/h
이하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2번째의 접촉제염에서는 1시간동안 핫셀 내
에 체재하며 핫셀 바닥의 전 구역을 골고루 제염하기로 결정하였다. 2차
제염은 2 명의 작업자가 약 1 시간동안 제염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개인

당 피폭량은 약 40 mrem이었다. 2차 제염작업을 마친 후 핫셀의 방사능은
약 60 mrem/h 정도로 낮아졌다.
2 회에 거쳐 핫셀 내에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 접촉제염을 수행한 후 선
량계를 사용하여 핫셀 내의 방사능을 측정한 후 작업자를 투입하여 3 차
제염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측정결과 아직까지도 cutting machine 주
위와 in-cell filter frame 주위가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측
정되었다. 이에 따라 3 차 제염작업에서는 오염이 심한 부분을 집중적으
로 제염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제염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작업자가 핫
셀 내로 들어가 cutting machine 근처에 off-gas 포집장치를 설치할 예정
이므로 cutting machine 주위의 집중적인 제염이 필요하였다.
3 차 제염작업시에는 cutting machine 주위와 in-cell filter frame 주
위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부분도 다시 한번 전구역을 제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작업은 1시간 30분에 거쳐 수행하였다. 3 차 제염작업이
종료된 후 작업자의 피폭량은 95 mrem과 45 mrem으로 나타났다. 작업자의
피폭량이 앞서의 작업에 비해 높았던 이유는 오염이 심한 cutting
machine과 in-cell filter frame을 집중적으로 제염하고, 핫셀 내의 체재
시간이 앞서의 작업에 비해 길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사람의 피폭량이 많
았던 이유는 많은 틈새를 갖고 있는 cutting machine를 집중적으로 제염
하였기 때문이다. Cutting machine은 자체의 방사능이 높을 뿐 아니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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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틈새를 갖고 있으므로 틈새부위는 핀셋에 제염지를 끼워 일일이 제염
하였기 때문에 피폭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한사람도 1∼2차 제염시
제염이 덜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염을 함에 따라 많은 피폭량을 나타내
게 되었다.
4차 제염은 작업자가 휴대용 선량계외에 별도의 선량계를 휴대하고 핫
셀 내에 들어가 오염이 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염하였다. 이때에는
1∼3차 제염작업시 작업을 생략했던 핫셀의 벽면에 대해서도 제염작업을
수행하였다. 핫셀 벽면은 콘크리트 위에 페인트를 칠한 상태로서 제염작
업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측정기로 측정하여 오염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벽면의 오염정도를 측
정한 결과 다행히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오염정도가 비교적
심한 일부분만을 제염하였다. 핫셀 벽면의 오염정도가 비교적 낮은 이유
는 핫셀 내에서 분진 등의 오염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압축공기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때문으로 생각된다.
4 차의 핫셀 제염작업은 3 명의 작업자가 핫셀에 들어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수행하였다. 작업자의 피폭정도는 약 40∼50 rem으로 나타났다. 제
염작업을 완료하고 핫셀 내부의 전 구역에 대한 survey를 실시하였다.
Survey 결과 cutting machine 구역은 여전히 1 rem/h 정도(약 20∼30 cm
떨어진 곳에서는 100 mrem/h 이하)의 고선량율을 나타내었으나 나머지 구
역은 50 mrem/h 이하의 선량율을 나타내었다. 더 이상 제염을 하여도 선
량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 핫셀의 접촉제염 작업은 4 차
까지의 제염작업으로 종료되었다.
핫셀의 내부 접촉제염은 총 4 인의 작업자가 핫셀 내로 들어가 4 차에
거쳐 제염작업을 수행하였고 4 인의 피폭량의 누적량은 각각 50 ∼150
mrem 으로 나타났다. 핫셀 내에서의 총 접촉제염 작업은 9.2 인․시간이
소요 되었으며, 총 피폭량은 약 450 mrem에 해당한다.

(4) 핫셀내부 작업자 안전관리
작업자가 고방사능 구역인 핫셀 내에 직접 들어가 작업을 수행할 때
에는 작업자의 방사선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작업에서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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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핫셀 작업경험
을 살려 작업자의 내․외부 피폭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우선 핫셀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내부 피폭검사를 수행한 후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작업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작업자는 방사선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방사선안전관리실과 핫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실시하
였다. 물론 작업요령 및 작업절차도 숙지토록하여 핫셀 내에서의 작업 시
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본 작업에 적용된 안전관리규정 및 세부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DUPIC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장비의 제염 및 해체작업이 수행되
는 PIEF 9405 핫셀 및 서비스구역 등은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되었으므
로 작업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였다.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방사선시설관
리책임자를 경유하여 방사선안전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였다.
•방사선작업을 목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에 방사선안전에 관한 교육과 건강진단을 받고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한 다음 개인선량계를 지급받았다.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출입절차와 방사선안전수칙
을 준수하였다.

(나) 피폭방사선량의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은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선량을
합하여 평가하며 원자력법 시행령 제 2조 제 5호에서 정하는 선량한도(표
3-5-5 참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피폭선량 평가는 과학
기술부 고시 96-6호 "개인선량계 판독에 관한 기술기준" 및 96-7호 "외부
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기준"에 근거한 연구소 절차에
따르며, 내부피폭선량은 연구소 내부피폭선량 평가절차에 따른다. 그러나
본 작업에서는 표 3-5-5의 선량한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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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당 12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표 3-5-5. 선 량 한 도
1

란

2

피폭구분
ㅇ유효선량한도

란

3

란

4

란

종사자

수시출입자

일반인

연간 50 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
100 mSv

연간 12 mSv

연간 1 mSv2)

연간 15 mSv
연간 50 mSv

연간 15 mSv
연간 50 mSv

ㅇ등가선량한도
수정체
연간 150 mSv
피부 및 손, 발 연간 500 mSv

1) 5년간이라 함은 1998년부터 계산하여 매 5년씩의 기간(예: 1998-2002)을 말한다.
2) 5년간 평균하여 연 1 mSv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단일한 1년에 대하여는 1 mSv를 넘
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

(다) 위험시의 조치
DUPIC 분말 및 소결체 특성시험장비의 제염 및 해체작업중 아래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
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
을 방사선안전관리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
하여 피폭된 때
•핵물질의 사용 및 운반등의 과정에서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된 때
•기타의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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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부 방사선 안전관리내용
핫셀에 작업자가 최초로 들어가기 전에 M/S manipulator를 사용하
여 원격제염을 수행한 후 핫셀내부로 probe를 투입하여 작업에 따른 작업
자의 예상피폭선량을 추정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작업
자가 핫셀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본 작업에서는 핫셀의 background
를 200 mrem/h 이하로 낮춘 후 핫셀의 작업자 출입을 시작토록 하였다.
핫셀 작업자는 방호복 및 방호덧신을 2 중으로 착용하고, 장갑은 비닐
장갑을 2 중으로 착용한 후 그 위에 목장갑을 착용하여 비닐장갑의 파손
을 방지토록 하였다. 방독면은 방사선환경에 적용되는 필터를 갖춘 것을
착용하였다. 방호복, 장갑 및 덧신 등을 착용한 후 핫셀 내부의 분진 등
이 몸에 직접접촉하지 않도록 청테이프를 사용하여 마감처리를 하였다.
선량계는 TLD와 포켓용 디지털 도시메터를 동시에 착용토록 하였다. 선량
계는 900 mR과 100 mrem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한 후 핫셀에 들어가도
록 조치하였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포켓선량계 외에 휴대용
선량계도 휴대토록 하였다.
핫셀의 리어도어를 연 후 작업자가 핫셀로 들어가기 전에 리어도어 주
위와 작업자 대기구역에는 비닐을 깔아 핫셀 내부의 오염의 확산을 최소
화하도록 하였다. 방사선 안전관리실에서 teledetector를 사용하여 핫셀
의 방사선량을 측정한 후(약 100∼300 mrem/h) 작업자는 제염액을 묻힌
제염지를 들고 핫셀에 들어가 제염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자의 핫셀내
체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염지는 핫셀 밖에서 제염액을 묻혀 핫셀내
로 갖고 들어감으로써 핫셀내에서 작업자가 제염지를 1 장씩 쉽게 분리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업자는 경보가 울리면 작업시간에 관계없
이 즉시 핫셀 밖으로 나오기로 사전에 약속하였다. 그러나 본 작업에서는
핫셀 내에서 경보가 울린 바는 없다. 또한 작업자의 방사선안전관리 및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담당자가 작업중에 항상 핫
셀 밖에 대기하며 작업전․후 뿐만 아니라 작업중 작업자의 안전관리업무
를 수행토록 하였다.
작업을 마친 작업자가 핫셀 밖으로 나온 후에는 바닥을 비닐로 깐 작업
자 대기구역에서 우선 밖의 방호복, 덧신(작업화 포함) 및 장갑을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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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면을 벗어 새로운 작업화로 갈아 신고 작업자 대기장소를 벗어나도록
하여 오염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핫셀작업자
혼자 수행하기에는 불편하므로 핫셀 밖의 대기 작업조에서 도와주도록 하
였다. 회수한 방호복, 장갑, 덧신 등은 대기장소에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
어 오염의 확산을 방지토록 하였다. 회수한 방독면은 필터를 제거하여 비
닐봉지에 폐기하고, 방독면은 제염을 위해 별도로 준비한 비닐봉지에 하
나씩 넣었다.
작업을 완료한 작업자는 change room으로 이동하여 나머지 방호복을 벗
고 방사선 안전관리실의 입회하에 전신에 대해 오염검사를 수행하였다. 4
회의 핫셀 제염작업(작업자 8명)중 1 명을 제외하고는 신체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1명의 작업자는 발바닥이 약간 오염되었
다. 오염원인은 핫셀 내에서 방호화가 벗겨지는 바람에 발에 덧신만을 착
용한 상태(핫셀은 더우므로 발바닥에 땀이 난 상태)에서 핫셀 바닥과 접
촉했던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작업자도 오염이 심한 편이 아니었으므로
수차례에 거쳐 발바닥을 닦아냄으로 오염부위를 제염할 수 있었다. 본 작
업을 통해 핫셀 등의 고방사선구역에서의 작업은 조그만 부주위 또는 실
수로도 신체에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핫셀의 제염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핫셀 내에 투입된 작업자에 대해 방
사선안전관리실에서 내부피폭검사를 수행하였다. 5 명의 작업자 모두를
검사한 결과 내부피폭에 의한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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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ull 폐기물 특성 분석

가. 서 설

경․중수로 연계핵연료주기 기술인 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공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
게 된다. DUPIC 공정은 건식공정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형
태는 고체폐기물과 휘발성 및 준휘발성 폐기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고
체폐기물 중에는 피복관 물질과 핵연료집합체 hardware가 존재하는데, 사
용후핵연료가 탈피복된 후 alpha 함유 폐기물인 피복관 조각이 상당량 발
생한다[3-5-8].
PUREX 공정 같은 습식 재처리에서는 연료봉을 수 cm 길이로 절단한 후
피복관 제거공정에서 연료봉내 산화물 연료(UO2 pellet)가 질산에 용해
(dissolution)되어 탈피복이 이루어진다. 이때 용해되지 않고 용해잔재로
남아있는 피복관 조각을 hull이라 한다. 건식 핵연료 가공기술인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에서는

절단한

핵연료봉을

slitting

machine으로

slitting 한 후 OREOX furnace에서 산화에 의한 탈피복을 핵연료가 탈피
복되어 Zircaloy-4 피복관이 방사성폐기물로 발생된다. 사용후핵연료의
Zricaloy-4 피복관은 TRU 분말을 함유하고 있는 고체폐기물로서 피복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U과 Pu은 핵연료의 회수율에 영향을 준다.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서 폐기물로 배출되는 피복관 조각은 방사
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어서 처리와 취급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
료 피복관을 처분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향후 최종적
으로 처분하기 전에 이들의 alpha/beta/gamma emitter들에 의한 오염정도
를 평가하고 방사능 핵종들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
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료들은 피복관의 취급과 수송의 안

정성, 방사능 준위의 monitoring, 제염과 후속 처리 및 고정화을 위한 기
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DUPIC과 같은 건식공정에서 발생하는 피복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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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며 앞으로 DUPIC 핵연료가 개발됨에 따라 피복관 폐기물이 상당
량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습식 및 건식공정에서
연구된 피복관의 특성들과 제염 및 처리․처분방법들에 대한 실태를 알아
보고, DUPIC 방사성폐기물로서 피복관의 처리를 위한 고찰을 하였다.

나. 피복관의 특성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봉에서 핵연료를 회수한 후 고체폐기물로 남게
되는 Zircaloy-4 피복관은 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으로 생성된 actinide
와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 그리고 중성자 조사에 의한 조사생성
물(activation product)들로 오염되어 있다. 피복관에는 본래 핵연료의
0.1∼1% 정도가 탈피복 되지 않고 남아 있어 U과 Pu의 회수율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원인은 다음의 현상에 기인한다
[3-5-9,3-5-10].

- 중성자 조사에 의한 Zircaloy-4 내부에서 방사성 핵종의 생성. 즉,
천연 우라늄을 함유하고 있는 합금 원소와 불순물의 방사화.
- 핵분열 반도(fission recoil)에 의한 핵분열 파편의 이식
(implantation).
- 핵연료와 반응기 냉각재에서 생성된 삼중수소의 포획.
- 조사되는 동안 피복관 표면층으로 actinide와 핵분열 생성물의 흡장
(occlusion).
- 반응기 냉각재로부터 조사생성물의 침적(deposition).
- 핵연료봉의 용해과정 동안 피복관의 표면에 actinide와 핵분열 생성물
의 침적.

(1) 피복관과 hardware의 조성
핵연료 집합체에는 피복관 외에 end piece와 grid spacer 등으로
구성된 hardware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합금들로 Zircaloy, stainless
steel 및 Inconel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의 구성과 특성을 표 3-5-6에
나타내었다[3-5-11]. 핵연료 집합체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들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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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화학적 조성은 표 3-5-7에서 보는 바와 같다[3-5-12]. 이들 대부분의
물질에는 아주 미세한 양의
의해서

60

59

Co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열중성자 조사에

Co으로 변하면서 폐기물에

높은 방사능을 유발시킨다. DUPIC 핵

연료 제조를 위한 한국형 경수로 핵연료 집합체(KOFA 17×17)의 핵연료
피복관 및 집합체 구조물의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의 화학적 조성
은 표 3-5-8에 나타내었다[3-5-13].

표 3-5-6. Hull and Cap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omponents

materials

bulk density*
dimensions

Hulls
hull pieces
structural pieces
(spacers, springs)
Zircaloy, Inconel,
various
stainless
steels,
5wt% water
3
920 to 1100 kg/m
outside diameter =
9 to 15 mm
wall thickness =
0.5 to 0.9 mm

Caps
top and bottom caps
structural remains
(shards)
various Inconel and
stainless steels

approx. 1000 kg/m

3

cross section
214 × 214 mm2
massive part length
140 mm for top caps
125 mm for bottom caps
shards length approx
100 mm (upper caps)
3

* All calculations assume a mean bulk density value (1000 kg/m )
for both hulls and c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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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7. Properties of Zircaloy, Stainless Steel and Inconel
Alloys used in Fuel Elements
Zircaloy-2 Zircaloy-4

304
stainless
steel

Inconel 718

Inconel 600

Chemical Sn: 1.2-1.7 Sn: 1.2-1.7 Cr: 18-20

Ni: 50-55

Ni: 72 min.

[%]

Fe:

Fe:

Ni: 8-10

Cr: 17-21

Cr: 14-17

0.07-0.20

0.18-0.24

Mn: 2

Mo: 2.8-3.3

Fe: 6-10

Cr:

Cr:

Si: 1

Nb+Ta:

Mn: 1 max.

0.05-0.15

0.07-0.13

Fe: balance 4.7-5.5

Ni:

Ni: 0.007

Co: 1 max.

0.03-0.08

max.

Ti: 0.65-1.15 S: 0.015 max.

Zr: balance Zr: balance

Al: 0.2-0.8

Si: 0.5 max.
Cu: 0.5 max.

C: 0.15 max.

Si: 0.35
Mn: 0.35
Cu: 0.3
Fe: balance
Density
3

[g/cm ]

6.55

6.55

8.0

8.21

8.43

1800-1850

1800-1850

1400-1450

1260-1335

1354-1413

Melting
range
[℃]

- 302 -

표 3-5-8. Cladding and Hardware Materials of Korean PWR Fuel
Element(KOFA 17×17)
Chemical composition (g/kg)
Zircaloy-4

Stainless steel-32

Stainless steel-14

Inconel-71

Zr:

979.11

Fe:

656.25

Fe:

708.85

Fe:

179.766

Sn:

16.0

Cr:

290.0

Cr:

180.0

Cr:

189.753

Fe:

2.25

Ni:

115.0

Ni:

77.5

Ni:

519.625

Cr:

1.25

Mn:

20.0

Mn:

10.0

Al:

5.992

Ni:

0.02

C:

1.0

C:

0.9

C:

0.4

Al:

0.024

P:

0.45

P:

0.45

Co:

4.694

B:

0.00033

S:

0.3

S:

0.3

Cu:

0.999

Cd:

0.00025

Si:

10.0

Si:

10.0

Mn:

1.997

C:

0.120

Ti:

5.0

Ti:

12.0

Mo:

29.961

Co:

0.10

Co:

2.0

N:

1.3

Cu:

0.02

Nb:

55.458

0.078

S:

0.07

0.013

Si:

1.997

0.020

Ti:

7.99

Hf:
H:
Mn:
N:
O:
S:
Ti:
W:
V:
U:

0.080
0.950
0.035
0.020
0.020
0.020
0.0002

(2) 분석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방사화학적 특성과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정

- 303 -

성적․정량적인 평가는 향후 최종적인 처분을 위한 안정성의 확보 및 평
가와 monitoring을 위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 재처리 공정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인 hull의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분석들이 수행된다[3-5-14].

∙Hull의 육안관찰
∙선량률(dose rate) 측정
∙Gamma spectrometry를 이용한 beta/gamma 방사능 측정
∙Alpha-autoradiography를 이용한 hull 표면의 정성적인 α-activity
분포
측정
∙Mass spectrometry(MS)를 이용한 U과 Pu의 동위원소 희석 분석
(isotope dilution analysis)
∙Alpha

spectrometry

(gross

α-activity,

Am-241

and

Cm-244

activity)
∙Np-237의 중성자 조사(neutron activation) 분석
∙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depth profile analysis
(U과 핵분열 생성물의 표면 침투거리)
∙Light optical microscopy (산화막 두께)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를 이용한 내부 표면의 구조 분석

위의 분석으로부터 관찰될 수 있는 Zircaloy-4 hull에 오염되어 있는
actinide, 핵분열생성물 그리고 조사생성물들의 방사성 핵종들을 표
3-5-9와 3-5-1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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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9. Inventories of Uranium and α-emitters
Uranium isotope

Actinide isotope

U-234

Np-237

U-235

Pu-238

U-236

Pu-239

U-238

Pu-240
Pu-241
Pu-242
Am-241
Am-243
Cm-242
Cm-244

표 3-5-10. Inventories of β-/γ-emitters
Fission products
H-3

Activation products
Mn-54

Kr-85

Fe-55

Sr-90

Co-57

Ru-106

Co-60

Cs-134

Ni-63

Cs-137

Sn-113

Ce-144

Sn-119

Pm-147

Sb-125

Eu-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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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중수소( H)는 He 분위기에서 1273 K에서 4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피
복관에서 HT나 HTO의 형태로 방출된다. HTO는 water bubbler에 의해서 회
수되고 HT는 CuO 컬럼(973 K)에서 HTO로 산화된 후 water bubbler에 의해
회수된다. 이와 동시에
으로

처리된다.

129

회수된

I의 방출은 water bubbler에서 0.1M NaOH 용액
삼중수소는

액체

섬광계수관(scintillation

counter)으로 측정된다[3-5-10].
Restani 등[3-5-14]은 hull 시편를 강한 산 용액(HNO3/HF)에 용해시킨
후 동위원소 희석분석과 α-spectrometry를 사용하여 Zircaloy-4 피복관
의 actinide 성분을 측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정성적․정량
적으로 분석하였다.

Dissolution of Zircaloy hull fragments
3M HNO3 / 2M HF

I.
Isotope dilution analysis
of U and Pu

II.
α-spectrometry
activity measurement

III.
Neptunium analysis

위 각각의 분석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그림 3-5-17∼3-5-19에 나타내었
다[3-5-14]. 그림 3-5-17에는 U과 Pu의 동위원소 희석분석법에 대한 실험
방법을 나타냈다. U과 Pu은 음이온 교환탑(anion-exchange column)에 의
해 질산화물로 분리가 일어난다. 이를 위해서 Pu은 NaNO2를 사용하여 4가
의 산화상태로 전환되고, 반면에 U은 6가의 상태로 남게된다. 질산화물들
의 서로 다른 안정도는 음이온 교환탑에서 질산을 사용한 용출에 이용된
다. 이 공정에서 분리된 원소들은 이온교환으로 정제되고 시편 용액을 기
화시켜 mass spectrometry에 의해 분석된다. 이때 분석될 용액의 gamma
선량률(25 cm에서 대략 4 mR/h)로 인해 납으로 차폐된 장소에서 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RuO4의 형태로 Ru-106이 휘발되기 때문에 증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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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특별한 장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ctinide를
-spectrometry

함유하고
방사능

있는
측정

Zircaloy
절차를

그림

핵분열

생성물

3-5-18에

용액의

α

나타내었다.

α

-spectrometry 측정의 정확성과 스펙트럼의 resolution 정도는 준비된 시
편의 질에 좌우된다. 첫 번째로 수용액의 전기화학적 침적이 수행되고,
Am과 Cm은 전해질에서 높은 수율로 분리된다. Am-241의 α-spectrometry
분석 시, Pu-238과의 피크 중첩이 발생되므로 plutonium은 분리하여 제거
되어야 한다. 4가 plutonium의 추출은 trioctylamine(TOA)나 thenoyltrifluoroacetone(TTA)으로 수행된다.
Np-273은 매우 소량이 존재하나 방사독성이 강하고 아주 긴 반감기
(2.41×106년)를 갖는다. 이의 분석절차를 그림 3-5-19에 나타내었다. 발
생된 Np-238 (984 keV gamma-line)에 의한 gamma spectrometry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neptunium은 몇몇 단계에서 고립시키게 된다. 또한, 높
은 조사 준위(플라스크 표면에서 대략 400 mR/h(gamma))로 인해서 실험은
glove box 등 차폐시설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Hirabayashi 등[3-5-10]은 그림 3-5-20에서와 같은 분리조작에 의해
용출용액으로 HCl을 사용하는 음이온 교환탑을 이용하여 actinide를 분리
하였다. Am, Cm 그리고 양이온 핵분열 생성물들의 분리는 HNO3와 함께 양
이온 교환기를 사용하여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에 의해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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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sotope dilution analysis of U and Pu
1. Preparation
- spiked solution: U-233 and Pu-242
2. Evaporation of spiked and unspiked aliquots
- heating with IR lamp
- packed column connected to three gas washing bottles
- reduction of Pu(VI) to Pu(III), Pu(IV)
3. Pu-valence conversion
- adding HNO3 + NaNO2
- absorption in 8M HNO3
- Pu(III) and Pu(VI) → Pu(IV)
4. Separation on an anion-exchange column
- elution of the U(VI) with HNO3 (1:5)
- elution of the Pu-nitrate complexs using HNO3 (1:30)
5. Cleaning of uranium
- anion-exchange column (50–60°C)
- elution with HCl (1:24)
- evaporation and preparation for MS
6. Cleaning of plutonium
- anion-exchange
- elution Pu with HCl (1:24)
- evaporation with HNO3
7. Preparing filaments for MS
a) Uranium: - dissolution in H2O
- evaporation at 1.9 A current
- short (2 to 3 sec) ignition 4.5 A
b) Plutonium: - dissolution with HNO3
8. Mass spectrometry
- measuring the isotope ratios Pu-242/Pu-239 or U-233/U-238

그림 3-5-17. Procedure for Isotope Dilution
Analysis of U and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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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α-spectrometry activity measurements of Zircaloy
fission products solutions containing actinides
1. Manufacturing α-preparates for α-spectrometry
- carrier material: stainless steel platelet (φ 26 mm)
- adding TEG (tetraethyleneglycol)
2. Measure of total alpha activity
- dilution with 2M HNO3
- α-spectrometry
3. Americium and Curium analysis
- extraction of tetravalent plutonium:
10 vol% trioctylamine (TOA) in Xylene extracted with 4M HNO3
or 0.5 M thenoyltrifluoroacetone (TTA) in Xylene
- evaporation of Am(III) and Cm(III)
- absorption with HNO3

그림 3-5-18. Procedure for α-spectrometry of
Zircaloy Hu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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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Neptunium analysis
1. Preparing an oxidation cocktail
- adding NH4F and K2Cr2O7
- dissolution with Al(NO3)3·9H2O and NH4NO3
2. Extraction of U, Pu and Np
- adding MIK (methylisobutylketone) and extraction
- Am(III), Cm(III), Zr and FPs
3. Washing out the extraction solution
- using NH4NO3 in Al(NO3)3 solution
- FPs, Am and Cm
4. Backextraction
- extraction with HNO3
5. Evaporation
6. Reduction of Np(VI) to Np(IV)
- addition of 0.2M (NH4)2Fe(SO4)2 + 2.5M NH2OH·HCl
7. Extraction of Np(IV)
- adding 0.5M TTA in Xylene
- removal of U and Pu
- washing with HNO3 + (NH4)2Fe(SO4)2 + NH2OH·HCl
8. Backwashing of neptunium
- stripping with 8M HNO3
9. Evaporation
- evaporation at 60–80°C (NOX evolution)
10. Evaporation in quartz glass ampoules
11. Neutron irradiation
- irradiation using thermal neutrons of 2.5 × 1013 n/cm2·s

그림 3-5-19. Procedure for Neptunium Neutron
Activ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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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ing solution (5 ml)
Conc. HNO3 5 ml + conc. HCl 1 ml
Drying up (decomposition of oxalic acid)
Conc. HNO3 5 ml + conc. HCl 1 ml
Drying up (decomposition of oxalic acid)
Conc. HNO3 5 ml + conc. HCl 1 ml
Drying up (decomposition of oxalic acid)
Conc. HBF4 1 ml
Drying up (dissolution of Zirconium compound)
Conc. HCl 5 ml
Drying up
6 M HCl 5 ml
0.05 M NH2OH·HCl + 0.1 M HCl 15 ml
standing for > 1 h (reduction of Np, Pu)
drying up
9 M HCl + 0.1 M HNO3 15 ml (oxidation of Np, Pu)
9 M HCl + 0.1 M HNO3 5 ml rinsing twice
9 M HCl + 0.1 M HNO3 15 ml
9 M HCl + 0.1 M HNO3 + 0.01 M HF 15 ml
Conc. HCl 5 ml three times rinsing
9 M HCl + 0.1 M HI 30 ml
standing for > 3 h
9 M HCl + 0.1 M HI 30 ml
4 M HCl
standing for over night
0.1 M HCl

Anion exchange column 8 mmφ Ý 130 mm
(Diaion SA-100 : 100–200 mesh)
Zr

U
Np

Pu
Fp

Purification of U twice
Purification of U twice
Alpha-ray counting of Pu

Separation of Am and Cm

그림 3-5-20. Procedure for the Mutual Separation of
Actinides using an Anion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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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WR Hull의 특성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습식재처리 공정에서 처리된 hull과
DUPIC

공정에서

처리된

hull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3-5-8,3-5-10,3-5-14∼13-5-16].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hull의
제원 및 분석되기 전 사용후핵연료 봉들의 이력을 표 3-5-11에 나타내었
다. Chun 등[3-5-8]에 의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습식재처리 공정으로
부터 생성된 hull을 나타낸다. 사용후핵연료 봉들을 PWR로부터 인출된 것
이고 재질은 모두 Zircaloy-4로 되어있다. Hull의 특성은 사용된 핵연료
의 연소도(burnup), 냉각기간, 조사주기, 연료봉의 위치, U-235의 초기
농축도, 원전 운전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30,000 MWd/tU의 연소도와 5년의 냉각기간을 가진 유사한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가) 선량률 및 시각관찰
Zircaloy 피복관은 탈피복을 위해 작은 조각으로 잘려지므로 그
모양은 본래의 관형에서 벗어나 찢겨지고 뒤틀어진 형상을 갖는다.
Restani

등[3-5-14]에

의한

hull의

특성분석에서

5년간

냉각시킨

Zircaloy 연료봉 조각의 gamma 선량률은 0.5 m 떨어진 거리에서 10∼40
mR/h(평균 25 mR/h)를 나타냈다. 반면 Stainless steel과 Inconel 등 구
조재(structural component)의 선량률은 Zircaloy hull보다 30배 정도 높
았고, 그 값 또한 더 크게 변했다.

(나) beta/gamma 방사능
Gamma spectrometry 측정에 의한 beta/gamma 방사능을 표 3-5-12
에 나타내었다. 표 3-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방사성 핵종으로 핵
분열 생성물 중에는 Ru-106과 Cs-137, 조사생성물로는 Co-60과 Sb-125 등
이 beta/gamma 방사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gamma-emitter인

125

Sb는

124

Sn의 중성자 포획반응(n,γ reaction)으로 생

성된다. 주석은 Zircaloy-4 피복관 중에서 Zirconium을 제외하고 가장 많
이 포함된 합금원소로서

124

Sn는 자연상태의 주석에 대략 5.6%의 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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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고 열중성자 핵분열 단면적이 1.3 barn 정도이다.
성자
125

포획반응으로

생성된

125

Sn(9.65d)가

beta

124

붕괴를

Sn의 중

함으로써

Sb(2.73y)가 생성된다[3-5-17,3-5-18]. 이외 경수로 피복관 폐기물에서

유도되는 주요 방사화 원소들의 방사화 경로를 표 3-5-13에 나타내었다
[3-5-19].

(다) Actinide 특성
Zircaloy-4

hull의

방사화학적

분석

중에서

특히

중요한

actinide의 방사능과 정량적인 농도분석은 동위원소 희석분석법과 α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표 3-5-11에 표시된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피복관의 α-동위원소별 α-activity와 gross α-activity를 표
3-5-14에 나타내었다. 표 3-5-14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 기여핵종들은
Pu-238, Pu-239, Pu-240, Am-241, Cm-24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적
은 양의 Am-243과 Cm-242이 관찰되는데, 이것들은 Am-241과 Cm-244의 방
사능 농도에 포함되어 있다. DOE Order에 따르면 TRU 폐기물은 반감기가
20년 이상이고 방사능이 3.7×106 Bq/kg (100 nCi/g waste) 이상인 초우
라늄 원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피복관 폐기물은 TRU 폐기물로 분류된다
[3-5-20,3-5-21].
Restani 등[3-5-10]은 α-동위원소별 방사능을 측정하였는데, 전체 α
-activity 중 50% 정도를 Pu-238이 차지하였다. Gue 등[3-5-15, 3-5-16]
은 α-spectrum에 의한 분석에서 각 동위원소별로 Pu-238 43%, Pu-239 +
Pu-240 15%, Cm-244 23%, Am-241 18%, Am-243 + Cm-242 1%의 α-activity
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un 등[3-5-8]은 α-spectrum에 의한
분석에서 전체 α-acticity에 대한 분포가 (Pu-238 + Am-241) > Cm-244 >
(Pu-239

+Pu-240)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Gross

α

-activity는 Chun 등의 연구에 의한 값이 다른 PWR Zircaloy-4 hull에 비
해 4배 정도 높았다. 이것은 수집된 hull의 연소도, 냉각기간 및 조사특
성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탈피복 공정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은 수 있다. Chun 등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탈피복시킨 반면, 다
른 연구에서는 핵연료봉을 HNO3에 용해시키는 습식방법을 사용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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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피복관의 표면에 부착된 TRU 폐기물들을 더 높은 효율로 제거할 수 있
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gross α-activity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5-15은 mass spectrometry(MS)에 의한 동위원소 희석분석으로 사
용후핵연료 피복관에 잔류하는 actinide 농도와 그 동위원소의 조성을 나
타내었다. Restani 등[3-5-10]에 의하면 여러번의 반복실험에서 U과 Pu의
농도는 크게 변했으나 U과 Pu의 동위원소 조성은 오염정도에 무관하게 일
정하다고 보고하였다.

(라) 방사능 분포
Zircaloy hull 표면의 정성적인 초우라늄(transuranic) 방사능
분포는 SSNTD(solid state nuclear track detectors)를 사용하는 α
-autoradiography로 평가할 수 있다[3-5-9,3-5-14]. 여기서 α-입자를 감
지하는 필름은 공압식 부착기를 사용하여 hull 표면에 압착된다. α-입자
의 방출은 필름 물질(cellulose nitrate)에 방해 궤적을 유발시키고 이
손상된 궤적은 식각에 의해 시각적으로 보여진다. PWR Zircaloy-hull의
autoradiograph를 그림 3-5-21에 나타내었다[3-5-9].
피복관 표면은 핵연료와 접촉한 내부표면과 냉각제와 접촉한 외부표면
모두가 완전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 특히, 내부표면은 아주 높은 α
-activity가 국부적으로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외부표면은 내부표면
보다 낮은 α-activity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외부표면의 오염은 습
식으로 탈피복시키는 핵연료 용해과정의 침적 공정에서 이차적으로 발생
된다. 내부표면은 완전히 탈피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핵연료, Zircaloy와
핵연료 상호작용에 의한 부식 생성물, 그리고 핵분열 반도(recoil)와 열
분산(thermal diffusion)에 의해 ZrO2 층에 이식된 소량의 핵분열성 물질
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3-5-9,3-5-14].
Dillon[3-5-22]과 Griggs and Bryan[3-5-23]에 의하면 PWR hull의 α
-acticity와 Pu-activity의 99% 이상이 내부표면의 산화막에 분포하고 있
으며 이들 방사능의 반경방향 분포를 그림 3-5-22에 보는 바와 같다.
Jenkins and Taylor[3-5-24]는 hull의 외부표면에도 상당량의 오염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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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핵연료의 용해과정에서 침적에 의한 것이고
전체 α-activity 중 8% 미만이라고 보고하였다.

표 3-5-11. Origin and Appearance in Various PWR
Restani et al. Gue et al.
(1992)
(1987)

Gue et al.
(1987)

Hirabayashi

et al. (1990)

Chun et al.
(1994)

Reactor
type

PWR, Germany

PWR, Germany

PWR, Germany

PWR, Japan

PWR, Korea

Obrigheim

Obrigheim

Stade

JAERI

Kori Unit 1

Fuel rod
mat.

Zircaloy-4

Zircaloy-4

Zircaloy-4

Zircaloy-4

Zircaloy-4

Hull
10.75 mm
outer dia.

10.72 mm

Hull
thickness

0.72 mm

0.62 mm

Discharge

June 30, 1979

Enrichment 3.21 wt%

235

June, 1979

April, 1980

Oct. 24, 1986

U

3.5 wt%

235

U

Burn-up

30,000 MWd/tU

30,136 MWd/tU

33,153 MWd/tU

29,400 MWd/tU

20-40 GWd/tU

Cooling
time

5 years

5 years

5 years

5 years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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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2. Mean Fission and Activation Product Activities in
Zircaloy-4 Hulls
β-/γ-activities [mCi/kg Zry-4]
β-/γNuclides

Restani et al.
Obrigheim

H-3
Mn-54
Co-60

3.4
64

Kr-85

Gue et al.
Obrigheim

Gue et al.
Stade

820

750

4

5

130

210

40

33

Hirabayashi
et al.

Chun et al.
Kori Unit 1

861.3
3.807
35.1

45.648

Sr-90

370

420

480

Ru-106

458

470

470

256.77

39.590

Sb-125

760

880

1000

928.8

412.943

Cs-134

162

160

190

176.31

87.107

Cs-137

542

570

630

626.4

676.387

70

150

170

67.5

7.190

21

20

20

Ce-144
Eu-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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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4

25.812

표 3-5-13. Activation Nuclides in Cladding Waste
Target
nuclides

Natural
abundance

Reaction
type

Produced Half-life Type of
decay
radionuclide
(%abundance)

Type of radiation Stable
and mean energy
daughter
nuclide
(MeV)

Fe-54
Fe-56

5.8
91.7

n, γ
n, 2n

Fe-55

γ: 0.13

Ni-58
Co-59

67.8
100

n, p
n, 2n

Co-58

Co-59

n, γ
n, p

Co-60

5.27 y

β- (100)

β-: 0.32 max.
γ: 1.25

Ni-60

Ni-60

100
26.4

Ni-62

3.7

n, γ

Ni-63

100 y

β- (100)

β-: 0.063

Cu-63

Fe-54

5.8
100

n, p
n, 2p

Mn-54

312 d

E.C.(100)

γ: 0.835; Cr X-rays

Cr-54

n, γ

Ta-182

115 d

β- (100)

β-: 0.525 max.
γ: 0.700

W-182

β-: 0.61 max.
γ: 0.480

Te-125

Mn-55
Ta-181

∼100

2.7 y

E.C.(100)

Mn-55

Mn X-rays
70.8 d

E.C.(85)
+

β (15)

γ: 0.81; Fe X-rays

Fe-58

β+: 0.474 max.

Sn-124

5.8

n, γ

Sn-125/
Sb-125

9.4 d/
2.77 y

β- (100)

Zr-94

17.5

n, γ

Zr-95/
Nb-95

64 d/
35 d

β (100)

β : 0.4 max.
γ: 0.750

Mo-95

Ni-59

67.7

n, γ

Ni-59

7.5×104

E.C.(100)

Co X-rays

Co-59

y

E.C.: orbital electron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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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14. Alpha Activities in Zircaloy-4 Hulls
α-activities [mCi/kg Zry-4]
α-Nuclides

Restani et al.
Obrigheim

Gue et al.
Stade

7.1 (2.3∼12.1)

9.7 (1.4∼26)

Hirabayashi
et al.

Chun et al.
Kori Unit 1

(1)

Pu-238

3.12

Pu-239 + Pu-240

1.24(1)

Am-241

0.92(2)

Cm-244

1.26(2)

Total

(2)

Gue et al.｝4.6
Obrigheim

(2)

6.7

*

*

†

29.246

(1) Mass spectrometry
(2) α-spectrometry
＊ Pu-238 43%, Pu-239 + Pu-240 15%, Cm-244 23%, Am-241 18%, Am-243
+ Cm-242 1% by alpha
spectrum
† (Pu-238 + Am-241) > Cm-244 > (Pu-239 +Pu-240) by alpha spectrum

- 318 -

표 3-5-15. Actinide Concentrations and Isotope Compositions in
Zircaloy-4 Hull
4.6(2)

Actinide

Concentration [mg/kg Zry-4]
Restani
et al.
Obrigheim
1132±446

Uranium

†

1140
(430∼2390)

U-234

0.025%

U-235

1.19%

U-236

0.38%

U-238

98.41%

Plutonium
Pu-238

Gue et
Gue et al. Hirabayashi
al.
stade
et al.
Obrigheim
1100
(570∼2410)

14.2
13.6±5.0

†

Pu-239

1.33%

Pu-240

61.01%

Pu-241

23.1%

Pu-242

10.1%

N ept u ni u

4.46%

m
0.35±0.14

†

13.1

(4.6∼23.5)

(6.4∼27.6)

0.27

0.36

(0.11∼0.54) (0.17∼0.99)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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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 et al.
Kori Unit 1

그림 3-5-21. Autoradiographs of PWR Zircaloy-Hull.

Zircaloy 금속은 소량의 uranium과 thorium이 불순물로 존재하고 이
불순물들의 조사에 의해 Zircaloy 내에 초우라늄 원소가 균일하게 분포하
게 된다(그림 3-5-22(b)). 따라서 Zircaloy hull에서 TRU 폐기물을 완전
히 제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Griggs[3-5-25]는 연소도가 33 MWD/kg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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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pm의 uranium 불순물을 갖는 Zircaloy 피복관을 ORIGEN code를 이용하
여 정량적으로 예측하였다. 그 계산결과 이 불순물로부터 10 nCi/g 이상
의 초우라늄 원소가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Griggs and Bryan[16]은
U과 Th을 불순물로 포함하는 PWR Zircaloy-hull 모재 금속의 초우라늄 원
소 농도를 ORIGEN code로 예측된 값과 실측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표 3-5-16). 그 결과 U과 Th은 아주 낮은 준위(less than 0.2 ppm)로 존
재하더라도 조사된 모재 금속은 10 nCi/g 이상의 TRU 폐기물로 오염된다
고 하였다.
반경방향에 대한 alpha/beta/gamma 방사능 분포는 그림 3-5-23에서와
같이 내부 표면으로부터 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단계적 식각으로 분석할
수 있다[3-5-10]. Hirabayashi 등[3-5-10]은 6,900-38,700 MWd/t의 연소
도를 갖는 PWR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방사화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방사
성

동위원소의

반경방향

분포를

구하였다.

식각

용액에

존재하는

Zircaloy-4의 구성원소는 ICP-A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로 측정되고, 식각 두께는 용액속 Zr의 함유량과
피복관 시편의 표면적으로부터 평가된다.
연소도가 6,900과 29,400 MWd/t이고 냉각기간이 5년인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주요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β-/γ-activity의 반경방향 분포
를 그림 3-5-24와 3-5-25에 각각 나타내었다[3-5-10].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Cs-137과 Ru-106 등 핵분열 생성물의 98% 이상이 내부표면으로부터
10 μm 내에 분포하고 있다. 반면, 조사생성물들은 외부표면의 산화막 부
분을 제외하고 피복관의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림 3-5-26은 연소도가 29,400 MWd/t이고 냉각기간이 5년인 사용후핵
연료

피복관의

gross

α-activity의

반경방향

분포를

나타냈는데

[3-5-10], 그림 3-5-22의 α-activity 분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그림 3-5-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α-emitter들은 주로 안쪽 표면과
바깥쪽 표면에 존재하고 적은 양만이 피복관의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피복관 내부의 가중평균 비방사능은 내부층(<3.7 μm)과 외부층
(>617 μm)을 제외하고 대략 50 nCi/g 정도로 Griggs[3-5-25]가 ORIGEN
code로 예측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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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ll cross-section
(a) Outer corrosion product(ZrO2)
and crud (deposited corrosion
products from reactor) layer
(b) Base metal
(c)

Inner corrosion product(ZrO2)
layer

(d) Adherent fuel particles and
other leachable activity

% total alpha
% Pu activity (Ci)

a

b

c

d

Low*

<0.2

40~50

50~60

0.07

46.1

53.8

그림 3-5-22. Distribution of Total Alpha and Plutonium Activity in a
Piece of PWR UO2 Fuel Cladding (Saxton Reactor, USA).
* The alpha activity in the outer corrosion product layer was
not determined separately from the inner corrosion product
layer and was assumed to be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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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6. Calculated (ORIGEN code) and Analyzed Significant
TRU Elements in Base Metal of Two PWR Fuel Hulls
PWR-1

*

PWR-2

predicted
(nCi/g)

found
(nCi/g)

Pu-238

2.5

2.7

0.46

0.63

Pu-239

0.35

0.49

2.6

2.8

Pu-240

0.44

0.69

0.94

1.4

Pu-241

1.0

2.6

3.0

6.4-2

2.1

-3

9.4

1.3

-2

-3

6.5

Am-241

0.60

Am-243

0.16

Cm-244

49

200
7.1

5.7

16

found
(nCi/g)

4.5-4

Pu-242

Cm-242

104

250

167

predicted
(nCi/g)

†

10

＊PWR-1: Westinghouse Electric Co.
55,000 MWD/MTHM
enrichment of 5.8 w/o U-235
discharged October 1973
analysis in June 1975
†PWR-2: Saxton reactor
19,700 MWD/MTHM
6.6 w/o mixed oxide fuel
discharged October 1968
analysis in November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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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8-2

-4

1.9-2
7.9

-2

그림 3-5-23. Procedure for Coating the Specimens
Used in Examining the Distribution of
Radionuclides by Stepwise Etching from
the Inn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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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 Distribution of the Main Radionuclides
in the Cladding of 6,900 MWd/t Burnup
[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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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5. Distribution of the Main Radionuclides
in the Cladding of 29,400 MWd/t Burnup
[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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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activity [mCi/kg-cladding]

10

2

10

1

10

0

10

-1

10

-2

0

inside

100

200

300

depth [µm]

400

500

600

outside

그림 3-5-26. Distribution
of
the
Gross
Activity in the Cladding of
MWd/t Burnup [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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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29,400

(마) 피복관의 산화막
Zirconium은 산소에 대한 강한 친화력(affinity)를 가진 원소로
zirconium 격자에서 산소는 8면체 구조를 갖고 zirconia(ZrO2)가 유일한
산화물이 된다. 이들의 산화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3-5-19].

∙180-250℃ : 빠른 산소 흡수
∙250-500℃ : 부착되는 산화막의 생성으로 인해 passivation이 발생
∙>500℃

: 층내에 균열의 발생으로 산화속도가 증가

산화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온도
∙표면의 물리적 상태
∙불순물: Fe, Ni, Cr은 산화속도를 낮추고, C와 H2는 산화를 가속시킴
∙압력: 단지 대기압 이상에서 중요

Zircaloy 피복관은 원자로에서 조사되는 동안 관의 내부표면과 외부표
면이 산화되면서 zirconium 산화막(zirconia layer)이 생성된다. 이 산화
막의 두께는 내부표면에서는 1-10 μm 정도이나 외부표면에서는 내부표면
보다 더 두꺼운 100 μm 정도의 ZrO2 층이 형성되어 있고 이 위에는 (Fe,
Ni, Cr)OX 층(crud, 4-5 mg/cm2)이 덮혀 있다. 내부 표면의 산화막은 UO2
연료와의 반응으로부터 생성되고 외부표면에서는 주위의 냉각수와의 접촉
으로부터 생성된다[3-5-23].
Restani 등[3-5-10]의 측정에 의하면, 30,000 MWd/tU의 연소도를 갖는
PWR Zircaloy hull의 산화막 두께는 내부표면에서 1-2 μm이고 외부표면
에서는 6.5-11 μm로 나타났다(그림 3-5-27). 연료봉이 조사되는 동안 핵
연료와 피복관 사이에서 산화막이 형성되면서 초우라늄 원소들과 핵분열
생성물들은 recoil 입자로 내부 산화막으로 침투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
용후핵연료 피복관 폐기물은 높은 방사능을 갖게 되고 산화막으로 인한
부식 저항성이 커지기 때문에 hull을 제염하기가 어렵게 된다[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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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는 피복관 표면 근처의 농도
깊이분포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그림 3-5-28와 3-5-29에 나
+

타낸 SIMS 깊이 분포는 Zircaloy 표면에서 O2 이온의 충격발생으로 인한
결과이다[3-5-14].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SIMS 분석은 uranium이 주로
Zircaloy 표면에 부착되고 내부(처음 2 μm)와 외부 산화막의 농도가 급
격히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PWR(33 GWd/tHM)과 BWR(27.5 GWd/tHM)의 hull과 hardware에 대한 열
발생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그림 3-5-31[3-5-1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폐기물에는 핵연료의 0.1%가 잔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림
3-5-31에서 보면 처음 50년 동안 전체 열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다음
1000년 동안은 감소율이 둔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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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7. SEM Images of the Zircaloy Inner Surface.
a: Zircaloy-4, b: Zirconium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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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8. SIMS Depth Profile on the Inside of a Zircaloy
+
Hull.Intensities Normalized to Mass 106 (Z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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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9. SIMS Depth Profile on the Inside of a Zircaloy
Hull.Fission Product Intensities vs. Surface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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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소도의 영향
Hull의 특성은 사용된 핵연료의 연소도, 냉각기간, 조사주기, 연
료봉의 위치, U-235의 초기 농축도, 원전 조작조건, 적용된 탈피복 공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연소도의 증가는 피복관의 오염에 큰 영
향을 미친다.
Chun [3-5-26]등은 기계적 탈피복과 산화 탈피복으로부터 배출된 피복
관을 각 연소도별(19,550 MWD/MTU, 30,960 MWD/MTU, 39,080 MWD/MTU)로
준비하여 α-/β-activity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화 탈피복으로 배출
된 피복관의 방사능이 기계적 탈피복으로 배출된 피복관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α-/β

-activity가 모두 증가하였는데, β-activity보다 α-activity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질산을 이용한 습식 탈피복 공정으로부터 생성된 PWR hull의 연소도에
의한 영향은 Hirabayashi등[3-5-10]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그 결과를 표
3-5-17과 그림 3-5-3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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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7.

Concentration

of

Radionuclides

in

the

Spent

Fuel

Cladding
Burnup
(MWd/t)

Concentration of radionuclides (Bq/g of cladding)
3

H

54

Mn

60

Co

106

Ru

125

Sb

134

Cs

137

Cs

144

Ce

154

Eu

3.41×106

5.92×104

3.52×105

1.74×106

1.04×107

3.04×105

3.06×106

9.79×105

3.26×104

-

6.64×104

4.15×105

2.11×106

1.17×107

4.40×105

4.58×106

9.98×105

4.58×104

1.12×107

1.11×105

7.48×105

6.60×106

2.14×107

1.74×106

9.74×106

1.34×106

2.22×105

15,300

1.67×107

1.16×105

7.62×105

5.21×106

2.23×107

1.73×106

9.85×106

1.85×106

2.12×105

21,200

2.24×107

1.14×105

9.10×105

6.19×106

2.43×107

3.05×106

1.37×107

2.19×106

4.01×105

29,400

3.19×107

1.41×105

1.30×106

9.51×106

3.44×107

6.53×106

2.32×107

-

8.62×105

32,100

3.40×107

1.48×105

1.45×106

1.10×107

3.73×107

7.96×106

2.59×107

2.83×106

1.04×106

33,600

3.59×107

1.33×105

1.42×106

1.01×107

3.51×107

8.13×106

2.71×107

3.48×106

1.03×106

3.81×107

1.53×105

1.51×106

1.17×107

2.78×107

9.19×106

2.95×107

-

1.21×106

3.77×107

-

8.86×105

1.46×105

4.37×107

1.03×107

3.11×107

-

1.36×106

3.50×107

8.69×104

8.08×105

1.43×107

4.30×107

1.06×107

3.08×107

-

1.42×106

6,900
8,300
14,600

34,000
38,100
38,700

- 334 -

그림 3-5-30. Gross Activities of α Emitters on the
Inner and Outer Surface of the Cladding as
a Function of Mean Fuel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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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38,700 MWd/t의 연소도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와 γ-emitter들의 방사능은 표 3-5-17에서 보는바와 같다.
106

137

Ru,

Cs,

증가하였고,

3

H,

60

Co 같은 조사생성물은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134

Cs와

154

Eu는 연소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이유는

235

U의 핵분열 반응(fission reaction) 후 뒤따

르는 중성자 포획(neutron capture)이

134

Cs와

154

Eu의 형성에 참여하기 때

문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그림 3-5-30는 평균 연소도의 함수로서 피복
관의 내부표면과 외부표면의 α-emitter들의 gross α-activity를 보여준
다. 그림에서 보면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내부표면과 외부표면의 gross α
-activity에 현격히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즉 내부표면에서는 핵연료
연소도의 3.1 승에 비례하고 외부표면에서는 연소도의 1.3 승에 비례한
다. 반면에 핵연료의 gross α-ray activity는 연소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고 하였다. 내부표면에서 연소도에 따른 α-activity의 급격한 증가는 내
부표면에서 α-emitter의 축적이 연소도에 따라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
다.

즉,

이러한

현상은

조사되는

동안

핵연료가

내부표면에

흡착

(adsorption)과 부착(adhesion) 그리고 산화가 반복되면서 actinide의 흡
장(occlusion)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 피복관과 hardware의 열 발생량
PWR 피복관 폐기물의 발생 열량은 주로 핵분열 생성물과 조사생
성물의 β-/γ-emitter에 의해 발생된다. Chaudon 등[3-5-11]은 초기 농
축도가 3.5%

235

U이고 연소도가 33,000 MWd/tHM인 PWR 피복관의 각 동위원

소별 열 발생량과 시간에 따른 열량 변화를 예측하였고, 그 결과는 표
3-5-18과 3-5-19에 보는 바와 같다. 열 발생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동
위원소

60

Co이며 이것의 반감기(5.3 years)는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발

생되는 열은 시간의 과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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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8. Thermal Power of the Hulls and Caps (at conditioning
time 3 years after discharge from reactor)
Thermal power (W/tHM)
Radionuclides

Hulls

Fission products
Dissolution fines
Actinides
Activation products
Total

Caps

5.52
2.27
-3
9×10
31.7

5.4

39.6

5.4
45

표 3-5-19. Thermal Power Evolution versus Time
Heat power† (kW)
*

time (a)
0
1
2
3
4
5
10
15
20
25
30
50
100

Hulls

Caps

24
22
19
16
14
12
6.6
4.0
2.7
1.8
1.5
0.78
0.29

3.2
2.7
2.5
2.3
2.1
1.9
0.92
0.47
0.25
0.13
0.072
0.012
0.0051

Total
27.2
24.7
21.5
18.3
16.1
13.9
7.7
4.5
3.0
1.9
1.6
0.79
0.30

＊0: time of conditioning (3 years after discharge from reactor)
†based upon annual arisings from 600 tHM repro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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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1. Heat Generation in Hull and Structure
Materials Associated with a PWR and a BW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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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리 및 기계적 특성변화
Zircaloy 피복관은 원자로에서 조사된 후 물리적 및 기계적 특성
이 변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hull과 hardware
등의 고체폐기물은 최종처리 및 처분과정의 한 단계로 초고압 압축
(compaction)을 시킬 수 있는데, hull의 물리 및 기계적 특성은 이때 필
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Zicaloy 피복관의 기계적 특성 변화를 표
3-5-20에 나타내었다[3-5-12,3-5-19].

표 3-5-20. Effects of Reactor Irradiation on Properties of
Zircaloy
Property
Young's modulus

Effects of irradiation in reactor
Increases exponentially. At 300℃ and a
21
-2
10 ncm flux, the increment is 30%.

Tensile and yield strength

Experimental increase with exposure:
21
-2
30% increase for 10 ncm at 250-300℃.

Impact and fraction toughness

Stress fracture strength increase with
exposure: 10% increase for 3×1020 ncm-2
at 250-300℃.

Ductility

Decreases with exposure: 12% decrease
for 5×1020 ncm-2 and 15% decrease for 2
×1021 ncm-2 at 280℃.

Surface hardness

Increases with exposure: 20% increase
19
-2
for 5×10 ncm and 30% increase for
1021 ncm-2 at 50℃.

Embrittlement

Increases as a result of the other
physical property changes. The increase
is further enhanced by oxide film
formation and hydrogen adsorption.

Corrosion

Increases
with
exposure:
weight
-2
21
-2
increase of 300 mg․dm for 10 ncm
and 1200 mg․dm-2 for 5×1021 ncm-2 at
280℃. Involves oxide and hydroxid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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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 module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300℃, 10
30%의

증가를

나타낸다.

연성(ductility)은

21

감소하며

2

n/cm

flux에서

300℃,

5×1021

n/cm2 flux에서 14%의 감소를 나타낸다. 경도(hardness)는 증가하며 1020
2

n/cm flux에서 30%의 증가가 관찰된다.

(4) 피복관의 monitoring
사용후핵연료 피복관과 연계된 핵연료와 핵분열성 물질의 양을 파
악하는 일은 공정 제어 및 관리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정보
를 습득하는 monitoring에는 수동적인(passive) 방법과 능동적인(active)
방법이 있다. 수동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측정들이 포함된다.

∙조사된

핵연료로부터

자발

중성자

방출(spontaneous

neutron

emission)
∙Hull과 연관된 경량 원소(O2)의 (α,n) 반응 결과로 생성된 중성자
∙핵분열 생성물들로부터 gamma 방출

능동적인

방법에는

즉발

중성자(prompt

neutron)와

지발

중성자

(delayed neutron)를 이용하나 즉발 중성자를 측정하는 기술은 산업적으
로 이용되지 않는다. 능동적인 중성자 측정 방법들은 두 가지 단점을 가
지고 있다. 첫 번째로 대규모 시설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 hull
과 함께 존재하는 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능동적인 방법에서 hull에
존재하는 핵분열성 물질은 본래 핵연료와 같은 조성을 갖는다는 가정을
하므로 연소도가 아주 낮거나 냉각기간이 아주 긴 경우에 한하여 사용된
다.
중성자는 hull에서 (α,n)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그러나 이것은 산소
의 양이 가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핵연료의 농도와 중성자 계수
(count)사이의 상관식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Monitoring 기술은
한 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고

144

144

Ce→144Pr→144Nd의 방사에 의

144

Pr는 짧은 반감기(17.3 min)를 가지고 있

Ce와 효과적으로 평형을 이룬다. 원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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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Ce의 붕괴에 의한

0.133 MeV gamma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많은 양의 다른 gamma
핵종이 존재함으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 반면에

144

Pr→144Nd 붕괴는 쉽게

측정 가능한 gamma 방사(2.18 MeV)와 연계된다. 결론적으로 이 방법은 보
편적인 장점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요 monitoring 방법들은 표
3-5-2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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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1. Methods for Monitoring Hulls
Method

Advantages

Disadvantages

Detection limits

Passive neutron
Can be used for
Assumes fuel
measurement of
long cooled fuel remaining on the hulls
neutrons from
has the same
spontaneous
composition as
fission or from
original fuel;
(α, n) reactions
calibration difficult
Active neutron

Comments
Not used in industrial
plants

Gives direct
Neutron generator
0.05% of fissile
Used at Dounreay,
measure of
required; difficult to material in hulls UK, and in the ATI
fissile content apply to industrial
prototype
scale plants
post-reprocessing
facility, La Hague,
France

γ-emission
High energy
based on the 2.18 γ-ray easy to
MeV Pr-144
detect
energy

Limited to fuels cooled
Pr-144/U ratio,
< 5 years (NaI
0.1% of original
detector); calibration fuel in dissolver;
needed either by
Pr-144/Co-60 or
reference to a
Pr-144 /Mn-54
standard irradiated
ratio, about 0.2%
fuel element or by
of fuel charge to
analysis of dissolver dissolver

Used
UK, the
FRG, La
thermal
the ATI

at Windscale,
WAK plants,
Hague (for
hulls) and in
facility for

post-reactor hulls

solution
γ-emission
based on Ce-144
/ Pr-144 0.133
MeV
γ-emission
based on Cs-137
and Ru-106

Can be used for
Relatively low energy;
longer cooled
γ-emission from
fuel (up to 8
induced activities can
years)
interfere

Not generally useful
unless structural
materials are
segregated

Relatively low energy
emissions; Ru-106 has
a short half-life (1
year), therefore not
viable for long cooled

Used at Tokai Mura,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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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다. 피복관의 처리 및 처분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처리를 위한 공정 흐름도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다.

Receipt
Treatment
Conditioning/Packaging
Interim storage
Transport
Disposal

피복관은 제염, 압축, melting 등의 선택적인 조작을 거쳐 시멘트 고
화 처리된다. 피복관은 TRU 폐기물 또는 GTCC(Greater than class C)로
분류되므로 심지층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처분장의 조건은 폐기물의 방
사능 준위와 열 발생량에 의존한다. AIROX 공정에서는 PWR 핵연료 피복재
와 hardware는 Ni-59, Ni-63 및 Nb-64가 class C의 제한치를 초과하므로
GTCC로 분류하였고 이들 폐기물은 심지층 처분장에 처분해야 한다는 규제
환경을 갖는다. 또한, AIROX에서 피복재에 잔류하는 uranium은 피복관을
용매세척하여 회수하고 피복관은 폐기물 처리공정으로 보내는데, 용매세
척은 uranium 회수에 따른 경제적 이점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폐
기물 처분비용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수행한다[3-5-27,3-5-28].

(1) 피복관 폐기물 관리
처분을 위한 적절한 형태로 피복관을 처리하는 방법은 몇몇 나라에
서 시행되고 있고 더 진보된 방법들이 현재도 개발 중에 있다. 기계적,
열적 및 화학적 처리방안을 그림 3-5-32에 나타내었다[3-5-12]. 이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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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안 중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사용중인 방안들이다. 피
복관 폐기물을 시멘트 매질에 직접 고정화하거나 압축 후 고정화하는 방
안이 현재 사용되고 있고 또한 가장 실질적인 폐기물 관리 방안이다.

(2) 피복관의 제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복관은 주로 내부표면과 외부표면의
5-50 μm 내에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주면 상당한 제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제염

기술들이

이런

원리를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Zircaloy-4 피복관의 내부표면과 외부표면에는 α 오염 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산화막이 생성되어 있고 이 산화막 층(ZrO2)은 부식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제염제의 접촉을 방해한다. 따라서 stainless steel 피복관이
Zircaloy 피복관보다 제염이 더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Hulls, hardware
possible removal
of hardware for
separate treatment
decontamination

mechanical

Thermo-mechanical

compaction

Without
matrix

underwater

With
matrix

dry

cement

others

chemical
oxidation
to
zirconia

compaction

Without
matrix

melting

hot
pressing

With
matrix

metal
alloys

special
cements

conversion
to other
chemical
forms

Without
matrix

others

Without
matrix

cement

그림 3-5-32. Conditioning Process Options for Hulls and Hardware
(Heavy outlines indicate practices currently i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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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피복관의 α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기술로는 유기․무기산을 이
용하여 용해 및 환류(refluxing)를 시키는 화학적 습식방법과 고온의 HF
기체를 이용하는 방법 및 전기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3-5-12].

(가) HF 제염공정
고온의

HF

기체를

이용한

제염기술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Zircaloy 피복관을 제염하기 위하여 개발되었고 2단계의 공정으로 구성되
어 있다. 첫 단계에서 Zircaloy hull은 600℃의 HF/Ar 혼합기체로 반응시
킨다. HF는 금속과 산화막의 계면에 침투하게 되고 그 사이에 산화 불소
층이 형성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불소층은 다음의 혼합용액(Meservey’s
solution)에서 용해(90℃, 2 h)되어 분리된다[3-5-22,3-5-23].

0.4M ammonium oxalate
0.16M ammonium citrate
0.1M ammonium fluoride
0.3M hydrogen peroxide

이때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Zr + 4HF = ZrF 4 + 2H 2
(1)
ZrO 2 + 2HF = ZrOF 2+ H 2O
(2)
ZrO 2 + 4HF = ZrF 4+ 2H 2O
(3)
Zr + 2H 2O = ZrO 2 + 2H 2
(4)
Zr +xH 2 = ZrH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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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ZrH x + 4HF = ZrF 4 + 2 +

x
H2
2

)

(6)

반응 (1)은 전체 공정에 대한 기초 반응이고 반응 (2)와 (3)은 소수
의 부반응이다. 반응 (4)-(6)은 원치않는 부식 반응으로 이들의 반응 정
도는 반응 표면에서 H2와 H2O의 제거에 의해 결정된다[3-5-23]. 이 공정의
제염계수는 103-104 정도이다.

(나) 초음파 세척
초음파 제염공정에서 변환기 표면에서 생성된 충격파는 공동화 현
상(cavitation)을 유발하고 이 효과에 의해 제염이 이루어지고 이때 발생
한 난류는 표면의 제염제를 순환시키게 된다. 초음파 제염의 공정 흐름도
를 그림 3-5-33에 나타내었다[3-5-19]. 영국에서 초음파 교반조(3M HNO3
at 22℃)로 Zircaloy hull을 제염한 결과 0.3-0.5 μCi/g 범위의 α
-activity를 가졌다. 이 제염공정은 전력손실이 크기 때문에 상용규모의
시설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 전기화학적 방법
전기화학적 제염기술은 제염 대상물이 양극으로 작용하여 용해되
는 전해 연마 제염이 대표적이다. 전기화학적 매개 산화 공정은 전해반응
조의 양극에서 생성된 산화제가 제염대상물과 반응하여 표면에 부착된 산
화물을 용해시킨다. 이때 전해질로 사용하는 강산에 의한 산 용해능을 복
합적으로 이용하며 반응 mechanism은 다음과 같다[3-5-13].

M n + → M ( n + 1) + + e +
M ( n + 1) + + MO 2 → MO+
2 + Mn
2+
+
M ( n + 1) + + MO +
2 → MO2 +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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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학적 방법
화학적 제염 방법은 무기산 및 여러 혼합물을 이용하여 대상 물
질을 환류시켜 오염물질을 용해시킴으로서 제거 및 회수한다. 이들 산과
알칼리 등 사용되는 용액의 종류와 성질을 표 3-5-22에 나타내었다
[3-5-19]. 대표적인 무기산으로 HNO3, H2SO4, H3PO4, HF, HCl 및 왕수
(HNO3/HF) 등이 있는데, 이중 질산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유기산으로는 oxalic, citric, tartaric, formic acid 등이 있고
oxalic acid의 제염 효율이 다른 유기산에 비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칼리

/Na-D-tartrate

중에는
등이

sodium

있고,

carbonate와

ammonium

citrate를

sodium
사용하는

hydroxide
alkaline

permanganate 2단 공정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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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frequency
Electrical
Supply ~60 Hz

Ultrasonic
generator
High frequency electrical
Supply 18–19 kHz

Electrical
Input

.

Transducer

Mechanical
Output
18–90 kHz

그림 3-5-33. Schematic Diagram of Ultraso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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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nic
bath

표 3-5-22. Possible Surface Treatments for Stainless Steel and
Zircaloy
Reagent

Comments
Rapid dissolution of UO2/PuO2. Very little corrosion of stainless steel

HNO3

dissolver vessel.
HNO3 + H2O2

Good for rapid dissolution of UO2.
Fluoride improves dissolution of PuO2. May need Al3+ to complex F+

HNO3 + HF

and reduce dissolver corrosions.
H2C2O4 and H2C2O4
+ H2O2

2

Dissolvers UO2 rapidly. Carbon steel rapidly attacked - 600 mg/cm /h
at 60℃ but only 0.2 mg/cm2/h at 90℃ at pH 5-6. H2O2 tends to
passivate stainless steel but it oxidises H2C2O4. Very good DF's from
fission products especially Nb/Zr - due to oxalate complexing.
e.g. 0.4 M H2C2O4 + 0.1 M NaF + 0.1 M H2O2. Corrosion of stainless

+

H2C2O4 + F + H2O2

steel < 0.06 mg/cm2/h. Too corrosive for Zircaloy.
DF: 95Zr/95Nb 25-45; 144Ce/144Pr 20; 106Ru/106Rh 17. Higher DF's can be
obtained at low (0.01-0.02 M) H2O2 concentrations.
e.g. 0.4 M H2C2O4 + 0.16 M Citrate + 0.34 M H2O2. Stainless steel

H2C2O4 and citrate
+ H2O2

corrosion rate 0.4 mg/cm2/h. Sui표 for Zircaloy.
DF: 96Zr/95Nb 100-200; 144Ce/144Pr 200-300; 106Ru/106Rh 70;

140

Ba/140La

70.
(NH4)2C2O4 +
Gluconic acid

0.25 M Na2CO3 + 0.025 M H2C2O4 + 0.5 M H2O2 + 0.013 M Gluconic
acid + 0.045 M Na Gluconate at pH 4.5. Used to dissolve UO2/PuO2
fuel-rupture debris. Not corrosive to Zircaloy, stainless steel, Al or
Zircaloy.

H2SO4 and H2SO4
+ H2O2
Sulphuric blend

Used to dissolve UO2 and PuO2. Dissolver likely to be corroded
rapidly (stainless steel).
0.4 M CrSO4 7H2O + 0.5 M H2SO4 at 85℃. Has been used to remove
high temperature scale from BWR systems.

H3PO4 and
inhibited H3PO4

1.5 M H3PO4 + 0.7 M Na2Cr2O7 + 0.2 M CH3COOH. Used for
decontaminating primary systems of low temperature water-cooled
reactors. Relatively slow removal of scale at 100-120℃ from stainless
steel that had been immersed in uranyl sulphate at 250-300℃
(Homogeneous Aqueous Reactor). Corrosion of stainless steel
dissolver high.

Alkaline
permanganate (A.P)

NaOH + KMnO4 at 105-120℃ or NaOH + KMnO4 + ammonium
citrate. Procedure: (1) Heat with 10% NaOH + 3% KMnO4 for several
hours at 102-110℃, then (2) rinse and heat with 10% ammonium
citrate at 90℃. DF's up to 1000 possible. EDTA can also be added
but its value has not been proved.

HCl

Can be used to dissolve UO2 and PuO2 but corrosion of dissolver
would be a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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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물질 임계관리
DUPIC 핵연료제조시험은 하나로 다목적 연구로내의 부속시설 조사재
시험시설(IMEF) M6 핫셀에서 수행된다. M6 핫셀내에서 비록 실험실 규모
의 핵물질을 취급하여 핵임계 사고의 위험성은 매우 적으나 그 위험을 배
제할

수는

없다.

핵임계

사고로

인한

방사선

과

피폭

시(exceed

radiation dose) 고려하여만 하는 IMEF M6 핫셀의 작업구역, 서비스구역
그리고 격리실 지역에 대한 경보 발령의 방법과 즉각적인 대피를 위한 과
정, 방사선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는 방호지침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보시스템의 설치는 핵임계 사고의 발생 시 응급상황에 대해 즉각
적으로 경고함으로써 핵분열생성물질 취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임계 경보시스템 설치 시 고려하여야 할 핵임계 사
고 경보시스템의 성능 및 시험요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세계적

여러

기준안

1)

IEC(International Electrochemical commission) 860, 2)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7753, 3)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Nuclear Criticality accident alarm system의 ANSI/ANS-8.3-1997 을 참
고하여 서술하였다.

가. 임계사고
여러 핵연료 주기시설에서(생산공장, 원자로, 시설), 여러 형태의
핵물질(산화물 분말, 가연성 반응로, 코어물질핵심성분, 우라늄, 플루토
늄 질산용액 등)을 준비, 저장, 취급, 운송,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핵분열
성 물질의 즉시 임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나. 임계 메커니즘
임계 사고 시 고려해야 할 위험도는 취급하는 물질들이(U235 농축우
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핵분열성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무거운 핵종들이다. 중성자 충돌 하에 인접 핵에 의하여 방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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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충돌하여 핵분열 생성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열에 동반하여 몇
개의 새로운 중성자가 방출되는데(U235의 경우 평균 2.5개) 이것들은 차례
로 다른 요소와 충돌하거나 핵분열성 물질의 외곽으로 누출될 수 있다.
그렇게 방출된 중성자의 수를 곱하여 흡수 및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정
도에 이르면, configuration이 임계가 되었다고 말한다. 연쇄반응이 일어
나 계속되면서 방사선을 에너지로 방출한다.
원자로 운전은 이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역으로, 만약 방출된 중성자
무리들이 흡수 및 손실 이상의 잉여량을 방출한다면, 연쇄반응은 급격히
가속되어 diverge(발산)할 것이다. 이것이 상당량의 방사선과 에너지의
방출을 동반하는 임계사고이다.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임계 규칙의 목적이다. 임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임계의 현상학과 효과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하여야
만 한다.

다. 여러 형태의 사고들
사고는 관련된 물질의 성질에 따라 다른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다.
물질들의 상태(고상, 분말 또는 액상)와 현장 구성(스크린과 감속제의 존
재).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몇 십만 분의 1초만에 발생하는 펄스타입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은 발광성과 폭발적 징후를 동반할 수 있다,
수십 초 만에 발생하는 긴 펄스사고의 다른 사고들은 덜 격렬하긴 하나
매우 위험하며, 선량 유량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더 긴 기간에 걸쳐 일어
날 수 있다. 초기 사고는 종종 사고 후 수습을 복잡하게 만드는, 감소하
는 강도의 재발사고들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검출시스템은 먼저 여러 다른 사고 사례들을 커버하는 경보
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진화 단계를 알 수 있게 진행중인
사고의 진단기능을 제공해야만 한다.

라. 배경
나라마다 수치가 다를 수도 있으나, 그 동안 임계사고는 세계에서
12번 발생하였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Radiation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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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of Oak Ridge의 자료에 의하면, 표와 같이 1944년에서 1987년
사이에 12번의 임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임계사고들의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사
고의 빈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임계사
고의 위험성은 모든 예방 주의조치를 마련하여만 한다. 또한 핵분열성 물
질을 취급하는 현장에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검출시스템을 갖춰야 한
다.

표 3-5-23. 1944년부터 1987년까지 세계에서 일어난 임계사고
분류

숫자

Critica Assembly

5

Chemical operations

5

표 3-5-24. 연대별 임계사고
년도

발생지

분류

1945

로스 알라모스, 미국

Critical Assembly

1945

로스 알라모스, 미국

Critical Assembly

1945

로스 알라모스, 미국

Critical Assembly

1946

로스 알라모스, 미국

Critical Assembly

1958

오크리지, 미국

Chemical operations

1958

로스 알라모스, 미국

Chemical operations

1958

USSR

Critical Assembly

1959

아이다호, 미국

Critical Assembly

1962

햄포드, 미국

Critical Assembly

1964

우드 리버, 미국

Critical Assembly

1970

윈스캐일

1978

아이다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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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고 검출
임계사고에서는 중성자와 감마방사선(분열 생성물)이 나온다. 검출
은 중성자와 감마방사선 두 가지 모두에 민감한 검출기(detector)를 필요
로 한다. 이 방법은 사고 발생 동안 중성자 및 감마 플럭스의 분포가 알
려져 있지 않는 임계사고에서도 안정된 감도를 얻는다. 한 종류의 방사선
기반을 둔 시스템을 가지고 안전하게 검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임계사고 경보시스템의 성능 및 시험요건
(1) CEI IEC 860
(가) 서설
기술적 문제에 대한 IEC의 공식결정 또는 합의사항은, 특별한 관
심을

기울이는

모든

national

committee들이

대표하는

Technical

Committee(기술위원회)가 준비한 것으로서, 다루는 주제에 대하여 국제적
인 견해의 일치사항을 가능한 한 거의 설명한다. 그들은 국제적 사용을
위한 권고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National Committee에 의
해 채택되어 있다.
국제적 단일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IEC는 모든 국가 위원회들은 그들
의 자국 환경이 허락하는 한 그들의 자국 규칙에 대하여 IEC의 권고사항
을 수용해야 한다는 바램을 표명한다. IEC 권고사항과 이에 상응하는 국
제 규칙들 간의 변형은 어떤 것이든지 가능한 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
다. 이 표준은 IEC 기술위원회 No.45: Nuclear Instrumentation의 소위원
회45B: Radiation Protection Instrumentation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이
표준의 텍스트는 다음 문서에 근거하고 있다.

6 Month's Rule

Report on Voting

45B(CO)51

45B(CO)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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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procedure
45B(CO)59

Report on Voting
45B(CO)62

추가정보는 상기 테이블에 제시한 Report on Voting에서 얻을 수 있
다. 이 표준에는 다음의 출판물들에도 언급되어 있다.
Publication No.;
38(1983): IEC standard voltages.
50(881)(1983):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Vocabulary

(IEV),

chapter 881: Radiology and Radiological Physics.
278 (1968): Documentation to be supplied with Electronic Measuring
Apparatus.
293 (1968): Supply Voltages for Transistorized Nuclear Instruments.
Other publications quoted:
ISO Standard 4037 (1979): X and Gamma Reference Radiaions for
Calibrating Dosemeters and Dose Ratemeters and for Determining their
Response of Photon Energy.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ISO.DIS 7753: Performing Requirements
and Testing Procedures for Criticality Detection and Alarm Systems.
(나) 임계사고 경고 장치
1. 범위
1.1 이 표준은 임계사고에서 발생한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
을 검출하고 임계사고를 경고하기 위한 장비들에 적용된다.

1.2 이 표준은 지시 도구나 레코딩 도구에는(예: indicating meter)
그대로 적용되지 못한다. 그런 도구들의 작동특징은 그것들에게 알맞은
일반 명세서와 일치해야 한다.

1.3 이 표준은 원자로의 제어 및 안전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와 어
셈블리(assembly)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 이 표준은 주로 장비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런 장비
들의 배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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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경보시스템의
Standard

ISO.DIS

필요성과
7753:

활용

절차는

Performance

“Draft

Requirements

International
and

Testing

Procedures for Criticality Detection and Alarm System”에 설명되어 있
다.
2. 목적
2.1 감마방사선, 중성자 또는 복합적 임계사고의 검출 및 경고를 위
해 설계된 시스템에 적용될 때, 이 표준은 즉각적인 검출 및 경보 발동을
통하여 작업자가 방사선에 심각하게 노출될 가능성을 제한할 목적을 가지
고 있다.

2.2 임계경보시스템의 필수 목적은 임계사고로부터 방사선을 검출하
고 직원철수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스템들은 이 표준에
설명된 임계경보로서의 유용성과 본질적 특징(신뢰성 등)에 대한 역효과
가 없다면 다른 기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3 경보시스템 주지사항
- 검출기의 모니터링 영역 내에서 임계사고 발생 즉시 검출해야
한다.
- 최소의 지체시간으로 철수경보를 작동시켜야 한다.
- 신뢰성은 높고 오신호 경보 확률은 낮아야 한다.

2.4 이 표준의 목적
- 일반적 요건 설명
- 임계사고용 경보장치에 대한 수용 가능한 기준을 제공

2.5 이 표준은 위에서 설명한 장치들에 대하여 상술한다.
일반 특징, 운전 특징, 전기적 요소, 기계적 요소, 안전성 및
환경적 특징, 시험절차 및 문서화(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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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및 단위
3.1 일반 용어
검출 및 전리방사선과 핵물질 설치에 관련된 일반 용어는 다음
IEC 출간물에 설명되어 있다.

- 181 (1964) : Index of Electrical Measuring Apparatus Used in
Connection with ionizing Radiation.
- 50(391)(1975)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Vocabulary(IEV),
Chapter

391:

Detection

and

Measurement

of

Ionizing Radiation by Electric Means.
- 50(392)(1976) : Chapter 392: Nuclear Instrumentation - Supplement
to chapter 391.
-

777(1983)

:

Terminology,

Quantities

and

Units

Concerning

Radiation Protection.

방사선 보호에 관한 추가 용어는 후에 IEC 출간물에 정의될 것이다.
다음 정의들은 이 표준에 적용 가능하다.

3.2 임계사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자발적(self-sustained)

또는

발산성

(divergent) 중성자 연쇄반응의 결과로 인한 에너지의 외부 방출.

3.3 경보
임계사고의 통보 방법

3.4 임계경보시스템
모든 회로, 경보, 연결부, 케이블, 검출기, 부대 하위어셈블리
를 비롯하여, 어셈블리와 하위 어셈블리, 작동가능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
능적 단위 및 구성요소 등을 포함한다. 임계경보시스템은 최소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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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어셈블리로 구성된다.
- 임계사고로부터 방사선에 노출되기 쉬운 관련 전자제품들을
비롯하여 검출 하위 어셈블리
- 로직장치 및 경보장치를 비롯한 경보 하위어셈블리

3.5 경보 설정값
경보를 작동시킬 최소의 방사선량 과/또는 선량률

3.6 경보작동 시간
검출기가 경보설정값의 두 배에 해당하는 방사선장을 받게 되어
있는 시간과 경보의 울림 사이의 간격

3.7 오신호 경보
임계사고 없이 경보신호가 발생한 것
3.8 각 의존적 반응
검출되는 방사선의 입사각(incidence)의 함수로 검출 하위어셈
블리의 반응

3.9 고장
시스템이 임계사고에 반응/검출하고 경보하는 것을 하지 못함

3.10 시험 명명법
3.10.1 적격성 테스트
명세서의 요건이 이행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
는 일련의 시험(주의: 적격성 시험은 type test와 routine test로 나뉘어
진다.)
a) Type test : 산업제품의 대표로 간주되는 어셈블리 한 개 또는 몇
개에 대하여 수행되는 적격성 시험으로서 각 어셈블리마다 굳이 반복시험
을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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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outine Test : 각 생산 어셈블리에 대하여 수행되는 적격성 시험

3.10.2 합격 시험
배달품의 품질을 입증하기 위해 고객이나 그의 대표자 참
석 하에 수행되는 계약상의 시험. 비록 시험 수행방법은 다를지라도 일반
적으로 이런 시험들은 적격성 시험으로부터 선택된다.

3.11 장치
이 표준에서는 국제시스템(International System(SI) 단위가
사용된다. 방사선량 및 선량측정 용어들의 정의는 IEC 출판물 50(881)의
섹션 881-04:방사선 및 방사선물리에 나와있다. 다음의 비 SI 단위들(non
SI units) 역시 적절한 곳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 시간: 년, 월, 시간, 분
- 에너지: eV

이 표준에서 사용되는 음압레벨 단위는 다음의 IEC 출간물에 들에 정
의된 A 무게의 데시벨(dBA)이다.
- 50(801) (1984): chapter 801: Acoustics and
Electro-acoustics
- 651(1979): Sound Level Meters.

다음은 ISO표준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 131(1979): Acoustics - Expression of Physical and
Subjective Magnitudes of Sound or Noise in Air.

4. 일반
임계경보 시스템이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초기 임계사고에 연관된
방사선을 신속히 검출하고 인명대피경보 경고를 발생시키기 위한 장비들
이 제공되어야 한다. 직원을 대피시키지 않고도 임계경보시스템의 반응과
성능을 시험해보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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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출 기준
5.1 임계경보시스템은 관련 최소사고를 신속히 검출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전형적인 비차폐 공정 지역에서는, 최소사
고는 반응물질로부터 2m 거리에서 60초 동안 0.5Gy(20rad)의 자유공기
(free air)에 등가의 흡수 중성자 및 감마 선량을 실어나르는 것으로 가
정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느리게 증가하는 익스커젼(excursion: 원자로
의 출력이 어떤 원인으로 증대하여 그 결과 노의 운전을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은, 이 값을 달성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비감속 시스템
의 익스커젼(excursion)은 아마도 더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5.2

방사선 검출기 설계에서, 방사선과도 최소 지속시간은 1ms로

간주될 수 있다. 임계경보시스템은 기기의 반응과 경보가 그 경과시간 과
도의 결과로부터 발생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6. 운전특징
발생이 예상되는 운전특징의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셈블리들
이 지정되어야 한다.

7. 오신호 경보
7.1 임계경보 시스템 설계에서는 오신호 경보를 최소화하도록 특별
히 고려해야 한다.

7.2

최소 2개의 검출기 채널에서 오는 반응에 필요한 여분의 시스

템은 오신호 경보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여분의 시
스템이 사용되면, 어느 단일 채널의 실패가 임계경보시스템을 작동불능으
로 만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경보를 가동시키지 않으면서 오신호경보
경고신호를 내보내야 한다.

8. 구성부품의 작동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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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임계경보시스템의 검출과 경고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구성부품의 작동불량은 발광 또는 가청 지시기에 의하여 밝혀져야 한다.

8.2 작동실패가 직접적으로 신호되지 않는 구성부품은 정기시험 중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9.제염 용이성
검출 하위어셈블리는 오염을 최소화하고 제염을 용이하게 할 수 있
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한다.

10.다용도 시스템
어셈블리가 임계사고검출과 아울러 이중 시스템에 사용되어야 한
다면 임계사고 검출 및 경고 목적과 타협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11. 인터커넥션(interconnection) 케이블 및 커넥터
11.1 인터커넥팅 케이블
임계경보시스템은 설치된 연결 케이블과의 완전한 운전성을 판
단할 수 있는 자기검증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 케이블들은 경
고 하위어셈블리를 작동시킬 수 있거나 또는 어셈블리를 작동불능으로 만
들 수도 있는 오류 신호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1.2 커넥터
케이블 커넥터는 기계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12. 신뢰성
모든 어셈블리들은 높은 수준의 신뢰성에 맞춰 설계되어야 한다.
제조업자는 시스템의 신뢰도 수준과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평
균고장시간 간격) 예상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필요한 정비
운전사이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각 정비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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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비 요건은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을 맞춰야 한다.
13. 기능 테스트
개별 하위어셈블리들과 기본장치들은 임계경보시스템에서 분리하
지 않고도 기능적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권장한다.

14. 상호교환성
검출기, readout 판독기, 디스플레이 장치, 전원처럼 서로 비슷
한 기능을 갖는 모든 하위어셈블리 및 기본장치들은 상호교환 가능해야
함을 권장한다.

15. 검출 하위어셈블리
검출 하위어셈블리들은 임계사고에서 나온 방사선을 검출하는 장
치들을 말하며, 하나 이상의 방사선 검출기 및 부대 회로로 구성될 수 있
다. 검출 하위어셈블리들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임계사고에서 발생한 감마 방사선이나 중성자에 알맞은 반응을
해야 한다. (하부조항 19.1, 19.2, 19.3, 19.4, 19.5)
- 감마 과부하나 중성자 과부하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아야 한
다.(과부하 특징 참조, 하부조항 19.5)
-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접근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
어야 한다.
16. 신호처리를 위한 로직장치
이 장치는 감마방사선 또는 중성자 방사선에 관련된 검출 어셈블
리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처리한다. 로직장치의 어느 하나의 검출기나 어
느 한 구성부품의 고장이라도 임계경보시스템의 고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야 한다. 각 검출기 채널이 올바로 기능하고 있음을 언제라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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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보 신호장치
17.1 경보 신호
가청 경보신호는 뚜렷한 톤 및 형태의 것이어야 하고, 주변 소
음과 구분되어 명확히 경고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최소/최대 음압레벨은
제조업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되어야 한다. 경보 신호는 일단 발생되면
수동으로 리셋하기 전까지는 계속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수동작동수단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수동 리셋은 철수대상 지역보다 바깥에 있어야 한
다.

17.2 경보 설정 값
각 검출기의 경보 설정 값은 조정가능 해야 하고, 권한 없는
사람이 값 설정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8. 일반적 시험 절차
18.1 시험의 성격
개별 하부조항에 따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이 표준에 열거된
모든 시험은 “type test"로 간주되어야 한다. 어떤 시험들은 제조업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acceptance test"로 간주될 수도 있다.

18.2 기준조건 및 표준 시험조건
기준 및 표준 시험조건들은 표 3-5-25에 제시하였다. 기준조건
은 어셈블리의 성능이 관련되는 조건들이고, 표준 시험조건은 실제 시험
에서 필요한 허용한계를 나타낸다. 달리 명시되는 곳을 제외하면, 이 표
준에서의 시험은 표

3-5-26의 3번째 칼럼에 나와있는 표준 시험조건 하

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 시험들에서, 시험 당시의 온도와 상대습도 값이
언급되어야 하고 기준조건 하의 반응으로 해석하려면 적절히 보정하여야
한다.

18.3 표준 시험조건 하에 수행되는 시험들
해당 표준시험 조건하에 수행되어야 하는 시험들이 해당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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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설명된 곳의 하부조항의 요건 및 기준에 맞춰 표 3-5-26에 나타나
있다.

18.4 작용량에 변동을 주면서 수행되는 시험들
이러한 시험들은 표 3-5-27에 나와 있으며, 표 3-5-25의 작용
량의 변동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모든 다른 작용량들은 시험
절차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표 3-5-26의 표준 시험조건의 한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18.5 시험 포인트
시험 포인트는 검출 하위어셈블리의 검정값이 맞춰지는 점으로
서 적절한 양은 알려져 있다(예, radiation dose). 검출 하위어셈블리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시험 포인트의 검정 포인트에 놓아야 한다. 검
출 하위어셈블리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 포인트의 흩어지는 방사선을 그
포인트의 바람직한 선량률의 10% 이하로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이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수정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검출기의 유효중앙 부분(effective center)에 해당하는 검
정 포인트의 위치를 검출 하위어셈블리에 표시하거나 언급해야 하고, 검
정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18.6 통계적 변동
방사선이 사용되는 어느 시험에 대해서나, 방사선만의 임의 성
격으로부터 발생되는 표시 값의 통계적 변동 크기가 시험에 허용된 표시
값 변동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된다면, 값을 충분히 여러 번 읽어서 그 평
균값이 해당 시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정밀도를 갖는 것
이 확실하다고 추정될 수 있어야 한다.
판독 간격은 판독이 통계적으로 독립적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응답시간의 3배여야 한다.

18.7 기준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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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와 사용자간의 다른 합의가 없다면, 참고 방사선은
252

Cf와

137

Cs로 준비되어야 한다.

19. 방사선 특성
검출기의 방사선 특성은 사용자가 임계경보시스템을 조항 5에 따
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정된다. 임계경보시스템에 사용되는
방사선 검출기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오직 시험의 일반 원리만을 설명
하기로 한다.
19.1 에너지 반응
검출기의 에너지 반응은 명시된 종류의 방사선을 검출함으로써
우려하는 어떤 사고에든지 시스템이 반응하게 할 그런 것이어야 한다.

19.1.1 감마방사선 검출기의 요건
0.2 MeV ~ 3 MeV까지의 에너지 범위 이상으로 측정된 선량
은 전형적으로 실제 선량(true dose)의 ±35% 내에 들어야 한다.

19.1.2 감마방사선 검출 시험방법
검출기의 에너지 반응은 ISO standard 1037: X and Ramma
Reference Radiations for Calibrating Dosemeters and Dose Ratemeters
and for Determining their Response as a Function of Photon Energy에
주어진 대로 X 또는 감마 기준방사선(reference radiation)을 이용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적어도 3개의 기준 방사선이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는
100 keV보다 작아야 하고, 하나는 100 keV ∼ 1 MeV이어야 하고, 다른 하
나는 1 MeV 이상이어야 한다.
적당한 곳에서는, 추가 시험장비가 검출기의 반응 결정에 사용될 수 있
다(예, 전리함(ionizing chamber)을 위한 picoammeter). 사용된 방사선으
로부터 나온 값을 알고 있는 선량률에 검출 하위어셈블리를 노출시키고
검출기가 표시하는 값을 기록한다. 검출기의 에너지 반응은 상기 요건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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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중성자 검출기의 요건 및 시험
임계경보 시스템에서는 서로 다른 에너지반응 특징을 갖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중성자 검출기(scintillator, ionisation chamber,
self-powered activation detector in moderator and juction diodes)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사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만을 제공할 수 있다.
252
모든 중성자 검출기의 반응은 레퍼런스 방사선( Cf 핵분열 중성자)을

사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감속 중성자 방사선장에 설치될 그러
한 검출기에 대해서는 검출기의 반응은 그런 장에 맞춰 판정되어야 한다.
검출기의 에너지 반응은 ISO 표준 중성자 레퍼런스 방사선(mono
energetic radiation produced by an accelerator, 가속기에 의하여 발생
되는 단일 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측정될 수 있다. 감속된 중성자 장
에 대한 검출기의 반응은 임계 어셈블리 용 중성자 누출 스펙트럼에 대한
발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가될 수 있다. 검출기 반응은 선량률이 알려
진 모의 감속 중성자장에 노출시킴으로써 직접 판정될 수도 있다.

19.1.4 중성자 검출기의 시험 방법
검출기의 에너지 반응은 선택된 ISO 레퍼런스 방사선을 이용
하여 판정되어야 하는데 0.1MeV ∼ 0.2 MeV, 0.2 ∼ 1 MeV, 1 ∼ 10 MeV
에너지 범위의 각각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한다.

19.2 경보발생 시간

19.2.1 요건
검출 하위어셈블리가 경보 설정값의 두 배에 해당하는 방사
선량이나 방사선 선량률에 노출되면 경보가 울리기 전 시간이 300 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9.2.2 시험방법
경보발동 시간은 검출 하위어셈블리를 경보발동 시간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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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짧은 상승시간을 갖는 방사선 펄스에 노출시키는 시험으로 결정해야
한다. 경보발동시간은 방사선량이나 방사선 선량률이 경보설정값의 10%를
초과하는 시간에서부터 경보 신호가 울리는 시간까지의 것으로 결정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경보 설정값이 1 mGy/hr(100 mrad/hr)에 맞춰져 있
다면 검출기에서의 방사선은 2 mGy/hr(200 mrad/hr)가 되어야 한다. 경보
발동 시간은 방사선 선량률이 100 uGy/hr(10 mrad/hr)를 초과하는 시간에
서부터 결정해야 한다.

19.3 검출 경보 문턱값(Alarm threshold of detection)
19.3.1 요건
장비는 임계사고 동안 방출된 직접 감마방사선, 중성자,
또는 이러한 방사선 복합체에 반응해야 하고, 제조업자가 명시한 검출 경
보문턱값을 충족해야 한다. 검출 경보 문턱값은 장비가 설치될 때 반응
물질로부터 2m의 거리에서 60초 동안 0.2Gy(20rad)의 자유공기에 있는 흡
수된 중성자와 감마량의 등가를 검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조항 5 참조)

19.3.2 시험방법
검출 경보 문턱 값은, 경보를 가동시키기 위한 최소량으로
서, 펄스를 준 적절한 시험 방사선원을 이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시험은
약 1ms에서 3초의 지속시간으로 방사선펄스 범위에서 행한다.

19.4 입사각에 따른 반응의 변동
19.4.1 요건
검출 하위어셈블리의 각 의존성(angle dependent) 반응이
판정되어야 한다.

19.4.2 시험방법
적절한 방사능(activity)으로 지정된 거리에 위치한 레퍼런
스 방사선을 방사능원(source)으로 하여, 아래에 명시된 대로 30ૡG 단계
로 검출 하위어셈블리를 돌리며 시험방사선에 대한 반응을 기록한다.

- 366 -

방사선과 거리는 제조업자가 명시한다. 거리는 검출 하위어셈블리의 최대
치수(dimension)의 10배가 넘어야 한다.

a) 검출 하위어셈블리는 하위 어셈블리를 통과하는 수평축 둘레
를 회전하고 하위 어셈블리와 방사선원을 지나는 축에 수직이다.
b) 검출 하위어셈블리는 하위 어셈블리를 통과하는 수직축 주변
으로 회전한다. 적절한 곳에서는 검출기의 반응을 판정하기 위해 추가 시
험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결과는 polar chart로 표현한다.

19.5 과부하 특징
19.5.1 요건
경보를 작동시키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방사선
이나 방사선 선량률에 대하여 경고 하위어셈블리가 작동되어야 하고 수동
으로 재설정 시킬 때까지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검출 하위어셈블리
는 적어도 105 rad/hr(1000 Gy/hr)의 선량률까지 시험되어야 한다.

19.5.2 시험방법
이 시험은 pulsed reactor나 다른 적절한 방사선원을 이용
하여 수행되어야한다. 검출 하위어셈블리가 상기 선량률에 노출되고 경보
신호가 수동으로 재설정시킬 때까지 계속 작동되어야 한다.

20 .Electrical characteristics. 전기적 특징
20.1 경보 설정값 변동(drift)
20.1.1 요건
경보 설정값의 변경은 운전 경과 500시간 후 설정값의 20%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20.1.2 시험방법
임계경보시스템의 경보 설정값은 레퍼런스 방사선원을 이
용하거나 전기신호를 주사하여 설정 및 검증되어야 한다. 연속운전 5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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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후에는 경보 발생 값을 원래의 경보 설정 값의 ±20% 이내로 해야한
다.

20.2 워밍업 시간
워밍업 시간은 제조업자가 명시한다.

20.3 전력공급
20.3.1 요건
어셈블리는 직류나 교류전원 둘 중 하나로부터 운전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Transistorized

IEC

Nuclear

publiscation

293:

Instruments,와

IEC

Supply

Volatages

Publication

38:

for
IEC

Standard Volatages에 명시된 볼트 한계치 내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 series I: 220V
- series II: 120V and/or 240V

임계경보시스템이 교류전원으로 운전되도록 설계된 경우, 전력볼트 내
성 10%와 -12%, 진동수 47Hz ∼ 51Hz(미국에서는 57Hz ∼ 61Hz)로 운전되
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임계경보시스템이 상기의 허용한계 내에서 운
전되는 경우 표시내용과 경보 세팅은 ±10%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시스템이 직류전원으로 운전되도록 설계된 경우, 볼트 한계 15%와 -11%로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전력이 제공되고 필요시에는 자동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스위치오
버(switch over) 시간은 운전 지속이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목적으
로 배터리만 사용하는 경우 그것은 운전 중 가청 경보신호가 작동되는 일
없이 최소 16시간 동안 시스템 운전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
이후 임계경보시스템은 가청 경보신호 작동과 함께 추가 30분 동안 운전
될 수 있어야 한다.

20.3.2 시험방법
현재 아무런 요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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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계적 특징
21.1 경보 사운드 레벨
경보 사운드 레벨 시험은 IEC publication 651: Sound Level
Meters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운드레벨 미터기를 가지고 정기시험을 해
야 한다. 경보 강도는 1m에서 90dBA ~ 100dBA 이어야 한다.

21.2 기계적 응력
어셈블리는 어느 방향으로나 최소 1g에 등가인 기계적 응력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장비들이 type test에서 받게 되어 있는 최대 응
력은 제조업자가 명시한다.

22. 환경 특징
22.1 주변 온도
22.1.1 요건
장비의 환경측면의 특징을 보면, -10℃ ~ 40℃ 범위 이상
에서 경보 설정값이 ±10%이상 변동하지 않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22.1.2 시험방법
주변 온도에 대한 검출 하위어셈블리의 type testing은 기
후박스(climatic box)를 이용해 수행되어야 한다. 온도는 최소 4시간 동
안 극한값 각각에 유지되어야 하고, 검출 하위어셈블리의 표시내용은 시
험 지속시간의 마지막 30분 동안 기록되어야 한다. 시험은 이슬점을 통과
하는 적어도 하나의 시이클을 포함해야 한다. 완전한 어셈블리를 시험하
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질 수 있다.

a) 적절한 방사선 레퍼런스 소스를 갖춘 알맞은 독립적 측정장비
를 이용하여 검출기의 반응 변동량을 결정한다.
b) 전기신호 주사를 이용하여 경보 설정값의 변동량을 결정한다.
이 변동량의 총합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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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상대습도
22.2.1 요건
40% ~ 90% 사이의 상대습도의 영향으로 인한 경보 설정값
의 변동은 ±10% 이내이어야 한다.

22.2.2 시험방법
시험은 35℃에서 행해야 하고, 하부조항 22.1.2의 항목 a
와 b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시험은 35℃에서 행해야 하고, 하부조
항 22.1.2의 항목 a와 b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이슬점을 통과하는
하나의 사이클을 포함해야 한다.

22.3 대기압
대기압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검출 매체로 공기를 사용하는 비
밀폐(unsealed) 검출기의 경우에만 중요하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시험이
수행되는 대기압 및 측정이나 계산에 의하여 결정된 대기압의 변동 영향
을 언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다른 대기압에서의 대표시험
이 수행되어야 한다.

22.4 밀폐(sealing)
제조업자는 수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사전조치들을
언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옥외 사용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시험
명세서에 편리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22.5 외부 전자기장
어셈블리의 설계에 특별한 사전조치를 취해 놓지 않았다면, 고
장이 날 수 있거나 또는 외부 전자기장이 존재 할 때, 특히 고주파 장에
서는 방사선량이나 방사선 선량률을 잘못 표시할 수 있다.

22.5.1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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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셈블리의 표시내용이 외부 전자기장 존재에 의하여 영향
을 받을 수 있다면, 제조업자는 이 결과에 대한 경고를 제공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어셈블리가 전자기장에 민감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제조업
자는 어셈블리가 시험받은 주파수 범위와 전자기 방사선의 종류를 사용한
최대 강도와 함께 언급하여야 한다.

22.5.2 시험방법
매우 넓은 범위의 주파수와 수 종류의 전자기 방사선이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방법은 이 표준에 명시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제
조업자와 사용자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특별한 주파수에서 어떠한 강화된
응답이라도 검출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2.6 보관
온도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든 어셈블리들은 -25℃ ~ 50℃
의 어느 온도에서든지 제조업자의 패키지 안에서 배터리 없이도 최소 3달
간 보관(도는 운송)한 후 이 표준의 명세서 내에서 운전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는, 낮은 대기압에서의 항공운송을 견딜 수 있는
능력 같은 좀더 엄격한 시방이 사용자에 의하여 요구될 수 있다.

23. type test 보고서
제조업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이 표준의 요건에 따라 수
행된 type test 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24. 인증서
IEC

publication

278:

전자측정장치에

첨부된

문서

(Documentation to be Supplied with Electronic Measuring Apparatus)에
따라 각 어셈블리마다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인증서가 제공되
어야 한다. 다음의 문서내용들이 각 어셈블리마다 동반되어야 한다.
- 제조업자의 이름 또는 등록상표
- 어셈블리의 종류 및 시리얼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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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날짜
- 검출된 방사선
- 검출기 종류
- 독립 시험기관의 이름과 시험 날짜.
- 민감한 부피를 둘러싼 벽의 재질과 각각의 표면 질량(mg/cm2)
- 경보 설정값의 범위
- 입사각 및 에너지 함수로서의 반응

25. 운전 및 정비 매뉴얼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담고있는 지침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
- 예비부품 리스트를 포함한 전기 계통도
- 운전 세부사항 및 정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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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5. 기준 시험조건 및 표준 시험조건
Influence
quantities
Reference radiation
sources

Reference conditions (unless
otherwise indicated by
manufacturer)
252

Cf and

137

Cs

Standard test
conditions(unless
otherwise indicated by
manufacturer)
252

Cf and

137

Cs

Warm-up time

To be specified by
manufacturer

To be specified by
manufacturer

Relative humidity

65%

55% to 75%

Ambient temperature

20 ℃

180 ℃ to 22 ℃

Atmospheric
pressure

101.3kPa

86 kPa to 106kPa

Power supply
voltage

Nominal power supply voltage
Un

Nominal power supply
voltage Un±1%

Power supply
frequency

Nominal frequency

Nominal frequency ±1%

Power supply
waveform

Sinusoidal

Electric magnetic
field of external
origin

Negligible

Magnetic induction
of external origin

Negligible

Assembly control
devices
Contamination by
radioactive
elements
Background noise
level

Sinusoidal with total
harmonic distortion lower
than 5%
Less than o.5 times the
lowest value that causes
interference
Less than twice value of
the induction due to the
earth's magnetic field

Set for normal operation

Set for normal operation

Negligible

Negligible

Less than 60 ㏈A

Less than 6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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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26. 표준시험 조건하에 수행되는 시험들
Characteristics under

Requirements

Test method description

test
Enegy response

(sub-cluse)
19.1.1

(sub-cluse)

Time to alarm

19.2.1

19.2.2

Alarm set point

19.3.1

19.3.2

Angular dependence

19.4.1

19.4.2

Radiation overload

19.5.1

19.5.2

19.1.2

표 3-5-27. 작용량에 변동을 주면서 수행되는 시험들
Characteristics under

Requirements

test

(sub-cluse)

Test method
description
(sub-cluse)

Enegy response

19.1.1

19.1.2

Time to alarm

19.2.1

19.2.2

Alarm set point

19.3.1

19.3.2

Angular dependence

19.4.1

19.4.2

Radiation overload

19.5.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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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 7753
(가) 서설
핵분열성 물질을 다루는 일부 운전에서는 임계사고가 일어날 위
험, 매우 작은 위험이긴 해도 그런 위험이 배제되지 못한다. 그런 경우,
종사자에게 심각한 방사능강도의 위협이 있음을 경고하고 그들을 철수시
키는 절차를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국제표준은, 임계검출경보시스템의 설계와 정비를 다루는데, 3개의
첨부서류로 보충되어 있다. 첨부 A는 관련 최소사고(minimum accident of
concern)의 자세한 내용을 개괄하고, 첨부 B는 이 국제표준이 프로세스
부분에 적용되는 사례를 소개하며, 첨부 C는 긴급대책(emergency plan)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나) 적용 범위 및 영역
이 국제표준은 임계검출경보시스템의 성능 및 시험요건을 명시한
다. 플루토늄, 우라늄223, 농축우라늄 235동위원소, 부주의한 임계사고가
일어나 종사자가 수용불능의 방사능량에 피폭될 수도 있는 기타 핵분열성
물질이 관련된 모든 운전에 적용 가능하다. 이 국제표준은 원자로나 임계
실험 같은 시설의 기기 장치들이 이 국제표준의 요건을 충족할 때는 별도
의 추가 장치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국제표준에는 운영 절차(administrative steps)나 기기 장치의 세
부 설계 및 설명의 세부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핵임계 dosimetry(선량
측정기), 종사자 피복 철수, 사고 후 진단을 위한 의사(doctor) 등에 대
한 세부내용은 이 국제표준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임계사고시스템에 사용하기로 되어있는 기기 장치의 상세 특징에 가이
드라인을 제공하는 표준은 현재 IEC가 초안을 잡고 있다. 이 국제표준은
주로 감마방사능 선량검출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검출기준은
통합시스템 또는 중성자나 감마방사능 검출 시스템으로 충족될 수 있으
며, 유사한 고려사항들은 적용된다.

(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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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제표준을 위하여, 다음 정의들이 적용된다.
- 임계사고(criticality accident): 뜻하지 않은 self- sustaining(자
발적) or divergent(발산적) 중성자 연쇄반응 발생결과로 인한 에너지의
방출.
- 최소사고: 임계 경보시스템의 검출이 요구되는 가장 작은 사고.

(라) 일반 원리
① 일반
총 위험의 감소로 끝날 것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경보시스
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오신호 경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 한계 및 일반 요건
무관한 개별지역에서 핵분열성 물질이

235

U 700g,

233

U 520g, 플

루토늄 핵분열성 동위원소 450g, 이런 동위원소의 복합물 450g을 초과하
여 보관되는 경우, 모든 방사능(activity)에 대하여 임계경보시스템의 필
요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물보다 효과적인 중성자 감속제나 반사제가 있
는 경우 모든 공정에 주의해야 한다.
상기 내용에서, 지역간에 물질 교환이 전혀 없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
고, 주변지역 물질들이 최소 10cm 이상 떨어져 있고, 각 개별지역을 망라
2

하여 핵분열성 물질의 표면강도 평균이 50 g/m 이하일 때 개별지역은 무
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자유대기 중 예측 가능 최대 사고량이 0.12Gy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이 국제표준의 조항 하에 임계경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 반응로의 코어를 빼낼 때 최대 Yield(수율)이
9s

2x10

fission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 검출
임계경보 가능지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초과 방사선량 또는 선
량률을 검출하고 종사자에게 철수 신호를 줄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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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경보
• 경보신호는 분명히 구별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충분히 커야 하
며, 철수되어야 하는 모든 지역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은 지
역을 커버해야 한다. 경보 신호는 사람들이 그들의 assembly point에 도
달할 수 있게 충분히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
• alarm trip point는 임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보발생 가능
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레벨은 관련
최소사고를 검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
• 철수 신호는 사고가 검출되자마자 울려야 한다.
• 일단 작동되면, 비록 방사선이 경보점(alarm point) 밑으로 떨
어졌다 해도 재 설정시킬 때까지는 계속 울려야 한다. 수동 리셋은 접근
을 제한해야 하고, 철수 바깥지역에서 시켜야 한다.
• 배경소음이 매우 높은 지역은 비쥬얼 신호를 함께 갖출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 의존성(Dependability)
• 오신호 경보가 없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신
뢰성 있는 단일 검출채널을 갖추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더 좋은 것은 경
보를 일으킬 두 개 이상의 검출채널이 동시 반응하게 하는 것이다. 중복
채널을 이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어느 단일 채널의 작동실패로 인해 검출
기준 준수가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경보 작동 없이 오신호 경보를 경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경보시스템의 반응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철수를 유발하지 않
아도 되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전력 공급 중단 동안 방사능이 계속되는 처리지역은 임계사고
검출 및 경보시스템을 위한 비중단 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또는 그런 중
단 동안에는 휴대용 장치를 이용해서 방사능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3
• 검출기는 10 Gy/hr를 초과하는 강력한 방사능에 울리게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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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보를 작동시키는 데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고 있다
는 것을 샘플 검출기의 시험이나 제조업자의 제품샘플 시험에 의해 입증
할 수 있다.

(마) 시스템 설계 기준
① 신뢰성, Reliability
시스템 설계는 신뢰성 있는 경보작동과 오신호 경보 예방을 보장
한다는 두 가지 목적에 맞게끔 간단해야 한다.

② 검출 기준
임계경보시스템은 관련 최소사고를 신속히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형적인 비차폐 공정지역에서는, 관련 최소
사고가 반응 물질로부터 2m 거리에서 60초 동안

흡수 중성자 및 감마선

량을 0.2Gy의 자유공기에 전달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매우 느리게
증가하는 익스커젼은, 거의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값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비감속 시스템에서는 익스커젼이 아마도 더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③ 장치 반응
방사선 검출기 설계에서, 방사선 과도의 최소 지속시간은 1ms라고
가정할 수 있다. 시스템들은 이 지속시간의 방사선 과도기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트립 포인트(Trip point)
오신호 경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트립 포인트는 4.2에 명시된
검출기준을 충족하는 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정도로 높게 설정될 수
있다. 어느 검출채널이 트립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표시기가 제공되어
야 한다.

⑤ 검출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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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 큰 장비나 물질에 의한 검출차단 효과를 피할 수 있도록 검
출기의 위치와 공간확보를 선택해야 한다. 검출기의 공간확보는 선택된
경보 트립 포인트 및 검출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⑥ 시험
• 정기적으로 방사선량에 대한 장치의 반응을 검사해서 장치성능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중복 채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각 채널의 성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시험 간격은 경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은 적어도 한 달에 1회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정기적으로 전체 경보시스템을 시험해야 한다. 각 가청신호 발생
기는 적어도 3달에 1 번 시험을 해야 한다. 신호가 철수대상 모든 지역에
거쳐 배경소음을 뚫고 들린다는 것을 현장관찰을 통해 확립해야 한다. 영
향지역 내의 모든 종사자에게 가청시험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3) ANS-8.3-1997
(가) 서설
방사성 물질을 처리, 저장, 조작, 운송함에 있어서 핵임계 사고
의

방지에

대한

지침은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Nuclear

Criticality Safety in Operations with Fissionable Materials Outside
Reactors, ANSI/ANS-8.1-1983 (R1988)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핵분
열성 물질 조작에 있어서 핵임계 사고의 위험성은 매우 적으나 그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핵임계

사고로

인한

과

방사선

피폭

(exceed

radiation dose)이 고려되어지는 지역에서는 경보 발령의 방법과 즉각적
인 대피를 위한 과정, 방사선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는 방호지침을 준비하
는 것이 중요하다.

(나) 서술 범위
이 규정은 예기치 않은 핵임계로 인하여 개인이 허용치 이상의
피폭을 받을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조작하는 모든 곳에 적용되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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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규정은 과방사선 피폭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핵임계 사고
탐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질 수 없으며, 관리자가 고려해야할 행동지침이
나 경보 발령이후의 응급대책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정의
3.1 제한 : 다음에 주어지는 정의들은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해 제한되
는 특성들이다. 그 외의 특성화되어진 사항들은 “the Glossary of Terms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정의되어진다.

3.2 Shall, Should, and May : "shall"은 요구사항임은 표시하며,
“should"는 권장사항임을 나타내며, "may"는 허가를 나타낸다. 이 규정을
따르기 위해 모든 조작은 요구사항에 입각하여 수행되어져야 하며, 필요
에 따라서는 권장사항에 준하여 수행한다.

3.3 상황의 명명
- 핵임계 사고:

갑작스러운 자발적 과정이나 중성자 연쇄 반응

의 결과로써의 에너지 방출 현상.

- 과방사선 선량 : 공기 중에서 중성자나 감마선에 의한 개인 흡
수선량이 0.12 Gy (12rad) 이상인 방사선 선량.

- 최소 사고 : 핵임계 경보시스템이 발령되어질 기준이 되는 최
소한의 핵임계 사고

(라) 일반적인 원리
4.1 일반
4.1.1 경보시스템의 설치는 중대한 핵임계 위험과 관련되어있다. 경
보시스템이 설치되어진 곳에서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관리되어져
야 한다. 응급사태의 준비에 대한 지침은 American National Standard
Administrative

Practices

for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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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ity

Safety,

ANSI/ANS-8.19-1996 에서 제공되어진다.

4.1.2 즉각적인 대피가 요구되는 지역에서의 사용장비 관리에 있어
서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지 않는 장비는 현장에 남겨둔 채 대피하도록 계
획되어져야 한다.

4.1.3 경보시스템의 목적은 개인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데 있다. 종
합적인 위험성평가에 있어서 잘못된 경보와 경보발령 이후 갑작스러운 운
영의 중단, 개인 위치의 변동 등으로부터 기인한 위험들은 고려되어져야
한다.

4.2 적용 범위
4.2.1 핵임계 경보시스템의 필요성은 독립된 단일구역에 존재하는
핵분열성 물질이 일정량 이상(-

235

U 700g,

233

U 500g,

239

Pu 450g, 이들 세

개의 동위원소 이루어진 물질 450g)이 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평가되어져
야 한다. 그 외의 다른 방사선동위원소들을 조작하는 곳에서도 그 양이
미임계량을 초과한다면 경보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기준은 American National Standard

Nuclear Criticality

Control of Special Actinide Elements, ANSI/ANS-8.15-1981 (R1995) 에
서 제한되어져 있다. 또한 중성자 감속재나 물보다 더 효과적인 반사체를
다루는 곳이나 단일 물질로 구성되어져 임계치가 ANSI에서 제한한 전통적
인 미임계치 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평가되어져야 한다.
이 평가에서 단일구역이라 함은 근접지역간 물질간의 최소 간격이
10cm로 인하여 영역들 사이의 물질들이 서로 상호교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각의 단일지역을 평균한 핵분열 물질의 면적 밀도가 50 g/m2이
하인 구역을 말한다. 이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U-235, U-233, Pu-239의
세 동위원소에만 적용될 수 있다.

4.2.2 이 지침서의 기준에 부합되는 핵임계 경보시스템은 개인이 과
방사선 선량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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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을 위해, 사고발생 동안에 발생한 총 핵분열량은 2.0 x 10

fission을 넘

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최대 핵분열 발생량의 설정이 달라질 때에는 그
근거가 언급되어져야 한다.
만약 5.6절에서 기술되어진 최소의 핵임계 사고보다도 더 작은 사고를
고려할 경우에는 다른 방사선 검출방법들 - 예를 들어 가청신호발생 개인
선량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방법들은 핵임계 사고 경보를 위한 것
은 아니며 이 규정에 의해 제한되어지는 사항은 아니다.

4.2.3 핵임계 경보시스템의 적용지역이라 함은 핵임계 사고가 감시
되어지고 즉각적인 대피신호가 발령되어지는 범위를 말한다.

4.3 핵임계 경보
4.3.1 핵임계 경보신호는 즉각적인 대피 및 추가적인 보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한다. 핵임계 경보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신호는 그
형태가 모두 동일해야 하며, 다른 경보신호와 구별되어져야 한다.

4.3.2 신호 발생장치는 핵임계 사고발생시 자동적이며 즉각적으로
동작되어져야 한다.

4.3.3 경보신호 발령이후, 방사선의 양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더라
도 신호발생 장치는 응급 처치과정에 필요한 만큼의 지속적인 동작이 요
구되어진다. 또한 신호발생 장치는 대피되어지는 바깥지역에서도 수동으
로 그 장치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3.4 수동 조작의 의한 대피경보 발령방법은 준비되어져야 한다.

4.3.5 핵임계 사고를 감지하였을 때, 경보발생 장치는 개인방호 행
동이 요구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신호를 발생시켜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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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가청신호 발생기는 모든 구역에서 최소한 75 dB 이상의 신호
음을 발생시켜야 하며, 각 구역에서의 최대 잡음강도보다 10dB 이상의 신
호음이 요구되어진다.

4.3.7 지나친 세기의 소리는 개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가 있으므로
가청신호 발생기의 신호음은 115 dB을 넘지 말아야 한다.

4.3.8 매우 높은 세기의 잡음을 가진 작업구역이나 청각보호용구 착
용지역에서는 가시적인 신호나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신호발생을 고려해야
한다.

4.4 신뢰성
4.4.1 잘못된 경보발생에 대한 방지방안은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는
믿을 수 있는 단일 탐지기의 채널이나 두 개 이상 탐지기의 동시발생 반
응에 의해 성취되어 질 수 있다. 큰 규모의 시스템의 경우, 어떤 한 채널
의 오류가 5.6절에서 서술되어진 탐지기준에 의한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4.4.2 특별한 상황에서는 설치 및 고정되어진 핵임계 경보시스템 이
외에 운반이 가능한 장비들도 사용되어진다. 예를 들어 경보시스템의 유
지 및 관리, 시험, 대피훈련, 평소 사람이나 특별한 조작이 없는 구역에
서의 행동 등에 사용되어진다.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운반 가
능한 장비가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는 그 사용법이 이 규정의 기준에 부합
되는지를 평가되어야 한다.

4.4.3 정전일 때에도 관리구역의 감시작업은 비상전원의 공급이나
운반 가능한 장비들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4.4 최소 사고에 반응하기 위한 경보시스템의 적절한 감도는 5.6
절에서 다루어진다. 또한 이 시스템은 최대 예상량의 방사선에 피폭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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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올바르게 작동되어야 한다.

(마)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준
5.1 신뢰성: 경보시스템은 높은 신뢰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져야 하
며, 잦은 손질이 필요한 부속품의 사용은 피하도록 한다. 시스템을 설계
함에 있어서 non-use, 기능 저하, 전력의 동요, 등 그 외의 부정적 요인
들은 최소화되어져야 한다. 시스템의 설계는 신뢰적인 경보발령과 잘못된
경보발령 배제의 일관된 목적을 가져야 한다.

5.2 시스템의 취약성 : 시스템의 모든 요소들은 화재, 폭발, 부식성
공기

등의 극한상황에서 손상이 최소화되어지게 놓여지거나 보호되어져

야 한다. 잠재적인 부정적 요인, 사용자의 부주의, 잘못된 경보, 경보 실
패 등이 최소화되게 설계되어져야 한다. 또한 주요한 부품에는 표식이 부
착되어야 한다.

5.3 지진에 대한 고려, 내성 : 경보시스템은 지진이나 그에 상응하는
충격, 그 건물에 적용되어지는 통합 건축법에 서술되어진 정도에서 작동
되어져야 한다.

5.4 자체 이상에 대한 알림 : 경보시스템은 시스템의 고장 및 주 전
력의 누전을 알릴 수 있는 가청이나 가시적인 신호를 준비하여야 한다.

5.5 반응시간 : 시스템이 핵임계 사고를 탐지한 후 0.5 초 이내에 경
보 발령은 이루어져야 한다.

5.6 탐지기준 : 핵임계 경보 시스템은 최소사고 발생을 즉시 탐지할
수 있게 설계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보통의 차폐물만을 가진 채 재료
의 조작이나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최소사고란, 반응물질로부터 2m의
거리에서 공기 중 흡수선량이 0.2 Gy/min (20 rad/min)이 되는 상황을 말
한다. 고려되어진 최소사고의 정의를 달리할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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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타당성은 언급되어져야 한다.

5.7 감도
5.7.1 핵임계 경보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경보발령은 최소과도시간
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방사선 과도의 최소 지속시간은 1
msec로 여기어진다.

5.7.2 경보 발령치는 핵임계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한 오작동의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높아야 한다. 그 발령치는 최소사고를 탐
지하기에 충분히 낮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5.8 Spacing : 탐지기들의 spacing은 일관된 선택된 경보 발령치와
탐지 규정을 가져야 한다. 탐지기들의 위치와 spacing은 크고 무거운 기
기나 재료에 의한 차폐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 구조물의
목재 뼈대나 얇은 내부 벽, 속이 빈 벽돌과 같이 낮은 밀도의 재료에 의
한 차폐는 고려하진 않아도 좋다.

(바) 시험
6.1 초기 시험 : 경보시스템의 초기 시험, 정밀검사, 점검은 시스템
의 제작과 설치가 설계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6.2 특별 시험 : 보완이나 수리, 시스템의 동작에 이의를 제시한 사
건 이후, 시스템의 올바른 동작여부를 입증할 시험과 검열이 이루어져야
한다.

6.3 방사선 반응 : 지속적인 기기 작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은 주기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시험 실시간격은 경
험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기존 경험이 없을 경우, 시험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의 결과는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
의 부분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자체점검의 특성을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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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4 주기적 시험 : 모든 경보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각 신호 발생기는 적어도 한 해에 한 번은 시험되어져야 한다.

개인이

과 방사선 선량에 피폭될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핵임계 경보신호가 그
기능을 하는지를 조사한다. 이러한 핵임계 경보신호에 대한 시험 전에 반
드시 시험구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실시를 알린다.

6.5 교정 작업 : 시험을 통해 부적절한 부분이 나타나면 불필요한 연
기사항 없이 교정한다. 만일 운반 장비의 사용이 요구되어질 경우 4.4.2
절의 기준을 만족시킨다.

6.6 시험 과정 : 시스템의 시험과정은 잘못된 경보와 부적절한 초기
응급대응을 최소화한다. 시험종료 이후

즉시 시스템을 일반 동작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은 필요하다.

6.7 기록 : 시험과 교정작업에 대한 기록은 관리되어야 한다. 그 기
록들은 시스템 동작 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오류 발생의 원
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7. 직원 교육
7.1 고시된 훈령 : 핵임계 경보발령 시 취해야할 행동에 대한 지시사
항은 경보구역의 중요한 위치마다 고시되어져 있어야 한다.

7.2 핵임계 경보 훈련 : 직원들이나 방문자를 위한 교육이나 핵임계
경보에 대한 훈련에 대한 내용은 ANSI/ANS-8.19-1996 에서 제공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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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단계기간의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등을
표 4-1-1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연구 목표는 DUPIC핵
연료 시험시설 보완 및 성능향상, DUPIC핵연료 시설/장치 원격 유지보수
장치개발, 시설간/시설내 방사성물질 수송, 핵연료 물질 안전관리 등 4가
지이다.
첫째, DUPIC핵연료 시험시설 보완 및 성능향상에서는 DFDF용 사용후경
수로 핵연료봉 6 개(약 12 kg)를 인출, 감마스캐닝, 절단 및 소내 운반하
고, DFDF 중성자 및 감마선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 및 운영하였으며, 오염
제거장치(CO2 blaster) 원격조작성 시험 및 유지보수용 glove box의 구동
시험, shutter 구동시험 등을 완료하였다.또한,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장비의 오염제거 모사시설을 설계 및 제작(2m x 2m x 2.5m) 하고 이를 이
용하여 건식 오염제거장비의 효율향상 실험 및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였
다. 더불어, DUPIC 시험장비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격리실의 방사선 차폐
능 평가 등도 완료하였다.
DUPIC핵연료 시설/장치 원격유지보수장치 개발에서는 격리실 잔여 방
사성 분진 원격 제거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고 그래픽 시뮬레이터시스템
을 개발하여 성능 개선하였다. 또한, 핵연료 제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격리실 벽 부착용 M/S manipulator를 설계 및 제작하여 격리실 설치 후
성능 시험 완료하였고 DFDF 핫셀 내부 및 장비 건전성 유지를 위한 원격
clean-up 장치를 설계 및 제작 완료하였다.
시설간/시설내

방사성물질 수송에서는 절단연료봉, 조사연료, 품질검

사 및 안전조치 시료를 시설간 8 회,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한 DUPIC
방사성폐기물을

RWTF monolith로 2 회,RWTF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로 4

회 운반하였고 DUPIC핵물질 수송을 위한 RD-10 padirac cask의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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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료하였다. 또한, DUPIC 고체폐기물 수송용기를 2 set를 설계 및 제
작(Φ1 m × 1 m, 1 Ci)하여 DUPIC 폐시험장비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끝으로,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서는 PIEF DUPIC 핵연료 특성시험장비
제염/해체 및 핫셀 제염을 수행하였고 PIEF DUPIC 공정폐기물을 분류, 포
장, 운반, 저장 완료하였으며 DUPIC 핵물질 임계특성 분석, 임계 경보시
스템 기준 및 시스템 구성 방안을 도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당초 과제제안요구서에 주어진 내용을 만족하였다고
판단되나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구축한 DFDF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앞에서 열거한 각 기술들을 좀더 심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본 과제의 단계기간 중 주요 성과품은 국내특허등록 3 건, 국외 특허
출원 1 건 국내 특허출원 1 건, 국내프로그램 등록 2 건, 국내 논문게재
2 편, 국외 논문발표 10 편, 국내 논문발표 17 편, 기술보고서 9 건, 시
제품 제작 6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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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 기여도
본 2단계 연구를 통하여 명실공히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를 형질변경
하여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 및 안전운영 경험을 축척하였다고 판단
된다. 이는 국내 최초로 사용후핵연료를 취급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건식으로 핵연료를 취급할 수 있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첨단의 시설
및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이용시설의 차폐분석, 핵물질 임계관
리, 배기체계통 안전성분석, 사고해석, 환경영향 평가 등에 대한 경험 및
기술 축적은 유사시설에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건식 제염장치 개
발, 원격 고방사성 분진 흡수시스템 개발 등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 및
장비의 원격 유지보수기술,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 취급 폐장비 제염 해
체, 고방사성 핵물질의 수송 등은 후행핵연료주기 핵심기술을 다루는 값
진 연구였으며 국내 기술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데 있어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물질같은 고방사성 물질의 안전취급 실례를 가시
적으로 실증한 본 연구과제의 결과는 향후 원자력(특히, 방사성폐기물 안
전관리)에 대한 국민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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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DUPIC핵연료 시 •DFDF용 사용후경수로 핵연료봉 6개(약 12 kg)를 인
험시설 보완 및 출, 감마스캐닝, 절단 및 밀봉용기 포장
성능향상
•DFDF 중성자 및 감마선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 및
운영
•오염제거장치(CO2 blaster) 원격조작성 시험 및 유
지보수용 glove box의 구동시험, shutter 구동시험
등을 완료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장비의 오염제거 모사시
설을 설계 및 제작(2m x 2m x 2.5m) 하고 이를 이
용하여 건식 오염제거장비의 효율향상 실험 및 장
비의 성능을 개선
•DUPIC 시험장비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격리실의 방
사선차폐능 평가, DUPIC 공정장치의 핵임계모델링.
핵임계개념설정 및 계산코드 검증, 정상 및 사고상
태의 핵임계 계산 완료
•건식오염제거장비의 최적 오염제거조건 확립
•사용후핵연료 사용량 증가(200kg)에 따른 시설 안
전성 분석 완료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및 핵종별 방사능 흐름도
등 배기체 처리계통의 안전성 평가 및 안전성에 미
치는 영향 분석 완료
DUPIC핵연료 시 •격리실 잔여 방사성 분진 원격 제거장치를 설계 및
설/장치 원격유 제작하고 그래픽 시뮬레이터시스템을 개발하여 성
지보수장치 개 능 개선
발
•핵연료 제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격리실 벽 부착
용 M/S manipulator를 설계 및 제작하여 격리실 설
치 후 성능 시험 완료
•DFDF 핫셀 내부 및 장비 건전성 유지를 위한 원격
clean-up 장치 설계 및 제작 완료
시 설 간 / 시 설 내 •절단연료봉, 조사연료, 품질검사 및 안전조치 시료
방사성물질 수 시설간 운반(8 회) PIEF 9405 핫셀에서 발생한
송
DUPIC 방사성폐기물을 RWTF monolith로 2 회 운반
및 RWTF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로 4 회 운반
•수송장치 유지보수 및 성능 분석(RD-10 padirac
cask)
•DUPIC 고체폐기물 수송용기를 2 set를 설계 및 제
작(Φ1 m x 1 m, 1Ci)하여 DUPIC 폐시험장비 폐기
물을 운반
핵연료물질
전관리

안 •PIEF DUPIC 핵연료 특성시험장비 제염/해체 및 핫
셀 제염
•PIEF DUPIC 공정폐기물 분류, 포장, 운반, 저장 완
료
•DUPIC 핵물질 임계특성 분석, 임계 경보시스템 기
준 및 시스템 구성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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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도
(%)

100

비 고
•2단계 원격조작
성개선,시설 보
완 및 성능 향
상 완료
•오염제거모사시
설구축, 최적오
염조건 확립 및
성능향상
•DFDF시설/
장비의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생산 및
안전성 입증

•원격유지보수
장치 개발 완료
100

100

100

•수송장치
확보 및 운영
-핵물질수송: 8회
-RWTF
monolith
로 운반 :2회
-중․저준위폐기
물저장고로 운반
: 4회

•PIEF DUPIC
핵연료 특성
시 험 장 비 제염
/해체 완료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단계의 연구결과는 기존 핫셀의 안전운영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
료를 취급하는 유사시설 즉 금속 핵연료제조시설, pyro-processing 시설
등의 설계, 차폐분석, 핵물질관리, 핵임계관리, 배기체계통 안전성 분석,
사고해석, 환경영향평가 등 시설안정성 분석,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에
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2차 오염이 없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건식 제염 장치
와 원격 분진 흡수시스템 등 원격 유지보수기술 등은 타원자력 시설의 건
식제염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기술은 일반 산업
시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단계의 연구 결과를 좀더 심화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연구과제인
“건식공정 고방사성 핵물질처리 기술 개발”에서 본격적인 시설 운영, 핵
물질 수송, 유지보수 등의 안전성확보 및 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설 및 장비의 성능개선, 폐기물 안전처리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축적되면 제4세대 원자로주기 시스템에 적용될 핵비확
산성 핵연료주기시설의 설계, 건설, 운전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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