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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확보를 위한 설계요건 설정, 기본/상세설계, 안전성

분석 및 환경 향평가, 시설 건설을 위한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 긴 납기가 소요되는 핫셀 주요 장비에 대한 기술사양서 작성, 구매/발주

- 실증 시스템 연구/사업관리를 위한 서버 구축/운  및 품질보증 시스템 구축/활동

 2. 연구결과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공정조건, 공정설비, 운전특성을 분석/평가하여 분야별 기술기

준에 부합하는 핫셀시설의 설계요건을 확립하고, 공사/구매를 위한 기본설계 및 상세

설계 완료

- 공정, 방사선, 핵임계, 구조, 화재, 독성 등으로 구분하여 예상 사고조건에서의 안전성 

분석 및 환경 향평가를 수행하 으며, 인허가 심사를 통하여 시설의 설계내용이 규

제 및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방사선 및 일반 위해로부터 보수적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 

- 연구 및 실적물 관리시스템(SMATER)을 구축/운 함으로서 세부과제 간 interface 

조정과 정보 공유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의 설계와 실증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보증 시스템 구축 및 활동

- 주요 핫셀장비의 기술사양 검토 및 구매/발주 완료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실증시설의 설계자료는 3단계 연구(2004∼2006년)에서 계획된 실증시설의 확보를 위

한 조사재시험시설 예비핫셀의 보완공사와 부대설비 및 공정장비의 제작, 구매/설치

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안전성분석 및 환경 향평가 자료들은 정부로부터의 인허가를 위한 심사자료로 제출

되어 실증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자료로 활용하며, 3단계 및 이 후 실

증시설의 운 을 위한 기준자료로도 활용

- 연구 및 실적물 관리시스템(SMATER)과 품질보증시스템은 시스템형 과제에서 요구

되는 세부과제간 업무 연계 및 실증시설의 보완공사, 주요 기자재 구매/제작 및 설치

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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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기술(Advanced SF Conditioning Process: 

ACP)은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여, 고발열성 핵종(Cs, Sr)을 효율적

으로 제거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발열량 및 방사선의 세기를 최대 1/4

까지 감소시키고, 처분용기의 소요량과 처분장의 소요면적을 1/2 이상으로 축

소시켜 처분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이 기술은 환경 

친화적이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고, 미래 지향적인 건식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인하여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차기 연구단계에서는 이를 구체화할 ACP 공정 실증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의 수행을 위해서는 공정특성을 고려

한 새로운 α-γ type 핫셀 및 부대시설이 필요하나 신규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많은 재원과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의 

β-γ type 예비핫셀을 ACP 공정의 특성 및 용도에 맞게 개조하여 활용키로 

하 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 핫셀의 개조 및 부대설비의 설치를 위한 요건 설

정, 기본 및 상세설계, 시설의 안전성분석 등을 수행하여 시설의 인허가 및 보

완공사 준비를 완료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특성과 기존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실

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실증시설(핫셀 및 부대시설) 설계요건 확립 및 

개념설계

- 실증시설의 보수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분석 및 환경 향평가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시공을 위한 각 분야별 기본설계 및 상

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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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시설 공사 및 시설운 을 위해 과기부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원자력

안전기술원(KINS) 심사자료를 법적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인허가 획

득

- 실증시설 핫셀에 설치되는 납기가 긴 주요 장비에 대한 기술사양서 작성 

및 구매, 발주

- 시스템형 과제인 대과제 전체의 연구 및 사업관리를 위한 서버 구축과 운

, 그리고 설계의 품질보증체계 구축 및 품질보증 업무 수행

Ⅳ. 연구개발결과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공정조건, 공정설비, 운전특성을 분석하고 기술 평

가를 통하여 분야별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실증시설(핫셀 및 부대설비)의 

설계요건을 확립하고, 기본설계와 실증시설의 시공 및 설비 구매를 위한 

도면, 시방서 등 상세설계를 수행하 으며, 기술검토를 통하여 설계기준요

건이 충족됨을 확인하 다.

- 실증시설의 설계자료를 기준으로 시설의 안전성 분석 인자를 공정특성에 

따른 방사선 차폐, 핵임계, 구조, 화재, 독성 등으로 구분하여 각 인자들의 

예상 가능한 사고조건에서의 시설의 안전성을 분석하 으며, 이를 통해 

실증시설의 설계내용이 국내외 규제 및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방사선 및 

일반 위해로부터 보수적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 다.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 취급할 방사선원 평가를 포함하여 정상운전과 

운전 중 예상되는 사고시 주변 환경으로 방출될 수 있는 방사선에 의한 

향을 예측하기 위한 피폭선량평가를 수행하 으며, 실증시설이 환경

향평가에 대한 국내외 규제 및 기술기준들을 만족하고 시설은 물론 시설 

주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 설계자료와 안전성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실증시설 공사와 운 을 위한 원

자력법에 규정된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고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사전협의 후 IMEF 건설․운  변경허가서를 접수하 으며, 원자력안전기

술원의 심사를 완료하 다.

- 실증시설의 핫셀 내에 설치되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장치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작을 위해 원격조종기와 차폐창에 대한 공정장치의 운전특성, 

vendor 자료, 견적서 등을 검토하여 기준모델을 선정하 고, 구매/발주를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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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효율적 실증을 위하여 연구 및 실적물 관리시스템

(SMATER)을 구축하여 연구개발에 적용하 으며, Project 2002 Server로

의 upgrade 및 1차년도에 구축된 MS Windows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한 

공유폴더 방식에서 보다 효율적인 MS Sharepoint Team Services를 활용

한 웹 방식으로 시스템을 보완/구축하 다. 이를 통해 대과제 내 세부과

제 간 interface 조정과 정보 공유를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시스템형 과제 수행을 가능토록 하 다.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설계 및 구매, 시공을 

위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를 ASME NQA-1의 기준을 적용하여 작

성을 완료하고, 실증시설의 기본 및 상세설계와 주요 핫셀장비 구매/발주

에 적용함으로써 설계자료 및 구매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 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실증시설 설계자료는 3단계 연구(2004∼2006년)에서 계획된 차세대관리 종

합공정 실증시설(핫셀 및 부대설비)의 확보를 위한 조사재시험시설 예비

핫셀의 보완공사와 주요설비 및 공정장치의 제작, 구매를 위한 자료로 활

용된다.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및 실증시설의 안전성분석 및 환경 향평가 자료들

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인허가를 위한 심사자료로 제출되어 

실증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입증하는 기술기준 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실

증시설의 안전한 운 을 위한 기준자료로도 사용된다.

- 본 연구에 적용된 설계기준과 안전성분석 및 환경 향평가 자료들은 핵연

료주기 건식공정의 연구개발을 수행 중에 있는 타 연구과제의 실증시험을 

위한 시설의 설계기준자료와 안전성분석기술 자료로도 활용된다.

- 연구 및 실적물 관리시스템(SMATER)과 품질보증시스템은 시스템형 대

과제에서 요구되는 세부과제간 업무 연계 및 실증시설의 구매/제작, 설치 

및 인허가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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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Experimental Facilities for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Technology

Ⅱ. Objectives and Necessities of the Project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ACP), proposed to reduce the 

overall volume of the PWR spent fuel and improve safety and economy of the 

long-term storage of spent fuel, is under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technology convert spent fuels into pure metal-base uranium with removing the 

highly heat generating materials(Cs, Sr) efficiently and reducing of the decay heat, 

volume, and radioactivity from spent fuel by 1/4. The successful result of this 

project could help reduce the required disposal vault area and the number of 

disposal packages by 1/2, and increase disposal safety and economical efficiency.  

And also, this technology contributes to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treatment of 

spent fuel and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with 

proliferation resistant.

In the next phase(2004~2006), the demonstration of this technology will be 

carried out for verification of the ACP in a laboratory scale. For this 

demonstration, the hot cell facilities of α-γ type and auxiliary facilities are 

required essentially for safe handling of high radioactive materials. For the 

acquisition of the hot cell facilities for the ACP demonstration, an existing β-γ 

type hot cell in IMEF will be refurbished to minimize construction expenditures of 

hot cell facility. 

In this study, the design requirements were established, and the process detail 

work flow was analysed for the optimum arrangement to ensure effective process 

operation in hot cell. And also, the basic and detail design of hot cell fac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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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and safety analysis were performed to secure conservative safety of hot 

cell facility and proces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The main goals of this project are establishment of the design requirements, 

the basic & detail design of the hot cell facilities, and acquisition of the 

government license for hot cell facilities construction for demonstration of the 

ACP.

- Establishment of the design requirements and the conceptual design of hot cell 

facilities with considering process characteristics of the ACP and circumstances 

of existing IMEF future hot cell

- Safety analysis & Environmental evaluation on operation of the ACPF for 

assuring conservative safety of the hot cell facilities

- The basic design & detail design for construction of hot cell and auxiliary 

facilities and installation of process equipments

- Preparation of documents for license acquisition of MOST and safety 

investigation of KINS, prerequisites for construction of hot cell facilities and 

hot test of the ACP

- Preparation of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ordering for procurement of long 

delivery equipments(MSM, Shield windows) which will be installed in hot cell

- Installation & Operation of SMATER Server which is utilized for effective 

management, project schedule control, common application of research outputs, 

interface control inter sub-projects, etc.

- Quality control and assurance to design works of hot cell facilities and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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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 In this study, the design requirements are established, and the process detail 

work flow was analysed for the optimum arrangement to ensure effective 

process operation in hot cell. The basic design and detail design for 

construction of hot cell facility and installation of process equipments were 

performed to secure conservative safety of hot cell facilities and process. The 

design data(drawings and documents for construction and procurements) were 

confirmed to meet to design requirements and design standard in each 

technical fields.

- In this study, the hot cell facilities for demonstration of the ACP meet to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 standards and acquired conservative safety 

for radiation & general hazard by accident analysis in conditions which are 

predictable in radiation shield, seismic, chemical toxic hazard and fire, etc.

- Environmental evaluations for radiation dose in normal operation and accident 

case were performed in order to acquire safety margin for hot cell operators 

and residents around the facility site. Evaluation results satisfied all national 

regulations & standards and NRC guides.

- Documents for license acquisition of governments were submitted to KINS 

through MOST, and the safety of hot cell facilities for ACP demonstration 

was proved in investigation of KINS.

 

- Radiation shield windows and MSMs(Master Slave Manipulators) which are 

inevitable for operator's safety and efficient operation of process equipments in 

hot cell respectively were chosen by technical evaluation of vendors and 

reference models. And these equipments were ordered already for timely 

delivery on construction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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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Sharepoint Team Services program updated SMATER server which 

had been constructed to manage research progress, by using Web-based 

network protocol and it made it possible for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to 

communicate more easily, transfer data quickly, and rely on data certainly.

- Quality assurance plan & procedure documents which are applied to ASME 

NQA-1 standard enhanced design data reliability.

V. Proposal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 This results will be utilized for refurbishment of IMEF future hot cell and 

installation of process equipments, and manufacturing and procurement of hot 

cell auxiliary equipments. The hot test for demonstration of the ACP, planned 

in the 3th phase R&D step(2005~2006), will be performed in this hot cell 

facility.

- Environmental evaluation of radiation dose will be presented to inspection 

institute for facility operation permission, expected to prove facility safety and 

used for standard data in operating facility.

- All data for design and safety analysis could help other research projects 

examine their processes by considering ACP data as design standard & safety 

analysis data of them.

- SMATER server & quality assurance system make it efficient for work 

cooperation between project teams and every action including equipment 

purchasing, manufacturing, installation and permission, to exe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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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001년 말 현재 국내에서 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총 16기로서 발전시

설 용량의 합계가 1,372만 kW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 발전실적 통계에 의하면 

원자력에 의한 발전량은 112,133백만 kWh로서 전체 발전실적의 약 40 %를 차지

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국내 여건상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개

발이 쉽지 않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증가에 대한 상당부분을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 하여 2015년까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12기

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이 계획되어 있어 2015년에는 원자력에 의한 발전량

이 약 45 %에 이를 전망이다[1].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게 되며,  국내 각 원

자력 발전소에서 보관 중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누적량은 2002년 말 기준으로 

경수로용 사용후핵연료의 경우는 2,893 MtU, 중수로용 사용후핵연료의 경우는 

3,089 MtU이며, 2020년에는 사용후핵연료의 누적예상량이 경수로용 사용후핵연료

가 9,497 MtU에 이르고, 중수로용 사용후핵연료는 9,118 MtU에 이를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은 원자력 발전소 호기 간 이송 저장 및 

repacking 또는 발전소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 운 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

고 있으나 기존 저장시설이 2010년 이후에는 포화상태가 되어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장의 확보는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최

근의 폐기물 부지 선정에 따른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장의 확보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할 과제이나 

현실적으로 국내 여건이 낙관적이지 않음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

분장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원자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우

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관련 분야의 기술 개발이 적극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직접처분을 위한 대상으로 보면 고

준위 폐기물이지만 유용한 원소의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소중한 에너지 자원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후행핵연료주기에 대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폐기

물 구처분장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는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높이며, 유용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기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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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기술의 하나로 본 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 ACP)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이 ACP 종합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Fig. 1-1에 표기된 공정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Fig. 1-1. Conceptual diagram of 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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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정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고, 고발열성 핵종(Cs, 

Sr)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발열량 및 방사선의 세기를 최

대 1/4까지 감소시킴으로써, 처분용기의 소요량과 처분장의 소요면적을 1/2 이상

으로 축소하여 처분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은 환경 친화

적인 기술로서 핵확산 저항성이 높고, 미래 지향적인 건식 핵연료주기 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다. 

공정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미조사 핵연료를 대상으로 수행된 공정의 특성

들을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한 실증시험을 수행하여야만 비로소 그 기술을 완

성할 수 있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의 수행을 위해서는 공정특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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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α-γ type의 핫셀 및 부대시설이 필요하나 신규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에 위치한 

예비핫셀(β-γ type)을 ACP 공정의 특성 및 용도에 맞게 개조하여 활용하기로 하

다. 특히, ACP 공정의 경우는 방사선 준위가 매우 높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의 

조건에서 LiCl-Li2O 용융염 매질 하에서 취급하게 되므로 일반 핫셀에 비해 강화

된 기 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일부 공정은 불활성 분위기(Ar) 하에서 취급해야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후 조사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소규모 시험들은 수행되었으나 ACP 공정과 유사한 고온의 용융염 매질 하

에서의 화학처리 공정의 설계 또는 실증시험의 경험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CP 공정의 실증을 위한 핫셀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기위하

여 ACP 공정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시설 설계요건을 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증시험을 수행할 공정조건, 공정장치별 특성, work flow를 상세히 분

석하여 보수적인 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공정 운전 등을 고려한 핫셀 및 부대

설비와 공정기기들의 구성과 배치를 최적화 하 다. 또한 차세대관리 종합 실증공

정 및 핫셀 개조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안전성분석과 환경

향평가를 수행하 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효율적 실증을 위하여 연구 및 실

적물 종합관리시스템(SMATER)도 구축하 다. 이 시스템은 MS Sharepoint 

Team Services를 활용한 웹 방식으로 대과제 내 세부과제 간 interface 조정과 

정보 공유를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연구자 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토록 하 다. 또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설계 및 구매, 시공을 위한 품질보증 계획서 및 품질보증절차서

를 ASME NQA-1의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을 완료하고, 실증시설의 기본 및 상세

설계와 주요기기 구매/발주에 적용함으로서 과제 실적물에 대한 품질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차기 3단계 연구기간(2004.3 ∼ 2007.2) 동안에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이 Fig. 1-2 전체조감도와 Fig. 1-3 핫셀 조감도와 

같은 모습으로 설치되고, 이 시설을 이용하여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이 

수행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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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Bird's-eye view of ACP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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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Bird's-eye view of ACP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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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서 론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공간과 원격 조작장치 및 환기설비 

등의 설비를 갖춘 핫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핫셀은 일반적으로 β-γ type과 

α-γ type으로 구분되며, 핫셀 내의 불활성 분위기 제어 여부에 따라서 공기 분위

기 핫셀과 불활성 분위기 핫셀로 구분된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과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Pu과 같은 α 핵

종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α-γ type 핫셀이 필요하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핵심공정인 금속전환공정의 처리방법이 당초 ANL과 같은 리튬을 사용하는 금속 

환원 방법을 적용할 경우 리튬 금속이 가지고 있는 위해성과 자발적 반응성 때문

에 핫셀의 분위기를 불활성 분위기로 제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활성 분위기 유

지를 위한 시설비 및 운 비가 많이 소요되며, 요구되는 수분 및 산소의 함량(약 

100 ppm)을 충족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2단계 연구결과 금속전

환공정의 처리방법이 전기화학적 환원 방법으로 개선됨에 따라 다량의 리튬을 사

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을 위한 핫셀은 공기 분

위기 핫셀로 설계하 다.

핫셀 시설의 설계는 용도에 따라 규제되는 제반 법규에 적합하고 그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핫셀 내에 설치되는 공정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용도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전 기능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설계 

기술은 풍부한 설계 경험과 각종 설계 요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으며, 또한 핫셀 건설 및 운 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설계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핫셀 설계기술 및 핫셀시설 현황을 조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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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핫셀 설계기술 

1. 차폐설계

핫셀 전면은 작업자가 핫셀 운전을 위해 상주하는 구역이므로, 이 구역의 방

사선 허용 선량은 원자력 법규 및 지침에서 규제하는 규제치 이하가 되도록 방사

선을 차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핫셀 전면의 상시 작업구역에서의 방사

선 허용선량은 1주일 작업 시간을 40시간으로 보아 2.5×10-5 ㏜/h 이하로, 그리고 

핫셀 후면 등 작업자가 일시적으로 작업하는 구역의 방사선 허용 선량은 작업시

간을 고려하여 상시 작업 구역의 5∼10배 범위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규제 선량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핫셀 차폐는 시설 구조, 방사성 차폐재료, 선원량, 선원 형태, 선원 위치 그리고 

선원의 에너지 스펙트럼 등을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계산하는데, 원칙적으로 차폐 

계산에서 사용하는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다.

- 선원량 : 핫셀에서 취급하는 최대 선원량

- 선원의 에너지 스펙트럼 : 실제 선원이 갖고 있는 에너지 스펙트럼

- 선원 형태 : 점 선원, 선 선원, 원주상 선원 등 실제 선원과  유사한 

형태 

- 선원 위치 : 핫셀 벽면으로 부터의 이격 거리

그러나 위와 같은 원칙적인 조건으로 핫셀 차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계산이 

대단히 복잡하므로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핫셀 차폐능을 계산하고 있다.

- 선원량 : 핫셀에서 취급이 예상되는 최대 선원량

- 선원 에너지 스펙트럼 : Co60의 γ-선 에너지 또는 주요 핵종 중에 고

에너지 준위를 갖는 핵종

- 선원 형태 : 점선원

- 선원 위치 : 핫셀 벽면에서 30 ㎝ 떨어진 거리

차폐 계산은 핫셀 벽 외에도 shielding window, shielding door 및 각종의 대형

물의 매설 부위에 대해서도 수행한다. 차폐벽이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각종 대형 

매설물이 관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폐능을 크게 설계하면 매설물에 따른 차폐 

보강이 간단한 이점이 있다. 차폐 재료는 핫셀의 사용 목적 및 규모에 따라 다르

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료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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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콘크리트(비중 2.2 g/㎤)

- 중량 콘크리트(heavy concrete, 비중 3.5 g/㎤ 이상), 

- 철판(steel plate, 비중 7.8 g/㎤)

- 납판(lead plate, 비중 11.3 g/㎤)  

핫셀을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차폐능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각 핫셀 

별로 취급하는 최대 선원량을 기준으로 차폐 계산을 하여 핫셀 벽의 두께 또는 

차폐 재료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핫셀 건설에서 이와 같은 방

법을 사용하면 차폐 재료의 비용뿐만 아니라 차폐창 등의 설비 규격도 작아지므

로 건설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동일한 핫셀에서도 부위에 따라 적절한 차폐재

를 선택하면 건설비를 낮출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납 유리창 및 원격조종기가 설

치되는 핫셀 전면은 중량 콘크리트로, 그리고 후면 등은 일반 콘크리트로 설계하

면 건설비가 절감된다(중량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가격 면에서 15∼

20배의 차이가 있다). 그 외에도 고연소 핵연료나 혼합 산화물핵연료 등을 취급하

는 시설에서는 중성자 누설을 막기 위해 수소, 산소, 탄소 등이 함유된 파라핀 또

는 gel 재료 등을 차폐 재료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2. 차폐창(Shielding Window)

차폐창은 핫셀 건설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차폐창 설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설계 경험의 축적이 적

은 경우에는 핫셀 전면의 작업구역 측에서의 차폐창 치수(size), 차폐능, 작업 시

계, 투과율 등 기초적인 설계만 하고 그 외의 구체적인 설계는 차폐창 제작 전문

업체에게 요구 조건에 맞도록 의뢰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차폐창을 통해 핫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계는 최대 시계보다는 차폐창

에서 20∼40 ㎝ 떨어진 실제 작업 위치에서의 핫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

계가 중요하며, 최대시계(extreme view)는 차폐창이 큰 경우에는 좌우 70˚, 상하  

60˚, 표면에서 30 ㎝ 떨어진 곳의 표준시계(normal view)는 좌우 30˚ 정도를 일반

적으로 취하고 있다[2].

차폐창에 사용하는 납유리는 비중이 6.2 g/㎤인 것까지 생산되고는 있지만, 콘

크리트 핫셀의 경우에는 비중이 3.23∼5.2 g/㎤ 사이의 여러 납유리 판을 조합하

여 빛의 굴절이 가능하면 작도록 설계한다. 납유리의 비중에 따라 굴절률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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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납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고, 굴절률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핫셀에 설치되는 차폐창의 납유리 판은 사용 중에 방사선에 의한 손상이 일어나

서 노란색으로 납유리의 색이 변화하므로 사용기간의 증가에 따라 빛의 투과율이 

감소한다. 따라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납유리는 내방사선 재료인 CeO2가 첨가된 

내방사선 무착색 납유리 판을 사용하며, 핫셀 차폐창의 납유리는 도가 6.2 g/㎤

인 납유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납유리판에 CeO2를 첨가한다.

3. 원격조종기(MSM) Coverage

원격조종기는 기능에 따라 MSM, Tong, Servo-MSM 등 여러 가지 타입이 

있으며 핫셀 내에서 취급하는 부하 중량물에 따라서도 light duty MSM, standard 

duty MSM (10 ㎏), heady duty MSM (23 ㎏), rugged-duty MSM (45 ㎏)으로 

구분된다.

원격조종기의 coverage는 핫셀 내의 모든 구역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핫셀 내에서 원격조종기의 작동 범위는 

차폐창의 시야각(view angle)과 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 사항으로 원격조종기의 

coverage를 차폐창의 시계와 분리해서 설계할 수는 없다. 원격조종기의 coverage

가 충분해도 차폐창의 시야각이 좁아서 보이지 않는 부위가 생기면 작업이 힘들

며, 또한 원격조종기의 coverage를 작게 설계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불편한 자세

로 작업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원격조종기는 작업자가 불편하지 

않은 자세에서 작업할 수 있는 범위로 작동 반경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핫셀 설계 경험이 적은 설계자가 단지 시방서 및 기기 설명서만으로 작동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핫셀 건설 후에 작업 구역이 원격조종기의 작동 범위 밖으

로 벗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를 갖고 핫셀의 운 경험이 

많은 작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해야 한다. α-γ type 핫셀에는 이중 기

이 유지되는 seal type MSM을 설치하여야 한다.

4. Shielding Door

핫셀에는 운 을 위한 장비 및 핵물질의 출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rear 

door, inter-cell door, roof door 등 각종 차폐문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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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ear Door

핫셀 rear door는 핫셀기기의 유지/보수 및 핫셀 내부의 제염 작업 등 핫

셀 내부 작업이 요구될 때 작업자가 핫셀을 출입하기 위해 핫셀 후면 벽에 설치

되며, 크기는 콘크리트 구조의 대형 핫셀에서는 보통 1 × 2 m 크기 이고 차폐능

은 핫셀 뒷벽과 동일하게 설계한다. 그리고 문과 문틀(door frame) 사이에서 방사

선 누출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고연소 사용후핵연료나 혼합산화물 핵연료

(MOX fuel)를 취급하는 핫셀에서는 문과 문틀 사이에서 중성자 누출이 일어날 

위험성이 크므로 이의 차폐도 설계에서는 고려해야 한다. 핫셀 뒷문의 개폐 방식

으로는 step-back 방식과 hinge 방식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핫셀 내부에서

도 문을 열 수 있는 비상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좋다. 핫

셀 내의 방사선 강도가 설정치(일반적으로 10-3 ㏜/h) 이상에서는 문이 개방되지 

않도록 interlock 장치를 설치하여 방사선 강도가 설정치 이하일 때만 작업자가 

핫셀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나. Inter-cell Door

Inter-cell door는 핫셀 셀간벽에 설치하는데, in-cell crane의 bridge가 통

과하는 문(crane gate)과 크레인이 통과하는 문(crane door)이 한 조로 구성되어 

벽 상부에 설치하는 대형문과, 그리고 시료 등 소형물의 핫셀 간 운반에 이용하기 

위해 핫셀 작업대와 같은 높이로 하부에 설치하는 소형문 등이 있다. 대형문의 형

태로는 crane gate가 천정벽을 통하여 상하로 움직이는 상하 구동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crane door에서는 대형이면 슬라이드 방식이, 그리고 중형이면 hinge 방

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 기기가 설치된 오염 핫셀에 작업자가 출입하

기 위해서는 crane door를 크게 설계하여 오염 기기의 핫셀 간 이송을 간편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다. Roof Door

Roof door는 대형 핫셀기기 또는 설비를 핫셀에 반입 또는 핫셀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핫셀 천정벽에 설치하는 문으로 보통 hatch식으로 되어 있다. 이 

차폐문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순히 핫셀 천정벽의 일부가 되는데 건설비의 추

가도 없으므로 가능하면 충분한 크기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핫셀 roof door에는 

방사성 물질 수송용기 등 중량물이 장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구조 

강도도 설계 시에 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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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ask Adapter

Cask adapter는 방사성 물질을 핫셀 내부로 반입하거나 또는 핫셀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 핫셀 천정벽 또는 후면벽 등에 설치하는데, 여기에 방사성 물질 

수송용기를 장착하여 방사성 물질을 핫셀에 반입 또는 핫셀에서 반출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해야 하며,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예방하기 위해 inter-lock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Cask 

adapter는 슬라이드식 개폐문, 관통구(transfer hole), 차폐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개폐문 주위에는 차폐체를 보강하여 방사선 누출이 없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핫셀 천정벽에 설치하는 수송용기 adapter의 inter-lock 장치는 보통 기계적 

장치로 설계하는데, cask adapter위에 cask가 장착될 경우에 한하여 접합부의 차

폐문이 개방될 수 있는 간단한 pin형 inter-lock 장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5. Sleeve 및 Penetration

가. Toboggan

핫셀에서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약 등 소형물을 자주 핫셀 내부로 반입해

야 하는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 핫셀 전면벽에 소형물 투입구(toboggan)를 설치하

는 것이 핫셀 작업에 편리하다. 이 투입구는 보통 6 inch 이상의 스테인레스 관을 

반나선형으로 가공하여 핫셀 전면벽에 매설하는데, 작업 시에 방사성 물질의 유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형물을 핫셀 내로 투입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며, 핫셀 내

부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Toboggan 매설 시에는 

차폐 문제로 인한 방사선의 누출이 없어야 하므로, toboggan은 보통 핫셀 line의 

측면 벽 또는 핫셀 간 사이 벽을 통해 매설하는 경우가 많으며, 방사선 누출이 있

으면 납 또는 철판으로 차폐 보강을 해야 한다.

나. 각종 Sleeve

핫셀 벽에는 원격조종기 설치를 위한 wall tube, periscope 설치용, 핫셀기

기 조작용, 예상되는 추가 공급용 등으로 각종 sleeve를 매설하는데, 원격조종기 

설치용으로는 보통 직경이 8∼10 inch 사이의 sleeve가 매설된다. 그리고 

periscope 설치용으로는 10 inch 직경의 sleeve를 매설하면 거의 대부분의 

periscope를 핫셀에 설치할 수 있다. 핫셀 기기 조작용으로 설치하는 sleeve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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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상세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하면 건설 완료 후 기기 작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계 시에 각별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된다.

다. Penetration

핫셀 운전 및 핫셀 내에 설치되는 장치에 필요한 배선, 급배수 설비 및 

소화 설비 등 각종 유틸리티 공급에 필요한 매설관을 핫셀 전면 벽 또는 후면 벽

을 통하여 매설하는데, 매설 위치는 방사선 누출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매설관은 보통 0.5∼2 inch 직경의 스테인레스 관을 S형으로 가공하여 

설치하는데, 보통은 몇 개를 함께 모아 집합체 형태로 제작하여 핫셀 벽에 매설한

다. 그리고 매설 시에 핫셀 벽의 차폐 문제로 방사선 누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는 납 또는 철판으로 핫셀 벽을 부분적으로 차폐 보강해야 한다.

6. 환기설비

핫셀 시설은 방사성 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시설과는 특이한 급배기 설비를 갖고 있다.  

또한 핫셀 시설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방사성 물질의 오염 가능성에 따라 여

러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오염정도에 따른 구역설정은 ISO 기준, 

UKAEA 기준, ORNL 기준 등이 서로 유사하며, ISO 기준을 근거한 구역 설정은 

Table 2-1의 표기 내용과 같다[3].

Table 2-1. The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zones for design

구  분 구    역

Zone 4

(Red zone)

핫셀 및 glove box 내부

(정상상태에서 모든 access 차단)

Zone 3

(Amber zone)

공정장치의 조작 및 유지, 보수

(오염지역, 핫셀 open시 오염 가능지역)

Zone 2

(Green zone)

일반 작업구역, 실험실 등

(정상 운전상태에서 비오염 구역)

Zone 1

(White zone)

일반 사무실

(청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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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의 공기 흐름은 방사성 물질의 오염 준위가 낮은 구역에서 오염 준위가 

높은 구역으로 흐르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에 유입된 공기를 재순환하는 방식과 

재순환시키지 않고 바로 방출하는 once-through 방식이 있다. 재순환 방식은 에

너지 절약 측면에서 유리하나 오염도가 축적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근에

는 시설의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면서 once-through 방식을 적용하고 있

다. 핫셀 시설은 내부 공기의 오염도 저하 및 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압 상태에서 운전해야 하며, 오염도에 따른 구역설정에 따라 시설 내 각 

구역의 부압 크기 및 환기 횟수 기준은 일반적으로 Table 2-2와 같다[4].

Table 2-2. Design basis of air changes and negative pressure

구 역 환기  횟수 부 압

Zone 4

핫셀 : 20 ∼ 40 회/시간

Wet glove box : 15 회/시간

Dry glove box : 6 회/시간*1)

-25 ∼ -50 mmAq

(-8 ∼ -25 mmAq)
*2)

Zone 3 15 ∼ 20 회/시간 -10 ∼ -30 mmAq

Zone 2 12 회/시간 -2.5 mmAq

Zone 1 일반건물 (3 ∼ 5 회/시간) 기준 AMB

*1) : 분말 취급공정에서 지나친 환기횟수는 분말의 부유 유발

*2) : IAEA 권고 수치

* Transition zone은 인접 고준위 지역 기준

가. 급기계통

시설 전체로 보면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는 prefilter 및 HEPA filter를 통

해 정화된 다음 방사성 물질의 오염 준위가 낮은 구역에서 오염 준위가 높은 구

역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방사성 물질 취급 작업이 수행되는 핫셀을 향하여 

흐르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고 있

다. 각 구역에 설정된 부압은 급배기 풍량을 조절하여 유지하고, 각 구역을 통한 

공기는 정화장치(filter bank)에서 충분히 방사성 물질을 여과시킨 후 시설 외부로 

배기시킨다. 유입된 공기는 시설에 설치된 설비 및 기기류의 양호한 보전을 위하

여 적정의 온도와 습도로 조절해야 하는데, 유입 공기의 온도와 습도는 하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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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0 %, 그리고 동절기에는 20 ℃, 40 %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설이 

대규모인 경우에는 시설 내부를 사무실, 작업 구역, 핫셀 등 여러 구역으로 구분

하여 각 구역에 맞는 온․습도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나. 배기계통

배기계통은 크게 핫셀 배기계통과 그 외 구역의 배기계통으로 양분되는

데, 어느 경우든 원자력 법규의 규제치에 맞도록 충분히 방사성 물질을 여과시킨 

후 시설 외부로 배기하도록 되어 있다. 배기가스 규제는 과거에는 각 시설별 독립

적으로 규제하 으나 최근에는 동일 지역 내에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독

립적이 아니고 이른바 총량 규제 방식으로 지역 전체에서 배출되는 모든 배기 기

체를 종합하여 방사성 물질 농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배기 정화

장치(filter bank)는 prefilter, HEPA,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charcoal filter 등으

로 구성하고 있다. 시설 전체의 총배기량은 일반적으로 시설 내 각 구역의 냉․온

방 부하 및 공기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설정하는 환기 회수로 결정하는데, 이것에 

의해 배기 설비의 용량이 얻어진다. 배기 정화장치는 배기 용량, 각 배기 계통에

서 배기되는 가스의 종류 및 운전 보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내화성 및 내수성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 핫셀 급배기 계통

핫셀 배기는 핫셀 전체를 한 개의 배기 계통으로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경

우와 핫셀 개개의 배기 계통으로 분리하여 설계하는 분리 계통의 경우가 있는데, 

핫셀 전체를 한 개의 배기 계통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용이 절감되며, 핫셀 개

개의 배기 계통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핫셀 부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편리하

다. 한 개의 배기 계통으로 핫셀 배기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핫셀 간에 부압차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오염도가 높은 핫셀의 배기량을 크게 하여 오염도가 높은 핫

셀의 공기가 오염도가 낮은 핫셀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핫셀

의 부압 유지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핫셀 자체의 공기 누설로, 급배기 계통의 양

호한 운전만으로는 핫셀 부압을 유지하는데 한도가 있다. 그리고 핫셀 뒷문 등 각

종 차폐문이 개방될 때에는 유입 공기가 많아지므로 통상의 배기량으로는 부압 

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차폐문의 개방 시에는 개구 부위의 유입공기 면속도(hood

의 경우는 보통 0.5 m/s로 설정)를 기준으로 핫셀 배기량을 결정하거나 예비 배

기설비를 가동하여 개구 부위의 공기유입 면속도를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설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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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리고 핫셀의 부압 상태를 상시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부압이 2 mmAq 이하인 경우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핫셀의 공기 유입구 및 배기구에도 filter bank를 설치하는데, 작업 내용에 

따라 iodine이 유출되는 배기구 filter bank에는 활성탄 filter를 설치해야 한다.  

핫셀 배기구의 filter 장치 접합성이 불량하여 bypass flow가 생기게 되면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핫셀 외부로 유출하여 방사선 차폐를 하지 않는 주배기 정화장치

에 집적되어 주변에 방사선 선량을 높이게 되므로, 핫셀배기 가스 중 방사성 물질

은 반드시 핫셀 내부에서 제거하여 주배기 정화장치(filter bank)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를 낮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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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외국의 주요 핫셀 시설현황

1. 일본 RFEF(Reactor Fuel Examination Facility)

일본의 RFEF는 일본원자력연구소 Tokai 연구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PWR, 

BWR 및 ATR에서 연소된 상용 핵연료의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건설하 다.  

이 핫셀은 원자로에서 40,000 MWd/MtU로 연소시킨 후 저장 수조에서 약 100일

간 냉각시킨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다

음과 같은 내용의 핫셀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 핵연료의 안전 검사 및 기준화에 필요한 시험

- 사용 연료 및 재료의 건전성 시험

- 손상 연료의 시험 및 파손 원인 규명

- 핵연료 및 피복관 재료 개발에 관한 시험

이 시설은 1979년에 완공되었는데 상용 발전로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시험과 

집합체에서 인출한 핵연료봉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파괴시험을 위하여 6개의 β-γ 

type 콘크리트 핫셀, 2개의 α-γ type 콘크리트 핫셀과 그리고  2개의 β-γ type 

납셀과 2개의 α-γ type 납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핫셀 현황은 Table 2-3과 같다.  

RFEF의 α-γ type 콘크리트 핫셀은 연구용 원자로에서 조사된 (Pu,U)C 혼합탄화

물 연료의 조사후시험에 활용되는데, 2개의 핫셀로 구성되어 있다. 핫셀의 차폐벽

은 1.0 m 두께로 magnetite가 첨가된 고 도 중량 콘크리트(heavy concrete)로 

되어 있다. 핫셀은 혼합탄화물 연료의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순도 

Ar 분위기에서 운 하고 있으며, 각 핫셀은 stainless steel plate로 내부 벽을 

lining하여 높은 기 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핫셀의 설계 누설률(leak rate)은 -30 

mmAq의 부압 조건에서 4 %-volume/day 이하로 되어 있다. 각 핫셀은 고순도 

Ar 분위기에서 운전되도록 Ar gas의 정화설비, 급기설비, 배기설비 그리고 Ar 

gas 냉각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분열기체 포집을 위한 filter도 함께 설

치되어 있다. 핫셀 roof와 뒷면 벽에는 제염 준비, 기기 수리, 오염 기기와 폐기물

의 저장 그리고 air-line 플라스틱 방호복을 착용한 작업자의 핫셀 출입을 위해 

기 도가 유지되는 isolation box가 설치되어 있다. 원격조종기의 고장 시에는 제

염한 후 핫셀 뒷면 벽에 설치된 대형 glove box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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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The hot cells in RFEF

핫셀/수조
내부 치수 

(m)

차폐두께

(㎝)

차폐

재료

차폐능

(Ci)
기  능

Pool
10×6×15.5

(Depth)
9.6×107

연료 반입/반출

UTS, 외관검사

β-γ

핫셀

No 1 

W × D × H

8,5×3×12.6 120 

Heavy

concrete 
9.6×106

연료집합체/연료봉

비파괴 시험

No 2   6×3×7 120 " 9.6×106 연료봉 비파괴시험

No 3  10×3×7 120 " 9.6×106
집합체 해체

NaK 캡슐 해체

No 4   4×3×4.5 100 " 9.6×104
도측정

기계적 특성시험

No 5 2.5×3×4.5 100 " 9.6×104
연료봉 절단

Decladding

No 6   6×3×4.5 100 " 9.6×104
조직시험 시편준비

폐기물 처리

α-γ

핫셀

No 1   4×3×4.5 100 " 9.6×104 비파괴시험

No 2   6×3×4.5 100 " 9.6×107 파괴시험

β-γ

납셀

No 1 1.2×1×2 17.7 Lead 9.6×107 조직 관찰

No 2 1.7×1×2 17.7 " 9.6×107
조직관찰

미세강도 측정

No 3   2×1×2 17.7 " 9.6×107
Micro γ Scanning

Mosaic 사진

α-γ

납셀

No 1 1.5×1.8×2 17.7 " 9.6×107
Mosaic 사진

Autoradiography

No 2 1.3×1.8×2 17.7 " 9.6×107 조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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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FMF(Fuels Monitoring Facility)

일본의 FMF는 JNC(Japan Nuclear Cycle Organization, PNC의 전신)의 

O-arai Engineering Center에서 운 하는 핫셀로 고속증식시험로 JOYO에서 조사

된 MOX 연료집합체를 취급하는 시설로 α-γ type 핫셀과 α-γ 핫셀의 운 을 지

원하기 위한 β-γ type 핫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설은 시험용 대형 핫셀(α-γ

셀)과 그리고 제염용 핫셀(β-γ type) 및 clean 핫셀(β-γ type)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의 총면적은 7,610 ㎡이고 이 중 방사선 관리구역 면적은 5,100 ㎡이며, 핫셀 

현황은 Table 2-4와 같다.

Table 2-4. The hot cells in FMF

핫 셀
내부 치수

W × L × H

차폐 두께

(㎝)
차폐 재료

핫셀 

분위기

Examination Cell 6.0×19.5×7.0 110 
Heavy

Concrete 
Nitrogen

Decontamination Cell 6.0×6.0×7.0 110 " Air

Clean Cell 6.0×6.0×7.0 110 " Air

Radiography Cell 11.5×6.0×4.2 160 
Ordinary

Concrete 
Air

Metallography Cell

 ∙ Preparation Cell

 ∙ Observation Cell

1.68×2.65×1.70 

1.38×2.34×1.70 

 

0.35 

0.35 

 

Steel 

Steel 

Nitrogen

Nitrogen

콘크리트 핫셀의 높이는 7 m로 집합체를 수평으로 놓은 상태로 냉각, 제염 및 

실험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작업 구역에는 24개의 차폐창과 48개의 원격조종기가 

설치되어 있다. 1층 실험실 내에는 철판으로 제작한 금속조직 시험용 핫셀이 있으

며, X-선 micro-analyzer, SEM, 금속현미경 및 ion micro-analyzer 등이 설치되

어 있는데 제염셀과 pneumatic system으로 연결되어 있다. 시험용 핫셀은 연료집

합체를 시험하기 위한 대형 α-γ type 핫셀(6 × 19.5 × 7 m)로 고순도의 질소(수

분, 산소의 농도를 각각 100 ppm 이하로 제한) 분위기에서 운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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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에 설치된 tunnel을 통해 제염용 핫셀로 시료 및 장비의 이동이 가능하

며, 핫셀 장비의 수리는 핫셀 roof에 설치된 repair room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제염용 핫셀은 β-γ type 핫셀로 시험용 핫셀에서 운반된 핵연료, 기기 및 폐기물 

등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 용기에 봉입하거나 또는 제염 등을 할 수 있도록 

can 용접 장치, 세척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핫셀 roof에 설치된 hot repair 

room에서 장비 등을 수리하고 있다. Clean 핫셀은 β-γ type 핫셀로 JOYO의 연

료 냉각 수조(pool)로부터 집합체를 인수하거나 또는 연료집합체를 재조립하여 반

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3. 일본 Alpha-Gamma Facility (AGF)

일본의 AGF는 FMF와 같이 JNC(Japan Nuclear Cycle Organization, PNC의 

전신)의 O-arai Engineering Center에서 운 하는 핫셀로 AGF는 고속증식로용 

혼합산화물(MOX) 연료의 조사후시험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며 금속조직 검사, 연

소율 측정, 방사화 분석 및 물성 측정 등의 주요 시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험

시설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으며 총면적이 4,491 ㎥으로 핫셀 현황은 

Table 2-5와 같다. AGF 핫셀은 이용률을 높이고 오염 혹은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iron box 형으로 되어 있으며, 핫셀들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Inner-box 형의 핫셀은 콘크리트 셀 내부에 기  유지를 위한 stainless steel로 

설치된 inner box가 있으며 내부에는 각종 시험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1번에서 9

번까지의 핫셀에는 14개의 창이 있으며 각 창마다 MSM 원격조종기 혹은 tong 

원격조종기가 설치되어 있고, 핫셀의 하단에 있는 magnetic conveyor로 핫셀 간

의 시료를 운반한다. 11번에서 18번까지의 핫셀은 inner box 형이며 차폐체는 납

과 철로서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8개의 창과 각 창마다 MSM 원격조종기 혹은 

tong이 설치되어 있다. 시료는 pneumatic system으로 반입되며, 인접 box 사이를 

관통하여 설치된 자동차로 핫셀 간의 시료를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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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The hot cells in AGF

핫  셀
내부 치수

W × L × H

차폐 두께

(㎝)

차폐 재료 핫셀 기능

Loading Cell 1.65×1.5×1.95  15 Lead 반입

1-1 & 1-2 Cell 6.0×2.6×3.6 100 
Heavy

Concrete 

연료절단,

시료 가공

2 Cell  6.0×2.6×2.85 100 " 시료 저장

3-1 & 3-2 Cell 6.0×2.6×3.0 100 "
무게측정, 

시료준비

L-1 Cell  1.2×0.9×1.25  15 Lead 조직관찰

L-2 Cell  1.3×0.9×1.25  15 "
조직관찰

미세경도 측정

4 Cell 2.8×2.6×3.0 100 
Ordinary

Concrete 

연료절단, 

전자빔 용접

5 Cell 2.8×2.6×3.0 100 " 이온 에칭

6 Cell 2.4×2.6×3.2 100 " 연료 용해

7 Cell 2.4×2.6×3.2  60 " 시료 이송

8 Cell 3.5×3.3×6.6  50 " 제염

9 Cell 4.0×3.5×4.1  20 Lead 제염

11 Cell 1.3×1.5×2.3  20 " 조직관찰

12 Cell 1.36×1.5×2.3  20 " 조직관찰

13 Cell 1.6×1.5×2.3  20 " 시료 이송

14-18 Cell 1.6×1.0×1.0  15 Lead 미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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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ies) 핫셀 시설

미국의 ANL의 핫셀에서는 ① 핵연료의 설계자료 수집과 핵연료의 조사거동 

규명을 위한 시험, ②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US NRC)에서 요구하

고 있는 핵연료의 성능 허가조건(licensing condition)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 ③ 

결함 핵연료의 손상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 ④ 원자로의 가동률 향상을 위한 핵

연료 개량 시험, 그리고 ⑤ USNRC에 의해 허가된 기준과 규정된 기준의 차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한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 ANL에는 4개의 주요 핫셀 

시설이 있는데, 2개는 ANL-West에 있으며 2개는 ANL-East에 있다.  

ANL-West에 있는 시설은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North(HFEF/N)와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South(HFEF/S)로서 Idaho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ies에 있고, ANL-East에 있는 시설은 Alpha Gamma Hot Cell Facility 

(AGHCF)와 Building 200 핫셀로서 Chicago 근교에 있다. 각 핫셀 시설의 주요 

현황은 Table 2-6과 같다.

가. HFEF/N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North)

HFEF/N 핫셀 시설은 미국에서 가장 큰 불활성기체 분위기로 운전되는 α

-γ type 핫셀로서 1975년에 가동되었으며, 그 후 재료시험로 EBR-Ⅱ에서 조사된 

핵연료 및 피복관 재료의 조사후시험에 이용되고 있다. 이 시설은  21 × 9 × 7.6 

m 크기의 α-γ type 핫셀과 약 56 ㎡의 넓이를 가진 제염실(β-γ type 핫셀)로 구

분되어 있다.

나. HFEF/S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South)

HFEF/S 핫셀 시설은 본래 EBR-Ⅱ에 대한 핵주기 연구시설로서 사용되

었는데, 1964년부터 1969년까지는 고속증식로에 대한 금속우라늄 합금연료의 조립

과 재처리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되었고, 1969년부터 1976년까지는 

EBR-Ⅱ와 TREAT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1976년부터는 이 시설에 

있는 β-γ type 핫셀을 개조하여 EBR-Ⅱ를 지원하는 시험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이 핫셀의 규모는 14.3 × 4.5 × 6.4 m이며, 핫셀 전면에 9개의 작업장이 있다. α-

γ type 핫셀은 넓이가 215 ㎡인 원형의 16 정다각형 형태로 되어 있으며 핫셀 전

면에 23개의 작업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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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GHCF (Alpha-Gamma Hot Cell Facility)

AGHCF 핫셀 시설은 핵연료와 원자로 재료에 대한 조사후시험에 이용되

고 있으며, 각 핫셀들은 Pu 함유 핵연료의 비파괴시험과 파괴시험을 수행하기 위

해 불활성기체 분위기에서 운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고순도 불활성기체 분위기에

서 운전되고 있는 α-γ type 핫셀에서는 주로 핵연료 및 원자로 재료의 파괴시험 

및 분석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 외의 비파괴 시험실 및 시료 운반실은 질소기체 

분위기에서 운전되고 있다.

Table 2-6. The hot cell facilities in ANL

Disign Parameters HFEF/N HFEF/S AGHCF BUILD. 200

Cell Configuration

Atmosphere Air Ar Air Ar Nitrogen Air. He

Usable height (m) 7.6 10.1 6.4 6.7 2.7 3.1

Floor area (㎡) 56 195 65 214 84 195

Total volume (㎥) 425 1487 416 1433 306 595

Total work stations 6 15 9 231) 10 37

Shielding

Material (concrete) Magnetite Magnetite Magnetite Magnetite2)

Thickness (㎝) 20 150 90.60 120.70

Density (gm/㎤) 3.5 3.5 3.2 3.7

Cask Handling

Loading position Top Bottom Top Top Side Top Side

Length (m) 3.7 9.0 3.0 1.5 3.6 1.5 4.0

Weight (ton) 23 45 18 11 11 18 18

In-cell Handling3)

Max. weight (ton) 4.5 4.5 0.4 2.3

Max. size (m)
9.0×0.6 2.9×0.8 3.1×0.2 2.1×2.3×2.0

3.9×1.8 3.1×1.8 2.3×2.0×2.0

ref.

1) 10 of 20 work stations have master-slave manipulators.

2) Five analytical cells have ordinary concrete 70 ㎝ thick, density 

2.4 g/㎤.

3) Max. size and weight of package capable of entering cell without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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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외국의 건식공정 실증기술 현황

1. 미국

미국의 경우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LANL, ORNL, ANL 등을 중심으로 

EBR-Ⅰ,Ⅱ, MSRE, IFR, ADTT (ADEP, ATW, ABC), AAA 등의 연구개발 프

로그램을 통하여 고온 용융염 처리기술의 실증을 위한 많은 핫셀 시스템의 설계

를 수행한 바 있고 시설을 건설 후 다년간의 운 경험 및 건설 초기의 목적이 다

한 시설은 다른 용도의 핫셀 시스템으로 수정, 보완 후 계속 사용 중에 있다. 따

라서 이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ANL-Idaho에서는 EBR-II 사용후핵연료의 전기화학적 처리공정을 통

해 우라늄을 회수하고 TRU를 포함한 핵분열생성물은 고준위 폐기물로 고정화시

키는 공정연구를 1980년 초부터 착수하여, 1999년 8월에는 FCF(Fuel 

Conditioning Facility)와 HFEF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를 사용한 종합실

증시험을 완료하고 현재 연간 약 600 ㎏HM 규모로 사용후 EBR-II 핵연료를 처

리하고 있다.  또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실험실 규모 전기화학적 환원 

실증시험을 HFEF의 핫셀에 설치된 HFDA (Hot Fuel Dissolution Apparatus)를 

사용하여 2003년 7월에 ANL에서 보관중인 BR-3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수행

하 다. 현재 미국 DOE 주관으로 추진 중인 AFCI 프로그램 중 중단기 프로그램

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핵연료주기 관련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2007년까

지 UREX+ 및 PYROX 기술에 대해 실험실 및 공학 규모 실증을 현 시설들을 활

용하여 추진하고, 장기 프로그램에서는 GEN Ⅳ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핵변

환을 포함한 모든 주요기술을 2020년까지 개발 완료한 후 2030년 이후 상업화를 

목적으로 관련 요소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장기 AFCI 

프로그램에 적합한 기존 핫셀시설의 보완 및 새로운 대규모 핫셀시설의 설계 및 

건설기술이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본

일본은 JNC의 OEC (O-arai Engineering Center) 내 Advanced Recycle 

System  Engineering Group 주관으로 경제성을 개선하고, 환경의 부담을 줄이면

서 안전성과 핵비확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핵연료주기 시스템으로서 용융염 처리기

술을 적용하는 실증시스템에 대한 설계 연구를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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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설계 연구에서 상용화 실증을 위한 최소 규모를 10 tHM/y Module Type 

Recycle System으로 설정하 으며, 실증을 위한 핫셀 시스템 연구에서는 핫셀 내

에서 산화물, 질화물, 금속핵연료 중 어느 종류의 핵연료도 취급이 가능하도록 고

려하여 사용후핵연료 반입에서부터 용융염처리, 연료제조 및 반출, 염폐기물을 포

함한 모든 폐기물 처리까지의 모든 공정의 특성을 분석, 효율적인 핫셀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 다.  핫셀 시스템의 설계는 여러 공정의 기능 요건에 

따라 Ar 분위기 핫셀 규모 최소화, 오염확산 우려가 있는 처리공정 핫셀과 수소

나 리튬과 같은 가연물질 취급공정 핫셀의 격리 및 규모 최소화, 핵물질 보장조치

를 위한 계량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 연구를 통하여 기능분리형과 기능

통합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핫셀의 규모를 제시하 다.  최

근에는 핫셀 내 유지보수 장비 및 감시, 제어시스템을 안전성을 높이면서 보다 효

율적 운 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핫셀 내 물질 원격취급 장치를 전원공급 cable이 

필요 없는 linear motor 구동 방식의 process robot을 적용 무선화 하는 등 핫셀 

내 장비의 신뢰성과 원격보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핫셀 시스템의 

설계개념에 적합하도록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3. 유럽

불란서, 국, 독일 등 유럽의 원자력 선진국들의 경우는 차세대관리 종합공

정과 유사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공정 개발을 위해 필요한 불활성 분위기 α-γ 

핫셀 시스템을 다수 확보하고 현재 핫셀 시스템을 운 하고 있어 이미 핫셀 시스

템의 설계 및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공정 및 장치만 개발이 되면 실

증을 위한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의 AFCI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차세대주기기술 개발을 통한 방사성 폐기물의 획기적 감량

을 위해서는 대규모 핫셀 시스템의 설계기술 개발 및 추가건설이 불가피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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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국내의 기술개발 현황

1. 국내 핫셀 시설 현황

국내에 확보된 핫셀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및 원자로 조사재료 물질을 시험

할 수 있는 조사후시험시설(PIEF) 및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두 시설이 있으며, 

동위원소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동위원소생산시설(RIPF)이 있다. 조사후시험시설

의 경우 불란서 차관 및 기술로 건조되었으나, 조사재시험시설과 동위원소생산시

설의 경우 순수 국내 독자기술로 건조되었다. 그러나 이 시설의 핫셀 대부분이 β

-γ type 핫셀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단지 조사재시험시설의 M6 핫셀만 α-γ type 

핫셀로 설치되어 현재 DUPIC 공정 실증시험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가. 조사후시험시설(PIEF)

조사후시험시설은 원자로에서 조사된 핵연료를 시험하여 그 성능 및 건전

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시설이다. 1981년에 착공하여 1985년 말에 준공된 이 

시설은 연건평 2,500평에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수조시설, 핫셀시설, 화학분석시

설 등을 갖추고 있다. 수조시설은 최대깊이 15.5 m의 3개 수조로 구성되어, 약 20

여개의 핵연료 집합체를 저장할 수 있으며, 핵연료집합체의 제원 및 변형을 측정

하고 집합체의 전 감마스캐닝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4개

의 β-γ type 콘크리트 핫셀과 2 개의 β-γ type 납셀로 구성되어 있는 핫셀 시험

시설은 가압 경수로형 핵연료봉 전장을 취급할 수 있으며, 외관검사, 제원측정, 와

전류시험에 의한 결함 탐상 및 산화층 분포 측정, X-선 측정, 감마선 분광분석 

등의 비파괴검사와 금속조직시험, 도측정, 단면 감마스캐닝 등의 파괴검사를 수

행할 수 있다. 그 외에 화학분석시험을 위한 glove box type 핫셀이 설치되어 있

다. 조사후시험시설의 핫셀 현황은 Table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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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The hot cells in PIEF

수조/핫셀
내부제원

(L×W×H, m)

차폐

벽

두께 

(㎝)

차폐창

수

최대 허용

방사능 

(Ci)

기 능

수 조

No. 1 6.5×3.0×15.5 110 0 2×10
6

하 역

No. 2 6.5×3.0×10.0 110 0 4×107 저 장

No. 3 7.5×3.9×15.5 110 1 2×106
집합체 

수중시험 및 

해체

콘 크

리 트

핫 셀

No. 1 6.5×1.5×3.5 85 3 5×104
연료봉 비파괴 

시험

No. 2 4.0×1.5×3.5 85 2 5×104
핵분열기체 

포집 및 절단

No. 3 2.0×1.5×3.5 85 1 5×104 시료 저장

No. 4 3.0×1.5×3.5 85 2 5×104 시료준비

납

핫 셀

No. 1 1.2×1.0×2.5 15 2 100
금속조직

시 험

No. 2 1.2×1.8×1.5 15 1 100
도측정, 단면 

감마 스캐닝

화 학

분 석

핫 셀

No. 1 1.2×7.4×1.3 15 7 400
시료용해, 분리 

및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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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재시험시설(IMEF)

조사재시험시설(Irradiated Materials Examination Facility, IMEF)은 핵연

료 및 원자력 재료의 조사특성을 시험하는 시설이며, 1994년부터 정상운 에 들어

가 조사된 핵연료 및 원자력 재료의 핫셀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재시험시설에

는 콘크리트 핫셀 시험시설로 연료시험용 핫셀, 재료시험용 핫셀 그리고 다용도용 

핫셀 등 3개의 핫셀 라인이 ㄷ자형으로 설치되어 있다. 연료시험용 핫셀(M1, M2, 

M3, M4)은 β-γ type 콘크리트 핫셀로서 조사장치(capsule)와 연료체(fuel bundle)

의 해체, 조사 시편의 가공 그리고 핵연료의 비파괴 및 파괴시험을 수행하고 있

다. 시험항목으로는 외관 검사, X-선 검사, 치수 측정, 감마 스캐닝, 와전류 검사, 

핵분열기체 포집, 연료봉 절단, 조직시험용 시료 제작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재료시

험용 핫셀(M5a, M5b)은 β-γ type 콘크리트 핫셀로서 조사재료 (irradiated 

materials)의 기계적 특성시험과 물성 특성시험을 수행하며, 시험항목으로는 충격

시험, 인장시험, 파괴인성시험, 피로시험, 열처리시험, 열팽창율시험 등이 있다.  

그리고 이 핫셀에 연이어 설치된 납셀(M7)에서는 조직시험과 경도시험 그리고 

도측정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용도 연구용 핫셀(M6a, M6b)은 α-γ type 콘

크리트 핫셀로서 현재 DUPIC 핵연료 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후 PWR 핵연료를 이용한 DUPIC 핵연료 제조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도 조사재시험시설에는 차폐형 EPMA와 전자현미경(TEM)도 설치되어 원자로에

서 조사된 핵연료와 재료의 미세조직 및 성분분석시험에 이용되고 있다. 조사재시

험시설의 핫셀 현황은 Table 2-8과 같다.

다. 동위원소 생산시설(RIPF)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시설은 원자로에서 방사화된 물질을 화학분리 정제 

가공하고 사용자의 요건에 맞도록 품질을 검정하여 최종 RI제품을 제조하는데 사

용할 수 있도록 방사선차폐, 원격조작, 우수 의약품제조 기능을 갖춘 RI와 방사성

의약품 생산 전용시설이다. 방사성의약품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 시설 내에 방사성

물질을 차폐한 상태에서 화학처리와 가공을 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취급시설로서 

β-γ type 콘크리트 핫셀 4기, 납셀 6기와 우수 의약품제조기준을 만족하는 방사

성의약품 생산설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연구개발 품질관리실험실 및 공작실

을 갖추었다. 추가로 11기의 β-γ type 납셀과 Co-60 저장풀이 1998년에 완공되었

으며, 최근 2003년에 의약품인 Tc-99m generator 생산을 위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개념의 β-γ type clean 납셀 4기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 현황은 Table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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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The hot cells in IMEF

수조/핫셀 내부크기 (m)
차폐벽 두께 

(m)

차폐창 

수
주요 내장기기

수조 6.0×3.0×10.0 - - Bucket Elevator

M1 셀 7.0×3.0×6.0
중량콘크리트 

1.2
3

Profilometer

Eddy Current Tester

Gamma Scanning 

Equipment

X-ray Equipment

Rod Puncturing Apparatus

M2 셀 7.0×3.0×6.0
중량콘크리트 

1.2
3

Milling Machine

Rod Cutter

Electric Discharge 

Machine

M3 셀 4.7×3.0×6.0
중량콘크리트 

1.2
2

Micro Cutter

Mounting Press

Grinder/Polisher

Periscope

M4 셀 2.3×3.0×3.0
중량콘크리트 

1.2
1

Specimen Storage Rack

High Scope

M5a 셀 7.1×2.0×4.0
중량콘크리트 

0.8
3

Impact Tester

Heating Furnace

Thermal Diffusivity 

Tester

Dilatometer

M5b 셀 4.8×2.0×4.0
중량콘크리트 

0.8
2

Dynamic Tensile Tester

Static Tensile Tester

High Scope

M6a 셀 11.7×2.0×4.0
중량콘크리트 

1.1
5 DUPIC Equipment

M6b 셀 11.7×2.0×4.0
중량콘크리트 

1.1
5 "

M7 셀 1.5×2.6×2.65 납 0.2 2

Optical Microscope

Micro Hardness Tester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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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The hot cells in RIPF

핫 셀 재 질 동위원소
설계용량

(Ci/Batch)

핫셀설계선원

(Ci/Batch)

차폐벽 

두께

(㎝)

C1

중량

콘크리

트

Co-60 50,000 Co-60, 50,000 120

C2 〃 Co-60 50,000 〃 〃

C3 / C4 〃 Ir-192 100,000 〃 〃

C5 / C6 〃 C-14 10 Na-24, 2.13×10-3 10

C7 〃 Cr-51 10 〃 〃

C8 〃 S-35 10 〃 〃

C9 〃 P-32 50 〃 〃

C10 〃 MICS - 〃 15

C11 〃 Fe-59 0.1
Fe-59, 0.1

Na-24, 2.13×10
-3 15

C12 〃 Au-198 25 Na-24, 3.0×10-2 15

C13 / C14 〃 Mo-99 60 〃 15

C15 〃
표지 

Tc-99m
1 Na-24, 2.13×10-3 10

C16 〃 표지 I-131 1 〃 10

C17 〃 R & D - Na-24, 3.0×10-2 15

C18 / C19 〃 I-131 10 〃 15

C20 / C21 〃 I-125 10 〃 15

C22~C25 〃
Mo-99

Tc-99m

C23 : 300

C22 : 100

C24 : 100

C25 : 100

Mo-99

C23 : 15

C22 : 13

C24 : 13

C25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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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P 공정 실증을 위한 핫셀 여건

현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 수행에 필요한 α-γ type 핫셀시설은 확

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에 빈 공간으로 확보된 예비 핫셀

을 보완하여 이를 실증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 2단계 연구기간 동안(2001년∼

2003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주관하여 국내 설계용역사와 함께 차세대관리 종합

공정 특성과 실증 규모 등을 고려한 핫셀시설의 설계를 완료하고, 안전성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확인함으로서 핫셀 개조공사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 다. 따라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을 

위한 핫셀 설계와 안전성 분석/평가를 수행함으로서 미래의 대규모 시설설계 및 

설치를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3.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핫셀 시설관련 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을 핵심기술 별로 비교하여 정리하여 

Table 2-10에 나타내었다.

Table 2-10. Comparisons of hot cell technology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핵심 기술
비교

국명

국내 기술 수준
근   거

1단계 2단계 3단계

핫셀시설  

설계기술

미국, 

유럽, 

일본

50 % 80 % 100 %

현재 베타-감마 핫셀은 운 하고 있
으며, 2단계에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인 알파-감마 핫셀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성능을 3단계에서 입
증할 예정임.

핫셀시설 

안전성 

분석/평가

기술

미국, 

유럽, 

일본

50 % 80 % 100 %

현재 운  중인 베타-감마 핫셀에 대
한 안전성 분석, 평가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
설의 경우 2단계에서 안전성 분석을 
완료하여 시설공사 인허가를 완료하
고, 3단계에서 시설운 에 대한 인허
가 및 검사를 완료할 예정임.

핫셀시설  

설치 및 

성능평가 

기술

미국, 

유럽, 

일본

0 % 60 % 100 %

현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의 경우 2단계에서 설계 및 안전성 
분석을 완료하고, 3단계에서 핫셀 시
설을 설치하여 성능을 평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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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서 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ACP)은 고온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사용후핵

연료를 처리하는 고온, 건식처리 공정으로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증시험이 계

획되어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공정조건, 공정설비, 운전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 평가를 통하여 분야별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핫셀 및 설비

의 설계요건을 확립토록 기본설계와  실증시설의 시공 및 설비 구매를 위한 도면, 

시방서 등 상세설계를 수행하 으며, 기술검토를 통하여 설계기준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 다. 확정된 ACP 실증시설의 설계자료를 기준으로 시설의 안전성 분석을 

위한 주요 인자를 공정특성에 따른 방사선 차폐, 구조, 화재, 독성 등으로 구분하

여 예상 가능한 사고조건에서의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각 인자들의 향을 분석

하 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실증시설의 설계 내용이 국내법의 규제 및 기술기준

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사선 및 일반 위해로부터 보수적 안전성을 확보

토록 하 다. ACP 공정 실증시험을 위해 실증시설에서 취급할 방사선원 평가를 

포함하여 정상운전과 운전 중 예상되는 사고 발생 시 주변 환경으로 방출될 수 

있는 방사선에 의한 향을 예측하기 위한 피폭선량평가를 수행하 으며, 실증시

설이 환경 향평가에 대한 국내법의 규제 및 기술기준들을 만족하고 시설 내 종

사자는 물론 주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설계 자료

와 안전성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실증시설 공사와 운 을 위한 원자력법에 규정된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고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사전협의 후 

IMEF 건설․운  변경허가서를 접수하 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평가, 심사를 완료하 다.

ACP 실증시설의 핫셀 내에 설치되는 장비 중에 납기가 길어 개조공사 착수 이

전에 발주하여야 하는 일부 기기로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장치들의 효율적인 조

작에 필요한 원격조종기(MSM)와 실증시설 핫셀의 필수 설비인 방사선 차폐창

(shielding window)에 대해서는 공정장치의 운전특성에 대한 분석과 vendor 자료, 

견적서 등을 검토하여 기준모델과 공급업체를 선정하 고, 구매발주를 완료하

다. ACP 공정의 효율적 실증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구 및 실적물 종합관리시

스템(SMATER)을 구축하고, 대과제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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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이를 적용하 다. 1차 년도에 구축된 MS Windows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한 공유폴더 방식과 Project 2000 Central에서 Project 2002 Server로의 

upgrade 및 보다 효율적인 MS Sharepoint Team Services를 활용한 웹 방식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 으며, 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대과제 내 세부과

제 간 interface 조정과 정보 공유 및 실적관리를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

고, 보다 신속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시스템형 과제 수행을 가능토록 하 다.  

ACP 실증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설계 및 구매, 시공을 위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를 ASME NQA-1의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을 완료하고, 실증시설의 기본 

및 상세설계와 주요장비 구매에 적용함으로써 설계 자료와 구매물품에 대한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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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요건

본 절에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ACP) 실증시설의 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할 ACP 기준공정 및 범위와 규모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

으로 공정 요건을 정립하여 제시하 다. 실증시설의 보수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핫셀 설계지침 및 기술기준, 규제 기준, 선진국의 핫셀(특히 α-γ type 핫셀) 자료

들을 토대로 ACP 공정의 특성과 기존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증시설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정립하 다. 이를 기준으로 실증시설의 기본설계 및 상

세설계, 안전성평가 등이 수행되었으며, 설계과정을 통해 여러 단계의 합리적이고, 

공학적인 근거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다.

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기준요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ACP)의 실증시험은 실제 고준위 방사성 분위기에서 개

발된 공정의 수율 및 공정장치 등에 미치는 향을 확인, 분석함은 물론 공정의 

상용화에 필요한 공학적 설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이를 위해 실증

을 위한 적정 공정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공정조건 및 수율은 물론 

공정 장치별 특성에 대한 향이 실제 공정 규모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 공정규모에 따라서 주변 부대시설의 규모도 결정된다. 따라서 차세대관

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규모는 실증시험에서 얻는 공정 data의 신뢰성, 공학적 

공정 data 및 상용화 시설의 설계자료 확보, ACP 실증시설로 활용예정인 기존시

설(조사재시험시설의 예비 핫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 20 ㎏

HM/batch를 처리하는 규모로 설정하 다.

가. ACP 실증공정 범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내에서 수행되는 ACP 공정의 실증시험 범

위는 Fig. 3-2-1-1에 표기된 process block diagram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기존

의 조사후시험시설(PIEF)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rod cut을 제조하고, 제조된 

rod cut을 IMEF 예비핫셀을 개조한 ACP 핫셀로 운반하여 탈피복(slitting)하고, 

분리된 UO2 Pellet을 U3O8 분말로 제조하는 분말화(vol-oxidation) 공정,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는(metalization) 공정과 전환된 금속을 안

전하게 저장이 가능한 형태로 제조하는 주조(smelting & casting) 공정을 거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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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환체가 제조되며, 금속전환 공정에서 사용한 LiCl 폐용융염을 저장이 용이한 

형태로 제조하는 폐용융염 처리공정과 폐가스 처리공정이 포함된다.

Fig. 3-2-1-1. Process block diagram for 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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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CP 실증 기준공정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은 Fig. 3-2-1-2에 표기된 process flow 

diagram을 기준공정으로 수행된다. 실증시설에 사용될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조사

후시험시설(PIEF) pool에 저장 중인 PWR 사용후핵연료 중에서 선정되며, 선정된 

사용후핵연료는 조사후시험시설(PIEF)의 기존 핫셀 및 설비를 이용하여 먼저 집

합체를 해체하고 해체된 연료봉의 운반과 공정처리가 용이한 크기로 절단하는 해

체 및 절단(disassembling & cutting) 공정을 거쳐 25 ㎝ 길이의 rod cut으로 제

조된다. 제조된 rod cut은 pardirac cask(RD-15)를 이용하여 조사재시험시설

(IMEF) 지하의 예비 핫셀을 개조한 ACP 실증시설로 운반하게 되며, 운반된 사용

후핵연료 rod cut은 실증시설에서 UO2 pellet을 피복관인 zircaloy tube로부터 분

리하는 탈피복(slitting) 과정과 UO2 pellet을 고온(500 ℃)의 공기 분위기 하에서 

U3O8 분말로 전환하는 분말화(vol- oxidation) 공정을 거치게 된다. 산화우라늄

(U3O8) 분말로 전환된 사용후핵연료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핵심공정인 다음 

단계의 금속전환(metalization)공정 처리과정에서 고온(650 ℃)의 용융염

(LiCl-Li2O) 매질 하에서 우라늄 산화물(UO2 or U3O8)의 전도특성과 Li2O 전해특

성을 이용한 전기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환원되어 우라늄 금속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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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Process flow diagram for 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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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으로 전환된 사용후핵연료는 용융염과 분리되어 금속전환체는 다음 공정인 

주조(smelting & casting)공정에서 불활성 저장용 canister에 효율적으로 장입하기 

위하여 일정 형태를 갖는 금속 ingot으로 주조되는데 이는 1,300∼1,400 ℃의 불활

성 분위기(inert atmosphere) 하에서 수행된다. 주 공정 외에도 사용후핵연료의 금

속전환 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핵분열생성물(fission gas)과 용융염 fume을 포

집,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한 폐가스 처리공정도 포함된다. 또한 공정처리 후 발생

하는 폐용융염의 안정적 처분을 위하여 잔류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 중 고

방열성, 고준위 방사성 물질인 Cs과 Sr을 분리, 제거하는 공정과 폐용융염을 보관

이 용이한 bead 형태로 성형하는 공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Cs과 Sr을 분

리, 제거하는 공정은 현재 별도의 연구과제로 수행 중에 있으며, 차세대관리 종합

공정의 실증공정 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실증시험을 위한 공정에는 폐용융염

을 bead 또는 cylindrical 형태로 성형하는 공정만을 포함한다.

다. ACP 단위공정별 특성

(1) 탈피복(Slitting) 및 분말화(Vol-oxidation) 공정

조사후시험시설에서 운반 및 공정상에서의 취급을 고려하여 길이 25 ㎝

로 절단된 사용후핵연료 rod cut은 조사재시험시설의 ACP 핫셀로 RD-15 

pardirac cask에 의해 운반되고, 핫셀 rear door에 설치되는 padirac adapter를 통

해 핫셀 내부에 설치된 탈피복 및 분말화 공정기기로 보내진다. 탈피복 공정은 

UO2 pellet 외부 피복관인 zircaloy tube를 cutter blade로 slitting하여 UO2 pellet

과 zircaloy tube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이며, 분말화공정은 분리된 UO2 

pellet을 산화우라늄(U3O8) 분말로 전환하는 공정이다. 이는 다음 공정인 금속전환

공정에서 우라늄 산화물을 우라늄 금속으로 전환할 때 금속전환율과 반응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라늄 산화물의 비표면적이 매우 주요한 인자로서 작용하게 되

는데 UO2 pellet을 분말형태로 전환함으로서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을 크

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UO2 pellet은 고온(400∼600 ℃)의 공기 분위기 하에서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반응식 (3-1)에 표기된 것과 같이 산화우라늄(U3O8) 

형태의 분말로 전환된다. 이 반응은 도가 11.0 g/㎤인 UO2가 8.3 g/㎤의 도를 

갖는 U3O8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30 % 이상의 부피 팽창이 일어나 UO2 

pellet이 U3O8 분말형태로 전환되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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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UO2 + O2 → U3O8     (3-1)

분말화 공정에서 산화속도는 500 ℃에서 최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 600 ℃ 이상의 조건에서는 분말의 sintering 현상으로 인해 전환율과 반응속도

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분말화 공정에서의 조업을 위한 

반응온도는 500 ℃로 설정되어 제어되며, 이 온도에서 U3O8 분말의 평균 입도는 

약 30 ㎛ 이고, 비표면적은 약 0.28 ㎡/g이다. 이렇게 제조된 U3O8 분말은 용기에 

담겨 다음 공정인 금속전환 공정으로 운반되게 된다.

탈피복 공정장치는 사용후핵연료 rod cut을 주입하는 feeder와 cutter, 그리고 

slitting된 피복관과 UO2 pellet을 수집하여 분리하는 hopper로 구성되며, 분말화 

공정장치는 UO2 pellet 공급장치, UO2 pellet의 산화반응기, UO2 pellet과 제조된 

U3O8 분말 분리장치 및 U3O8 분말 hopper, 반응온도 유지를 위한 가열기 및 제어

장치, 공기 주입 및 배기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탈피복 과정에서 일부 fission 

gas와 분진이 방출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탈피복 장치 상부에 fume hood가 

설치되어 방출되는 배기체와 분진을 포집하여 off-gas 처리공정에서 처리 후 배

기되도록 한다. 또한 분말화 공정의 반응과정에서 UO2 pellet의 내부에 함유된 핵

분열생성물 중 fission gas인 H3은 전량, Kr, Xe, I은 일부가 과량으로 공급된 공

기와 함께 방출되며, 이들 중 Iodine은 off-gas 처리공정에서 대부분 제거된 후 

배기된다.

(2) 금속전환(metalization) 공정

금속전환 공정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핵심 공정으로서 고온(650 ℃)

의 LiCl-Li2O 용융염 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전도특성과 Li2O의 전해분리특성을 

이용하여 Fig. 3-2-1-3에 표기된 closed cycle에 의해 우라늄 금속으로 환원하는 

공정으로서 반응식 (3-2)의 전기화학적 분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Li+ 이온이 다공

성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충진된 우라늄과 핵분열생성물 산화물로 구성된 일체형 

cathode 전극에서 우라늄을 포함하는 악티나이드 계열의 TRU 원소와 귀금속

(noble metal) 원소, 그리고 Nd, Sm, Ce를 제외한 희토류(rare earth) 원소는 식 

(3-3)와 (3-4)에 표기된 반응식에 의해 금속으로 전환되며, Cs, Sr, Ba과 같이 화

학적으로 반응성이 강한 핵분열생성물들은 식 (3-5)에 표기된 반응식과 같이 금

속염화물로 전환되고, LiCl 용융염에 용해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금속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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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금속전환체는 cathode의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금속 입자들이 응집되어 있는 

형태로 잔류하게 된다. Anode 전극으로는 Pt tube를 사용하며, reference 전극으

로는 Pt rod를 사용한다.

Fig. 3-2-1-3. Reaction mechanism of electro-metallization process.

Li+

Li2O 2 Li+ + O2-

UO2/U3O8
Cathode

Li2O

LiCl-Li2O

O2-

O2

Platinum 혹은
Graphite Anode

U3O8 + 16 Li 3U + 8Li2O U3O8 + 16 Li 3U + 8Li2O 

Li2O → 2 Li
+ + O2

-                (3-2)

U3O8 + 16 Li  → 3 U + 8 Li2O     (3-3)

MmOn + 2nLi
+ → nLi2O + mM      (3-4)

Cs2O + 2LiCl → Li2O + 2CsC       (3-5)

금속전환 반응기의 cathode인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잔류하는 금속전환체는 반

응기로부터 마그네시아 필터를 분리함으로서 LiCl 용융염과 분리되며, 분리된 금

속전환체를 포함한 마그네시아 필터는 tray 용기에 담겨 다음 공정인 주조공정으

로 보내진다. 금속전환 공정장치는 2중 구조의 반응기, 전극(cathode, anode, 

reference), 가열장치 및 냉각장치, inert cover gas 공급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반응기는 내부와 외부 반응기 사이에 세라믹 도가니를 설치하여 외부의 전기적 



- 39 -

노이즈를 차단하는 구조를 가지며, 상부에는 기화되는 LiCl fume을 응축시키고, 

반응기의 냉각을 위하여 cooling jacket이 설치되어 Ar gas에 의해 냉각된다. 내

부 반응기는 LiCl 용융염계에서 비교적 내부식성이 양호한 stainless steel 304 재

질을 사용한다. Cathode 전극은 conductor인 stainless steel rod와 우라늄 산화물 

및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로 구성되는 일체형 구조를 가지며, 우라늄 산화물은 

상단의 공급장치를 통해 마그네시아 필터와 conductor 사이로 공급된다.  Anode 

전극은 LiCl 용융염계에서 내부식 특성과 산화분위기의 양극환경에서 내구성을 

고려하여 anode로 사용되는 Pt tube와 stainless steel 재질의 conductor, 세라믹 

보호관으로 구성된다. Reference 전극은 저항변화와 전극면적 변화, Li2O의 농도

변화로 인해 금속전환 cell에서의 전위변화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Pt rod, stainless steel 재질의 conductor, 세라믹 보호관으로 구성된다.

금속전환 공정에서 사용되는 주 시약인 LiCl과 Li2O는 매우 흡수성이 높으므로 

불활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폐된 glove box 내에서 봉되어 내부 반응기로 공

급되도록 system이 구성된다. 금속전환 공정에서 발생하는 off-gas로는 잔류 

fission gas, LiCl이 증발하면서 발생하는 용융염 fume, 산화전극에서 방출되는 O2 

gas, inert cover gas 및 purge gas로 공급되는 Ar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cold 

trap과 off-gas 처리장치를 거쳐 배기 된다.

(3) 주조(Smelting & Casting)공정

주조공정은 금속전환공정에서 제조된 금속전환체를 고온에서 용해하고, 

제조된 금속 용탕을 주조장치로 공급하여 저장하기 용이한 형태인 round bar나 

괴 형태의 금속으로 성형, 주조하는 공정이다. 금속전환공정에서 보내진 금속전환

체를 포함한 마그네시아 필터는 먼저 장비에 의해 외부 충격을 가하여 마그네시

아 필터를 깨서 우라늄 금속전환체를 마그네시아 필터와 분리하게 된다. 금속전환

체의 대부분이 우라늄 금속이므로 우라늄 금속의 용융점이 1,133 ℃인 점을 고려

하여 주조를 위한 용해로의 조업 온도조건은 1,300∼1,400 ℃로 설정하 으며, 우

라늄 금속은 강한 산화성 물질이므로 용해 및 주조 과정에서 산소와의 접촉이 엄

격히 제한되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진공 분

위기에서 공정이 처리되고, 제조된 우라늄 ingot은 용기에 담겨 저장 장소로 운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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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공정장치는 용해 chamber, 도가니 및 가열로로 구성되는 용해장치와 용탕 

주입장치, 주조로, 진공장치 및 냉각장치로 구성되는 주조장치로 구성된다. 주조공

정에서 발생하는 off-gas로는 금속전환체 내부와 표면에 붙어 있던 일부 LiCl이 

증발하면서 발생하는 용융염 fume과 잔류하는 Cs, Sr 화합물, 극히 일부 fission 

gas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은 cold trap과 Cs, Sr trap을 거친 후 off-gas 처

리장치를 거쳐 배기된다.

(4) 폐용융염 처리공정

금속전환 공정에서 우라늄 금속전환체를 분리한 후 잔류하는 LiCl 용융

염에는 Cs, Sr을 포함한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들이 잔류하게 된다. 현재 이들 용

융염으로부터 Cs, Sr을 분리하거나, 정제하여 재사용 하는 연구를 타 과제에서 수

행하고 있다. 따라서 폐용융염 처리공정에서는 이들 LiCl 용융염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형태로 성형하게 된다. 폐용융염 처리공정은 약 650 ℃에서 저장이 용이한 

round bar 형태로 성형하거나 일정량의 zeolite, glass frit과 혼합하여 불활성 분

위기에서 대기 온도로 냉각하여 bead 형태로 인출, 성형하며 용기에 담겨 padirac 

cask를 이용하여 저장 장소로 운반된다.

(5) 배기체 처리공정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체 종류로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 중 공정조건에 따라 기화되어 배출

되는 것으로서 H3, Kr, Xe, I 등 fission gas와 고온에서 방출되는 Cs, Sr, Ru 화

합물 등이 있다. Fission gas(H3, Kr, Xe, I)는 대부분이 분말화 공정에서 배출되

며, 나머지 잔류 fission gas들은 금속전환 공정이나 smelting 공정에서 방출하게 

된다.  그리고 Cs2O3는 금속전환(metalization: 650 ℃) 공정에서 방출되고, 잔류하

는 Cs, Sr, Ru은 주조 공정(1,400 ℃)에서 전량 방출된다.

배기체의 경우 현재 설정된 분말화 공정 반응온도(500 ℃) 조건에서 H
3는 전량 

방출되나 Kr, Xe, I의 경우에는 상당량(최대 50 %)이 U3O8 분말의 기공 또는 

matrix내에 체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 공정인 금속전환공정(반응온도 650 ℃)

이나 주조 공정(1,400 ℃)의 반응온도가 높아서 fission gas의 전량이 방출되므로 

전량 방출을 기준으로 배기체 처리공정을 구성하고, Cs, Sr, Ru 등을 포집할 수 

있는 cold trap이 각 반응기의 배기구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ACP 공정에 설치되는 배기체 처리공정은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핵분열



- 41 -

생성물(I, H3, Kr, Cs, Sr, Ru 등) 중에서 Iodine의 제거를 주 목적으로 설치되며, 

이외에 분말화 공정에서 미량 방출이 예상되는 미세한 U3O8 분말, 고온의 반응온

도로 인해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LiCl 용융염 fume의 침적 포집, 반응기 내 불활

성 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cover gas로 공급되는 Ar 정제를 위한 처리 기능을 포

함한다. 특히 off-gas 처리공정에서는 각 반응기의 off-gas의 흐름과 압력을 연동

하여 감시하고 제어하는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라. 공정 운전조건

현재까지 수행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연구개발 결과를 기준으로  ACP 

핫셀에서 실증시험을 수행하게 되는 ACP 공정의 각 단위공정별 공정조건 및 장

치규모, 공정 처리시간을 간략하게 Table 3-2-1-1의 내용과 같이 정리하 다.

Table 3-2-1-1. Process operating conditions of ACP process

구  분 공정 조건 취급물질
장치 크기

(예상치, ㎝)

공정

처리시간

Vol-oxidation

500 ℃

Air

atmosphere

U3O8 powder

75(D) × 100(L)

*5 ㎏HM/batch

*가열로: 30 kw

4 hours

metalization

(Electrolytic 

reduction)

650 ℃

Inert 

atmosphere

LiCl(용융염)

U metal

75(D) × 120(L) 

*20 ㎏HM/batch

*가열로: 30 kw

24 hours

Smelting &

Casting

1300 ℃

Inert 

atmosphere

U metal ingot
30(D) × 80(L)

*가열로: 20 kw
2 hours

Waste molten 

salt treatment

650 ℃→AMB

Inert 

atmosphere

LiCl(용융염)

Bead or Rod

40(D) × 70(L)

*가열로: 20 kw

마. 단위공정별 수율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서 각 공정별로 방사성물질의 물질수지와 

radioactivity 수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현재까지의 차세대관리공정의 실험결과를 

기준하여 단위공정별 예상 수율을 최대치와 최소치로 구분하여 Table 3-2-1-2의 

내용과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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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2. Process yields in unit process of ACP process

단위공정 수율(Max./Min.) 비 고

Vol-oxidation 99.8 / 99 % 모든 물질

metalization 98 / 95 %
U/NM/RE 기준

(FPs, Sm, Ce: 2.3 %)

Smelting & Casting 100 % 〃

Table 3-2-1-2에서 제시된 공정별 수율을 기준으로 각 단위공정별로 원소별 

물질수지를 작성하여 Fig. 3-2-1-4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제시하 다. 원소별 물

질수지는 기준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으로 ORIGEN code를 이용하여 계산된 사용

후핵연료 내 원소별 물질량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설계 과정에서 시설의 보수

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수율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기준으로 각 단위공

정에서의 원소별 물질량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기준으로 작성하 다.

Vol-oxidation 공정의 경우 최대 수율이 99.8 %이므로 공정처리 후 다음 공정

인 금속전환(metalization)공정으로 공급되는 산화분말의 량과 zircaloy tube hull 

내에 잔류하게 되는 량을 계산할 때 금속전환공정으로 공급되는 산화분말의 량은 

최대 수율 99.8 %을 적용하고, zircaloy tube hull 내에 잔류하게 되는 량은 최소 

수율인 99 %를 적용하여 1 %가 잔류할 수 있다는 보수적인 가정 하에 계산되었

다. 또한 fission gas의 방출량은 현재 설정된 반응온도(약 500 ℃)에서 H3는 전량 

방출되나 Kr, Xe, I의 경우는 상당량(약 50 % 이상)의 산화우라늄(U3O8) 분말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5] 가능한 한 vol-oxidation 공정에서 fission 

gas의 대부분을 방출하는 것이 공정 및 시설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

며, 이를 위해 공정의 반응온도 변경에 대한 가능성(750 ℃에서는 약 99 %까지 

방출 가능)을 고려하고, 보수적 가정을 위하여 99 %가 방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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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Mass balance of elements in unit process of ACP.

Ac: U(377.4)[95.1%], Np(0.28), Pu(4.1),
      Am(0.3), Cm(0.023) [4.7 ; 1.2%]
FPs: Se(0.029), Br(0.011), Sr(0.39), Te(0.26),
       Cs(1.2), Ba(0.94), Eu(0.08) [2.9 ; 0.7%]
RE: Y(0.23), La(0.63), Ce(1.24), Pr(0.58), Nd(2.1),
      Pm(0.004), Sm(0.44), Gd(0.08), Tb(0.002),
      Dy(NG) [5.31 ; 1.4%]
NM: Zr(1.87), Mo(1.74), Tc(0.39), Ru(1.18),
      Rh(0.213), Pd(0.8), Ag(0.04), Cd(0.067),  
      In(0.001), Sn(0.047), Sb(0.01) [6.36 ; 1.6%]

TOTAL: 396.7 => remain 2%

Ac: U(18870)[94.4%], Np(13.98), Pu(204.8),
      Am(15.13), Cm(1.17) [235.1 ; 1.2%]
VFP: Kr(9.15), I(6.096), Xe(141.58) [156.9 ; 0.8%]
FPs: Se(1.451), Br(0.55), Sr(19.58), Te(12.8),
       Cs(60.02), Ba(46.78), Eu(4.05) [145.2 ; 0.7%]
RE: Y(11.602), La(31.66), Ce(61.84), Pr(28.9)
      Nd(105.42), Pm(0.21), Sm(21.86), Gd(3.92)
      Tb(0.075), Dy(0.043) [265.5 ; 1.3%]
NM: Zr(93.4), Mo(86.78), Tc(19.67), Ru(59.1),
       Rh(10.664), Pd(40.14), Ag(1.99), Cd(3.324), 
       In(0.05), Sn(2.356), Sb(0.495) [318 ; 1.6%]

TOTAL :  19990.7

Ac: U(18832)[95.1%], Np(13.95), Pu(203.39),
      Am(15.1), Cm(1.17) [233.61 ; 1.2%]
FPs: Se(1.45), Br(0.55), Sr(19.54), Te(12.77),
       Cs(59.9), Ba(46.7), Eu(4.04) [144.95 ; 0.7%]
RE: Y(11.6), La(31.7), Ce(61.72), Pr(28.8), 
       Nd(105.2), Pm(0.21), Sm(21.8), Gd(3.9), 
       Tb(0.075), Dy(0.043) [265.05 ; 1.4%]
NM: Zr(93.2), Mo(86.6), Tc(19.6), Ru(59.0),
       Rh(10.64), Pd(40.1), Ag(1.99), Cd(3.32), 
       In(0.05), Sn(2.35), Sb(0.49) [317.34 ; 1.6%]

TOTAL: 19793.0 => recovery yield 99.8%

Ac: U(941.6)[74.2%], Np(0.7), Pu(10.17), Am(0.76), 
      Cm(0.06) [11.69 ; 0.9%] => remain 2%
FPs: Se(1.42), Br(0.54), Sr(19.09), Te(12.48),
       Cs(58.52), Ba(45.63), Eu(3.95) [141.63 ; 11.2%]
RE: Y(0.58), La(1.59), Pr(1.44), Gd(0.2), Pm(0.01),
       Tb(0.004), Dy(NG) => remain 2%,
       Nd(73.6.; 70% remain), Sm(21.3), Ce(60.3) 
      [159.02 ; 12.5%]
NM: Zr(4.66), Mo(4.33), Tc(0.98), Ru(2.95),
       Rh(0.532), Pd(2.01), Ag(0.1), Cd(0.167), In(NG), 
       Sn(0.12), Sb(0.025) => remain 2% [15.9 ; 1.2%]

TOTAL : 1269.8

Ac: U(18455)[96.4%], Np(13.67), Pu(199.32),
      Am(14.8), Cm(1.15) [228.9 ; 1.2%] => yield 98%
FPs: Se(0.033), Br(0.013), Sr(0.45), Te(0.294),
       Cs(1.378), Ba(10.074), Eu(0.093) => remain 2.3%

[12.34 ; 0.1%]
RE: Y(11.37), La(31.07), Pr(28.22), Gd(3.82)
      Pm(0.206), Tb(0.074), Dy(0.042) => yield 98%
      Nd(57.86; yield 55%),  Sm(0.5), Ce(1.42); 

=> remain 2.3% [134.6 ; 0.7%]
NM: Zr(91.34), Mo(84.87), Tc(19.21), Ru(57.82),
      Rh(10.43), Pd(39.3), Ag(1.95), Cd(3.254), In(0.05), 
      Sn(2.30), Sb(0.48) => yield 98% [311 ; 1.6%]

TOTAL: 19141.9

Basis ; - PWR Spent Fuel : 20kg HM/batch,   - Burn-up : 43,000 MWd/tU                 
           - Enrichment : U-235 3.5%,              - Cooling :  10 Years

PWR SF

Disassembling
& Cutting

Vol-oxidation

Metalization
(Electrolytic 
Reduction)

Separation

Smelting &
Casting

U-Ingot

Fission Gas
Capture

Fission Gas
Treatment

VFP: Kr(0.18), I(0.122), 
Xe(2.832) [2% of VFP]

VFP: Kr(9.06), I(6.035), 
 Xe(138.763) [VFP의 99%]

To Off-gas
Treatment

To Off-gas
Treatment

Sr(0.45)/Cs(1.378)

U3O8 Powder

UO2 Pellets + 
Zircaloy tube (25cm length)

Zircaloy
tube

Molten
Salt

LiCl, Li2O
(Cs, Sr, Ba, etc)

U (+TRU, NM, RE) 
metal + remaining 
molten salt (2.3%)

Mass Balance for Each Nuc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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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정인 metalization 공정에서 금속으로 전환되는 원소별 물질량의 계산은 

우라늄, TRU, 귀금속(noble metal)과 Nd, Sm, Ce을 제외한 희토류(rare earth) 금

속은 최대 수율인 98 %를 적용하 으며, Cs, Sr, Ba 등과 같이 대부분 LiCl 용융

염에 용해되는 fission products는 전환된 금속에 잔류하는 LiCl 용융염의 량으로 

제시된 2.3 %(실험 결과치) 내에 함유되는 량을 기준으로 계산하 다. 그리고 금

속전환체를 제외한 용융염 내의 원소별 물질량은 metalization 공정의 최소 수율

인 95 %를 적용하여 우라늄, TRU, 귀금속(noble metal)과 Nd, Sm, Ce을 제외한 

희토류(rare earth) 금속은 5 %가 잔류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그 밖의 원소들

은 금속전환체에 남아 있는 량을 제외한 잔여 량을 기준으로 계산하 다.

2. 핵물질 사용량 기준요건

가. 취급 기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을 위한 핫셀의 설계를 위해서는 우선 핫셀 

내에서 취급하게 되는 기준 방사선원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준 방사선원의 

결정을 위해서는 공정의 실증을 위해 사용될 사용후핵연료와 취급 량을 선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 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

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원자로 조사조건 및 현실적으로 취급이 가능한 사용후

핵연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서 취급할 기준 사용

후핵연료의 기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U235 농축도 : 3.5 wt%

- 연소도 : 43,000 MWd/MtU

- 냉각기간 : 10 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batch 당 처리량은 공학적 실증 규모를 고려하여 20 ㎏

HM/batch로 결정하 다. 이 경우 PWR 핵연료의 1 rod가 2 ㎏, 길이 4 m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 rod에 해당하며, 운반용기의 제약으로 인해 25 ㎝ 길이로 절단되

어야 하므로 batch 당 20 ㎏HM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두 약 

160개의 조각으로 절단되어 취급하게 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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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 방사선원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기준 방사선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실증시설 내 공정의 운전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한 실증시설 내 

기준 방사선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설의 건설비용 절감 측면과 안전성 확보 측

면에서 유리하다. 먼저 실증시설의 핫셀에서 수행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

시험의 횟수를 공정 data의 검증을 위한 최소 횟수로 제한하여 사용후핵연료의 

vol-oxidation 공정으로부터 우라늄 금속 ingot을 주조하기까지의 주 공정에 대한 

실증시험은 5회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하 으며, 사용한 폐 LiCl 용융염을 저장이 

용이하도록 bead 또는 cylindrical rod 형태로 성형하는 공정은 그 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실증시험을 2회 수행하는 것을 기준하 다. 그리고 차세대관리 종합

공정의 운전개념을 핫셀 내 방사선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 batch 공정 운전 후 

다음 batch 공정 운전이 시작되기 전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batch

에서 사용한 방사선원을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여 저장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그러나 저장시설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금속전환체 5 batch 분

량과 폐용융염 2 batch 분량은 모두 핫셀의 working table 하부에 저장할 수 있

도록 고려하며, fission gas 중 반감기가 비교적 긴 H
3와 Kr85의 경우 실제로는 공

정운전 매 batch 마다 방출되나 보수적인 안전성을 고려하여 핫셀 내에서 감쇄 

후 방출하는 것으로 가정, 5 batch 분량 전체를 기준 방사선원에 포함하 다. 따

라서 실증시설 핫셀 내 기준 방사선원은 앞에서 제시된 사용후핵연료 조건을 기

준으로 ORIGEN-2 전산프로그램으로 계산하여 Table 3-2-2-1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기준 방사선원의 세기를 총 37,430 Ci로 설정하 다. 그리고 공정별 수율을 

고려하여 작성된 Fig. 3-2-1-4의 원소별 물질수지를 기준으로 단위공정별 원소별 

radioactivity를 계산하여 Fig. 3-2-1-5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원소별 radioactivity 

balance를 설정하 다.

Table 3-2-2-1. Inventory basis of radioactivities in hot cell

구     분 Activity (Ci)

 기준 SF 1 Batch(20 ㎏HM)  9,930

 금속전환체 4 Batch
14,737

(3684.3 × 4)

 장반감기 Volatile FP(H, Kr) 4 

Batch

  543

(135.7 × 4)

 폐용융염 2 Batch
12,220

(6,110 × 2)

Total 3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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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Radioactivity balance of elements in unit process of ACP.

Ac: U(NG)[NG], Np(0.02), Pu(38.04),
      Am(0.81), Cm(1.77) [40.6 ; 20.7%]
FPs: Sr(29.1), Te(0.16), Cs(46.92), Ba(40.88), 
       Eu(3.65) [120.7 ; 61.6%]
RE: Y(29.1), Ce(0.08), Pr(0.08), Pm(3.83),
      Sm(0.16), [33.3 ; 17.0%]
NM: Zr(NG), Tc(NG), Ru(0.31), Ag(NG), Cd(0.02),  
      Sn(NG), Sb(0.61) [1.3 ; 0.7%]

TOTAL: 195.9 => remain 2%

Ac: U(0.08)[NG], Np(0.75), Pu(1902.2),
      Am(40.4), Cm(88.5) [2031.9 ; 20.5%]
VFP: Kr(124.24), I(NG), Xe(NG), H(11.52)

[135.8 ; 1.4%]
FPs: Sr(1454.8), Te(7.5), Cs(2346), Ba(2044), 
        Eu(182.7) [6038.6 ; 60.8%]
RE: Y(1455.2), Ce(3.8), Pr(3.84), Pm(191.5), 
      Sm(8.12) [1662.5 ; 16.7%]
NM: Zr(0.05), Tc(0.34), Ru(15.64), Rh(15.64), 
       Ag(0.01), Cd(1.0), Sn(0.03), Sb(30.6)

[63.3 ; 0.6%]

TOTAL :  9932.1

Ac: U(NG)[NG], Np(0.75), Pu(1898.4),
      Am(40.3), Cm(88.3) [2027.8 ; 20.8%]
FPs: Sr(1451.9), Te(7.5), Cs(2341.3), Ba(2039.9), 
        Eu(182.3) [6022.9 ; 61.6%]
RE: Y(1452.3), Ce(3.8), Pr(3.8), 
       Pm(191.1), Sm(8.1), [1659.1 ; 17.0%]
NM: Zr(0.05), Tc(0.34), Ru(15.6), Rh(15.6), Ag(0.01), 
       Cd(1.0), Sn(0.03), Sb(30.5) [317.34 ; 1.6%]

TOTAL: 9772.9 => recovery yield 99.8%

Ac: U(NG)[NG], Np(0.04), Pu(94.9), Am(2.0), 
      Cm(4.4) [101.34 ; 1.7%] => remain 2%
FPs: Sr(1418.5), Te(7.33), Cs(2287.5), Ba(1993), 
       Eu(178.1) [5884.4 ; 96.7%]
RE: Y(72.6), Pr(0.2), Pm(9.56), => remain 2%,
      Sm(7.9), Ce(3.7) [94.0 ; 1.5%]
NM: Zr(NG), Tc(0.02), Ru(0.78), Rh(0.78), Ag(NG), 
      Cd(0.05), Sn(NG), Sb(1.53) => remain 2%
     [3.2 ; 0.1%]

TOTAL : 6082.9

Ac: U(NG)[NG], Np(0.74), Pu(1860.4),
      Am(39.5), Cm(86.5) [1986.2 ; 52.3%] => yield 98%
FPs: Sr(33.4), Te(0.2), Cs(53.85), Ba(46.92), 
        Eu(4.2) => remain 2.3% [138.6 ; 3.6%]
RE: Y(1423.3), Pr(3.7), Pm(187.3) => yield 98%

Sm(0.2), Ce(0.09) => remain 2.3% [1614.6 ; 42.5%]
NM: Zr(0.05), Tc(0.33), Ru(15.3), Rh(15.3), Ag(0.01), 
       Cd(0.98), Sn(0.03), Sb(29.9) => yield 98%
      [61.9 ; 1.6%]

TOTAL: 3801.3

Basis ; - PWR Spent Fuel : 20kg HM/batch,   - Burn-up : 43,000 MWd/tU                 
           - Enrichment : U-235 3.5%,              - Cooling :  10 Years

PWR SF

Disassembling
& Cutting

Vol-oxidation

Metalization
(Electrolytic 
Reduction)

Separation

Smelting &
Casting

U-Ingot

Fission Gas
Capture

Fission Gas
Treatment

VFP: Kr(2.5), I(NG), 
Xe(NG), H(0.23) [2% of VFP]

VFP: Kr(123), I(NG), Xe(NG),
 H(11.4) [134.4 99% of VFP]

To Off-gas
Treatment

To Off-gas
Treatment

Sr(33.4)/Cs(53.85)

U3O8 Powder

UO2 Pellets + 
Zircaloy tube (25cm length)

Zircaloy
tube

Molten
Salt

LiCl, Li2O
(Cs, Sr, Ba, etc)

U (+TRU, NM, RE) 
metal + remaining 
molten salt (2.3%)

Radioactivity Balance for Each Nuc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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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safety 요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서 공정설비의 운 으로 인한 작업자와 공

공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공정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차세대관리 실증공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들로는 다음의 4가

지가 고려될 수 있다[7].

① 공정에서 취급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

② 공정에서 취급되는 방사성 물질의 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위험

③ 공정설비 또는 부대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

하여 작업자나 주변 환경이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④ 공정설비 또는 부대설비의 결함으로 인해 독성이 강하거나 유해한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작업자가 위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위

험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요소들의 종류 및 발생 가능성을 공정별로 검토하여 이

들 위험요소들의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방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정을 구성하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설비 및 부대시설의 설계를 수행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 공

정내용 및 특성, 위해요인에 대한 검토,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정의, 위험

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요건들을 제시하 다.

가. 공정 취급 물질의 위해 특성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 취급되는 물질의 위해 특성은 방사선에 의한 위

해 특성과 화학적 독성 또는 화재로 인한 위해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핵종별 방사선 독성지수

방사선에 의한 독성지수는 ICRP(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에서 핵종별로 제시한 작업자의 ALI(Annual Limits on 

Intake) 수치로 표기될 수 있으며, 주요 핵종들의 ALI 수치는 Table 3-2-3-1의 

내용과 같다[8].  특히 사용후핵연료에는 Np-237, Pu-238/239/240, Am-241/243, 

Cm-243 /244과 같이 독성지수가 가장 높고(ALI 300∼500), α 핵종들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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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분말 상태 또는 고온의 운전으로 인한 fume 등이 발생될 우려가 높기 때

문에 공정용기 및 hot cell의 기 성 유지 및 외부 누출에 대비한 설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Table 3-2-3-1. Annual limits on ALI(Bq) for workers

Nuclide Inhalation, ALI Nuclide Inhalation, ALI

U-238 1 × 104 Cs-134/137 2 × 106

Np-237 300 H-3 1 × 109

Np-239 3 × 107 Sr-90 4 × 105

Pu-238/239/240 300 Y-90 8 × 106

Pu-241 2 × 104 Ru-106 1 × 106

Am-241/243 300 Sb-125 4 × 107

Cm-242 6000 Te-125m 2 × 107

Cm-243 400 Cs-134/137 2 × 106

Cm-244 500 Ce-144 5 × 105

Eu-154 3 × 105 Pm-147 4 × 106

Eu-166 3 × 106 Sm-151 4 × 106

(2) 공정 취급 시약의 화학적 특성에 위한 위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 취급하는 주요 시약 중 위해 요인을 가지고 

있는 시약[9, 10]으로는 금속전환공정에서 매질로 사용되는 LiCl 용융염과 Li 환원

방법에 의한 공정을 채택하는 경우는 추가로 Li 금속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고온의 조건(650∼700 ℃)에서 취급하게 된다.  현재 차세대관리 공정의 실증을 

위한 기준공정으로 채택된 전기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금속전환공정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Li은 Li2O의 전해분리에 의해 용융염 매질에서 용해된 상태로 존재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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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Li으로 인한 위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가) LiCl 

LiCl는 상온에서 고체상태로 존재하며, 주요 물성치는 아래와 같다.

- 용융점 : 614 ℃

- 기화점 : 1,352 ℃

- 비중 : 2.07 at 15 ℃(고체),  1.485 at 650 ℃(용융염)

- 용융열량 : 15.28 kJ/mol

- 증기압

온도에 따른 증기압은 아래와 같으며, 1,000 ℃ 이상에서는 기화량이 급격히 증

가하므로 장치의 온도 제어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11].

Table 3-2-3-2. Vapor pressure of LiCl temperature

T(℃) 783 880 932 1045 1129 1290 1352

V.P.(mmHg) 1 2 10 40 100 400 760

그리고 미국의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서 화학물질의 위

해 정도를 건강 측면에서의 위험(Health), 화재의 위험(Flammability), 반응성으로 

인한 위험(Reactivity)의 정도 별로 4∼0의 5 등급(4: Extreme, 3: High, 2: 

Moderate, 1: Slight, 0: None)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LiCl의 경우는 

Health만 2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화재와 반응성으로 인한 위해는 없는 것으

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 LiCl의 경우 인체 흡입이나 피부 접촉에 의한 위험이 크

기 때문에 취급에 특히 유의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 Li 금속

Li 금속도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며, 주요 물성치는 아래와 같다.

- 용융점 : 180.5 ℃

- 기화점 : 1336 ℃

- 비중 : 0.535 at 15 ℃(고체),  0.268 at 650 ℃(용융)

- 용융열량 : 3 kJ/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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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금속의 경우 NFPA에서 제시한 위험 등급을 보면 Health와 Flammability는 

1 등급이고, Reactivity는 2 등급으로 되어 있으나, Canada CHEMTREC에서 제

시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에서 제시한 위험 등급을 보면 Health는 

3 등급, Flammability와 Reactivity는 2 등급으로 NFPA 보다 더 위험한 등급으로 

제시되고 있다.  Li 금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노출되었을 경우 산소와의 

반응성이 매우 높으며, 수분과 반응할 경우 수소를 발생하고, 높은 열을 방출하는 

등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입이나 피부 접촉의 

경우 수분과의 반응으로 인한 열로 인한 손상 등 인체에도 매우 위험하다.

나. 화학공정의 일반적인 Safety 요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과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공정의 

경우는 방사선 위해는 물론 화학적 특성 및 반응성, 공정조건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위해 물질의 격리

공정에서 취급하는 방사성 물질이나 화학적 위해 물질들이 가능한 한 1

차 confinement인 공정장치나 배관 내에 격리되고 외부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

록 공정장치 설계에 용기의 기 성이 효율적으로 유지되면서 운전 및 유지, 보수

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누출로 인한 위해 요인 최소화

공정장치나 부대설비의 고장(failure)으로 인하여 1차 누출이 발생할 경

우 이로 인해 예상되는 2차 누출 또는 오염 확산 등의 전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공정의 감시 및 제어 계통이 설계에 반 되어야 하며, 1차적으로 누출된 물질이 

환경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배기체 설비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3) 부압 유지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장치의 경우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 내부의 압력을 외부보다 약간의 부압이 유지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이는 공정장치의 off-gas line이 off-gas 처리 계통의 suction head에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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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유지된다.  따라서 이 경우 공정장치의 off-gas line으로부터 off-gas 처리공정

을 거쳐 최종 배기되는 지점까지의 부압 조건 및 배기량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

여 pressure balance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고장(Failure)에 대비한 설계

- 공정 및 시설의 안전성에 주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변수(process 

parameters)의 경우는 공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중의 감시 및 제어가 가

능하도록 하며, 이 경우 서로 다른 원리의 장비가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운전 중에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하는 고장의 경우 작업자의 핫셀 내 출입

이 불가능하므로 고장 유형별 작업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격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 되어야 한다.

- 작업자가 핫셀 내에 출입하지 않고서는 조치가 불가능한 고장의 경우는 작업

자의 출입 가능하도록 원격으로 제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장 유형별 작업 특성

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다. 공정 특성에 따른 Safety 설계 요건

(1) Vol-oxidation 공정

Vol-oxidation 공정은 사용후핵연료 pellets을 고온에서 산화하여 미세한 

크기(평균입도 : 약 30 ㎛)의 분말로 제조하는 공정으로 특히 장치에서 분말의 누

출로 인한 핫셀 내 비산으로 인한 오염시 제염이 매우 어려우므로 분말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가 설계에 반 되어야 한다.

가능한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장치 내부를 외부보다 약간의 부

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상적인 운전시 미세분말이  off-gas 계

통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공정장치 내부와 외부 off-gas line에 sintered metal 

filter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정장치 외부로부터 산화반응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압축

공기를 주입하게되므로 off-gas line이 막힐 경우 공정장치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

여 사용후핵연료 분말이 누출될 수 있으므로 공급되는 압축공기의 압력 및 공정

장치 내부 압력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것에 특히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Vol-oxidation 공정에서 배기되는 off-gas에는 많은 량의 fission gas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off-gas line의 누출 방지 및 누출에 대비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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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전환(metalization) 공정

금속전환 공정에서 safety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온도 

제어계통의 고장으로 온도가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LiCl 용융염의 증기압이 상승

하고 이로 인해  과량의 LiCl fume이 off-gas line로 방출되어 침적됨으로서 

off-gas line이 막히고 이로 인해 반응기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LiCl fume이 반응

기 밖으로 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반응기 온도, 압력 및 Ar 공급계통 등이 서로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온도 제어계통의 고장 또는 heater의 고장으로 인하여 반응기의 온도가 

LiCl 용융염의 용융온도(614 ℃)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온도 제어장치 및 heater의 유지, 보수 및 교체는 반드시 원격조작에 의해 가능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금속전환공정의 경우도 배기되는 off-gas에는 fission products(Rb, Se, Cs 등)

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off-gas line의 누출 방지 및 누출에 대비한 설계가 고려되

어야 한다.  특히 금속전환공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LiCl와 Li2O시료는 핫셀 외부

의 glove box에서 불활성 분위기 하에서 준비하여 핫셀 내의 반응기로 불활성 분

위기가 유지된 상태로 공급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금속 주조공정

금속 주조공정은 금속전환공정에서 우라늄 금속이 granule 형태로 제조

되므로 이를 운반 및 저장이 용이한 크기의 cylindrical 형태로 주조하는 공정으로 

우라늄 금속의 용융온도(1,133 ℃) 보다 높은 1,300∼1,400 ℃에서 운전되고, 산소 

인입시 우라늄 금속이 우라늄 산화물 형태로 전환되어 용융이 되지 않으므로 온

도제어와 공기의 혼입이 방지되도록 엄격한 진공도 또는 불활성 분위기 유지를 

위한 장치 및 제어시스템의 구성이 설계에 반 되어야 한다.

(4) 폐용융염 처리공정

폐용융염 처리공정은 금속전환공정에서 반응 매질로 사용된 LiCl 용융

염을 운반 및 저장이 용이한 cylindrical 형태의 고화체로 성형하는 공정으로서 사

용후핵연료내의 radioactivity가 높은 핵분열생성물들이 용융염 내에 잔존하게 되

므로 radioactivity가 매우 높다.  설계 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는 금속전환조로부

터 폐용융염 처리조로 용융염을 이송할 때 배관의 온도가 LiCl 용융염의 용융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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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line clogging으로 인한 반응기 압력 상승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온도제어에 특히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Off-gas 처리공정

핫셀 내에 설치되는 off-gas 처리공정은 핵분열 생성물 중 iodine, 낮은 

온도에서 기화되는 Cs(금속전환공정), 잔류 Sr(smelting 공정), 그리고 고온의 반

응온도로 인해 반응기에서 발생하는 LiCl 용융염 fume의 침적 포집 등에 대한 안

전한 처리를 주요 목적으로 설치되며, 공정장치 및 배관에서의 fission gas 누출 

방지 및 누출에 대비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off-gas 처리공정에서는 

off-gas의 흐름과 압력을 연동하여 감시하고 제어하는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4. 원자력시설의 규제요건

원자력시설의 운 을 위해서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에

서 제시한 규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로서 국내 원자력법령 및 관련 과학기술부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

는 규제요건과 기술기준들을 분야별로 만족하여야 하며, 국내 원자력법령에 준용

을 규정하거나 상세한 내용의 기술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NRC(Nuclear 

Regulation Commission)의 10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및 Regulation 

Guides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와 관련한 기술요건 및 기준들을 만족하여야 한

다.  이와 같이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법적으로 규제하는 목적을 국내 

원자력법 제1조에서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향상

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10 CFR Part 0에서 제시된 10 CFR 제

정의 취지는 ‘공공과 조업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실행지침을 

제시하고, 조업자의 이해와 준수가 용이하도록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규제 내용을 문서로서 제시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규제요건들은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

요건이나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

계를 위한 기본적인 충족요건으로 반드시 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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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력법 [12, 13]

(1)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개괄적 규제요건

원자력법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은 핵연료주기사업으로 구분되어 있

으며(원자력법 제43조), 원자력법에 시설 허가를 위한 시설의 개괄적인 기술 요건

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 位置․構造․設備 및 性能이 科學技術部令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

하여 放射性物質등에 의한 人體․物體 및 公共의 災害防止에 支障이 

없을 것 (원자력법 제44조 3항)

- 核燃料週期施設의 운 으로 인하여 放射性物質등에 의한 國民의 건강 

및 環境상의 危害防止에 지장이 없을 것 (원자력법 제44조 4항) 

   

(2)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허가에 필요한 안전성 심사요건

원자력시행규칙에 명기된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허가에 필요한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제시되어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41조 ②

항)

-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법

-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분리된 핵연료물질의 처리 및 처분의 방법

-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장소의 기상‧해상‧지반‧수리 및 

지진 등 자연조건과 사회환경 등에 관한 설명서

-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안전설계에 관한 설명서

-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 사용후핵연료 등으로 인한 방사선피폭관리 및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설명서

-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사고의 종류‧정도 및 향 등에 관한 설명

서(운전상의 과실, 기계‧장치의 고장, 침수‧지진 또는 화재 등 재해)

-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반입‧운반‧저장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배출 및 인도에 관한 사항

-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 향평가 (원자력법 제104조의 6)

(3)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성능에 대한 기술요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6조)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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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성능에 대한 기술요건으로 핵연료물질의 임계를 방지하는 능력 및 사용후

핵연료 등을 한정된 구역에 봉입시키는 능력, 제품 중 원자력핵분열생성물의 함유

율이 제시된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며, 제품의 회수율이 제시된 기준치 이상 유지

되는지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환경 향평가를 위한 기술 요건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4, 25호(2001년 9월 19일)에서 원자력법 시행규

칙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

사선환경 향평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환경 향평가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

을 개정․고시하 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4, 제5조

① 건설로 인한 환경 향

원자력이용시설을 기존의 원자력이용시설이 운 되고 있는 동일 부지

에 건설할 경우, 당해 시설의 건설 기간 중에 건설에 참여하는 작업자가 기존의 

원자력이용시설에 의하여 받게 될 향을 예측․평가하여 기술한다.

② 운 으로 인한 환경 향

원자력이용시설의 운 으로 인한 환경 향을 가능한 정량적인 방법으

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 정성적인 방법으

로 예측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사고로 인한 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로 의한 잠재적인 환경 향을 예측․평가하여

야 하며, 평가서에는 주민보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5, 제7조

- 당해 시설로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에 의하여 주민이 받

는 피폭방사선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관계 기준치와 비교․평가

한다.  이 경우 주민피폭방사선량 계산프로그램은 부지특성과 주변 

환경인자들을 충분히 반 하여야 하며, 평가모델의 신뢰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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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조사 결과를 근거로 당해 시설 주변환경에 있어서 장기적인 방사

성물질의 축적경향과 변동을 평가하고, 당해 시설로부터 예기치 않은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의한 단기적 변동을 평가한다.

- 사람이 섭취 가능한 환경시료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 시료를 

섭취할 경우의 피폭방사선량을 추정하여 평가한다.

(다)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5, 제8조

환경조사자료 처리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 환경조사항목마다 과거 환경조사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평상시

의 평균치와 변동편차를 설정하고, 이를 이상치의 판단 근거로 한다.

- 제1항의 평상시 평균치와 변동편차는 당해 시설의 가동 전 환경조사 

자료 또는 정상 운  중인 당해 시설 주변에서 최소한 최근 3년 이

상 수행한 환경조사 자료로 설정한다.  이 경우 오류로 인한 환경조

사 자료나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이상 환경조사 자료는 제외한다.

- 환경조사 자료는 국제표준(SI)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적절한 접두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기록․유지한다.

- 환경조사 자료는 측정 및 분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유효숫자 

자리 수를 고려하여 표기하고 조사대상 항목별로 일관성을 유지하여

야 한다.

- 방사능농도가 낮아 검출이 불가능 할 경우는 최소검출가능농도를 명

시하고 그 미만이라고 표시하되, 환경조사 자료의 평균값 산출 시에

는 최소검출가능농도 값을 검출농도로 한다.  다만, 방사능이 검출은 

되나 큰 계측오차로 인하여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으로 처리할 경우, 

평균값은 실제 검출된 방사능농도로 산출한다.

(5) 지질 및 내진 기술기준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 및 구조와 관련된 기술기준은 ‘원자로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제4조(위치), 제12조(방호시설 설

치), 제14조(내진성)}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제77조(위치), 제85조(방호시설설치 

및 내진성)}, 과학기술부고시 제2000-8호(2000년 6월23일)에 ‘원자로시설의 위치, 구

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세부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지질과 내

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은 아래의 미국의 기술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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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FR Part 100 Appendix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 R.G.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 R.G. 1.132: "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 R.G. 1.138: "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6) 차폐 및 기  기술기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핵연료물질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기준(제5조)에서 제시된 차폐체 외부에서의 외부방사선량 요건은 1주당 

1 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Pu 및 그 화합물과 이들 물질의 하나 또는 둘 이

상을 함유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연구설비를 내부에 

설치하는 핫셀은 공기 주입구와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폐된 구조를 갖거나 내부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없는 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7) 시설 내 선량 한도

원자력법시행령(제2조 5호)에 제시된 선량한도(별표 1)는 방사선작업종

사자와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 일반인으로 구분되며, 유효선량한도를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경우 연간 50 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m㏜, 수시출입

자 및 운반종사자의 경우는 연간 12 m㏜, 일반인의 경우는 1 m㏜로 제한하고 있

으며, 등가선량한도는 수정체의 경우 연간 150 m㏜, 손‧발 및 피부의 경우는 연

간 500 m㏜,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와 일반인의 경우는 1/10로 제한하고 있다.

(8) 환경 향평가 선량 기준

원자력법시행령에 규정한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수행되는 시설의 

환경 향평가를 위한 선량기준은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부고시 제

2001-2호, 2001년 1월 31일)에 설계에 적용할 기준을 제시하 다(제16조).  그 주

요 내용으로는 기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외부피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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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선량을 0.05 m㏜/y, 피부등가선량과 입자상 방사성물질, H3, C14, 방사성옥소

에 의한 인체 장기 등가선량을 0.15 m㏜/y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시설을 운 하는 경우에는 제한구역 경계에서 유효선량을 0.25 

m㏜, 갑상선 등가선량을 0.75 m㏜로 제한하고 있다.

(9)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방사성물질 운반물의 종류는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84조 규정에 의해 L형, IP형, B형, C형 및 핵분열성운반물로 분류되며, 이들 

중에서 B형, C형 및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의 경우는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3

호(2001. 9. 18) ‘방사성물질 운반용기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함)’ 제4장 1절의 기준에 따라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고시에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술요건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방사성물질 운반용

기는 기존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padirac cask(RD-15/RD-10)와 solid waste 

cask를 활용하므로 새롭게 제작을 위하여 설계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물질 운반용

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5. 핵물질 및 폐기물 운반 기준요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의 수행을 위해 실증시설 내에서 취급하게 되

는 핵물질 및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다른 시설로부터 ACP 핫셀로 운반되거나, 

또는 다른 시설로 운반되어 지게 된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서 핵물

질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시설 간 상호 운반이 필요한 시설로는 현재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고,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해체 및 절단하는 공정설비를 갖추

고 있는 조사후시험시설(PIEF)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 저장하는 폐기물

처리시설(RWTF), 그리고 본 실증시설이 위치한 조사재시험시설(IMEF)을 예상할 

수 있다.  이들 시설 간에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차폐

능과 운반하는 동안 예상되는 사고에 대비한 구조적 안전성, 그리고 핫셀에 접속

하여 안전하게 방사성물질을 인입, 인출할 수 있는 접속장치 등이 고려되어 설계

되고 제작된 용기나 장비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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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반을 요하는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설인 ACP 핫셀에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설로부터 인입되거나 다른 시설로 인출되

어 운반을 요하는 핵물질로는 ACP 핫셀로 인입되어 공정 feed material로 사용되

는 사용후핵연료 rod cut과 공정처리 후 최종 생산물인 금속전환체, 공정처리 과

정에서 분석을 위해 채취되는 공정시료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rod cut은 조사후

시험시설에서 제조되어 RD-15 padirac cask를 사용하여 운반되며, PWR 사용후

핵연료 1 rod의 우라늄 질량이 2 ㎏이므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을 위한 1 

batch 처리(기준용량 20 ㎏, radioactivity: 9,932 Ci)를 위해서는 10개 rod를 사용

하게 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RD-15 padirac 

cask의 내부 container의 크기를 고려하면, 사용후핵연료 rod는 25 ㎝ 길이로 절

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후핵연료 rod의 길이가 4 m이므로 160개의 rod cut

이 1 batch 공정처리를 위해 소요된다.

ACP 핫셀에서 실증시험을 통해 제조되는 금속전환체는 batch 당 20 ㎏(3,801 

Ci) 이고, 실증시험이 5 batch 계획되어 있으므로 총 100 ㎏이다.  제조된 금속전

환체는 ACP 핫셀 내 storage vault에 임시저장 되나 장기적인 저장을 위해 폐기

물처리시설의 monolith가 고려되고 있으며, ACP 핫셀에서 반출은 RD-15 padirac 

cask를 이용하고, monolith로의 반입은 solid waste cask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

정시료의 경우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 과정에서 각 단위공정 별로 공

정 data를 얻기 위한 분석을 위하여 수 g씩 채취하여 화학분석부로 보내지게 되

는데 분석시료의 이송은 RD-10 padirac cask를 이용하여 운반하게 된다.  그리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로는 금속전환공

정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을 위한 매질로 사용되는 LiCl-Li2O 용융염 고화체, 사용

후핵연료 rod cut을 slitting한 후 발생하는 zircaloy tube hull, 배기체 처리 

column의 흡착제로 사용한 molecular sieve, 배기 filter 폐기물과 공정작업 폐기

물 등으로 구분되며, 예상 발생량과 방사능량은 Table 3-2-5-1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ACP 핫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폐용융염은 radioactivity가 매우 높으

며, ACP 핫셀 내 storage vault에 임시저장 되나 장기적인 저장을 위해 폐기물처

리시설의 monolith가 고려되고 있으며, ACP 핫셀에서 반출은 RD-15 padirac 

cask를 이용하고, monolith로의 반입은 solid waste cask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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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사성폐기물들은 모두 monolith로 운반되어 저장되며, zircaloy hull과 폐가스 

흡착제는 radioactivity가 높아 ACP 핫셀에서 반출은 RD-15 padirac cask를 이용

하고, monolith로의 반입은 solid waste cask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방사성폐기물은 radioactivity가 상대적으로 낮아 rear door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container(stainless steel drum)를 사용하여 monolith로 운반된다.

Table 3-2-5-1. The radioactive wastes to be generated in ACP hot cell

폐기물 유형 발생량 방사능량(Ci)

폐용융염

(LiCl-Li2O 고화체)

150 ㎏(75 ℓ)

(50 ㎏/batch × 3 batch)

18,330 

(6,110/batch × 3 batch)

Zircaloy Hulls
15 ㎏(15 ℓ)

(5 ㎏/batch × 3 batch)

30

(10/batch × 3 batch)

폐가스 흡착제

(Silver Zeolite)
35 ㎏(40 ℓ) 2.3 × 10-4

Filter폐기물 10 ㎏(150 ℓ) -

작업폐기물 150 ㎏(200 ℓ) -

나. Padirac Cask를 이용한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운반

사용후핵연료는 조사후시험시설의 9402 풀에서 인출된 사용후핵연료 집합

체를 해체하여 9403 풀로 옮겨진 후 9404 핫셀을 거쳐 9405 핫셀에서 절단작업을 

통하여 rod cut이 제조되며, 9406 핫셀을 통하여 padirac cask 운반용기로 반출되

어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에 위치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설인 ACP 핫셀

로 보내지게 된다.  ACP 핫셀에서 제조되는 금속전환체와 공정처리과정에서 발

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외부 반출도 padirac cask 운반용기를 이용하여 반

출된다.  따라서 padirac cask 운반용기의 접속을 위하여 핫셀의 rear door에 

padirac cask 수평접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의 

monolith에 저장을 위한 운반은 monolith에 접속이 가능한 solid waste cask를 사

용하게 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solid waste cask는 핫셀 상부로 연결되는 수직

접속장치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ACP 핫셀은 핫셀 상부로 수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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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단 padirac cask 운반용기를 이용하여 조사재시험

시설의 기존 핫셀로 운반한 후 이를 다시 solid waste cask에 loading하여 

monolith로 운반하여야 한다.

(1) Padirac Cask[14]

현재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padirac cask는 납 차폐체 두께가 10 

㎝인 RD-10 type과 납 차폐체 두께 15 ㎝인 RD-15 type이 있다.  이들 padirac 

cask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후핵연료 취급량을 예측하기 위한 차폐능 계산결과 

RD-10은 허용 표면선량을 기준으로 취급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2.71 ㎏

HM이고, 2 m 지점에서 허용선량을 기준으로는 3.33 ㎏HM로 나타나 실제 운반

을 위한 취급 가능량이 2.71 ㎏H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나 RD-15는 허

용표면선량을 기준으로 취급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91.45 ㎏HM이고, 2 m 

지점에서 허용선량을 기준으로는 75.08 ㎏HM로 나타나 실제 운반을 위한 취급 

가능량이 75.08 ㎏H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D-10 padirac cask를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rod cut을 운반하는 경우 실증시설에서의 공정처리 기준

량인 20 ㎏HM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8회 정도의 운반이 필요하므로 운반회수를 

줄이고 처리 후 U-ingot 및 폐용융염까지의 운반을 고려할 때 RD-15 padirac 

cask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분석을 위한 공정시료의 경우 취급량

과 방사능량이 매우 적고,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분석부의 기존 핫셀이 시료

의 반입을 위한 rear door의 접속장치가 RD-10 padirac cask를 기준으로 설치되

어 있어 RD-10 padirac cask를 사용하여야 한다.

Padirac cask 운반용기는 Fig. 3-2-5-1에서와 같이 탄소강 케이스 내에 납이 

주조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부에는 슬라이딩 구동방식의 차폐뚜껑이 있고, 

내부에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컨테이너 바스켓이 있다.  운반용기의 각 부별 명

칭은 Table 3-2-5-2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Padirac cask 운반용기는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음각된 돌기부를 갖는 인양장치에 체결하여 수송용기를 수평 및 수

직 상태로 인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Fig. 3-2-5-2은 Padirac cask 

운반용기를 핫셀에서 운반 및 취급하는 작업의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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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1. Typical fixture of RD-15 padirac cask.

Table 3-2-5-2. Components of RD-15 padirac cask

Item 

No.
Designation

Item 

No.
Designation

1

2

3

4

5

6

7

8

Roller

Safety latch

Transfer container

Shielded sliding door of the cask

Drilled holes

Ball locking system

Lead shield

Telescopic guiding system

9

10

11

12

13

14

15

16

Container basket

Spigot of the basket

Bottom plug

Internal shell

External shell

Bosses for lifting fork

Stop door close

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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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2. Conceptual drawings for transport and handling in hot cell.

RD-15 padirac cask 운반용기의 상세한 제원 및 주요 사양은 Table 3-2-5-3

에 표기된 내용과 같고 Fig. 3-2-5-3은 padirac 수송용기를 핫셀의 rear door에 

체결한 모습이다.  RD-15 padirac cask 운반용기는 중량이 약 2.7톤이며, 충격 완

충체(impact limiter)를 장착한 상태에서의 외경이 1.1 m, 길이가 1.3 m이고, 연소

도 45,000 MWd/tU, 5년 냉각된 25 ㎝ 길이의 PWR 핵연료봉 56개를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Table 3-2-5-3. Specification of RD-15 padirac cask

Item Description Remark

Package type A/B type

Weight 2,700 ㎏ Lid wt. : 350 ㎏

Dimension
- Diameter : 1,098 mm

- Length : 1,314 mm

Materials

- Shells : cast iron

- Gamma shield : lead

- Impact limiter : balsa wood &

                  limenstone

Cooling type  Dry type (air)

Content

- Chopped PWR fuel rod 

  (250 mm × 56 EA)

- Burn-up : 45,000 MWd/MtU

- Cooling time : 5 years

- Decay heat : 2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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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3. Picture of padirac cask connecting on hot cell.

(2) Padirac Cask 운반용기 핫셀 접속장치

Fig. 3-2-5-4은 padirac cask 운반용기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접속장치를 

가진 조사재시험시설 M4 핫셀의 rear door의 단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핫셀의 

후면 벽에 설치된 rear door는 핫셀 내부에 설치된 장비의 유지, 보수작업, 장비의 

반출입 또는 핫셀 내부의 제염작업 등의 경우에 작업자가 핫셀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다.  조사후시험시설과 조사재시험시설 핫셀의 뒷문은 도가 3.5 g/㎤인 

중량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핫셀 내부 벽면 쪽은 ASTM A240 Type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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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강으로 라이닝 처리되어 있고, 핫셀 뒷문과 핫셀 벽과의 접촉부는 

Neoprene 재질의 gasket을 사용하여 봉을 유지하고 있다.  핫셀 뒷문의 개폐는 

폭 약 90 ㎝ 간격으로 설치된 두 개의 레일 위에 안착되어 있는 철제 바퀴를 전

동 모터를 구동하여 전후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Rear door의 외부에는 2개의 

한계 스위치(limit s/w)와 2개의 잠금장치(locking device)를 부착하여 개폐의 안

전성이 확보되도록 하 다.  핫셀의  rear door가 개방될 경우 핫셀 전체가 열리

는 것이기 때문에 핫셀 내부에 있는 방사능 물질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히 유의하여야 한다.  핫셀 rear door는 단면에 단차를 두고 그 단차부에는 두께 

50 mm의 납 차폐체가 설치되어 벽면과 뒷문 사이의 틈으로 인한 차폐 손실을 방

지하도록 하 다.  또한 하부의 바퀴 구동부위도 납 블록을 사용하여 차폐를 보강

하 다.  M4 핫셀의 rear door 크기는 가로 1.10 m, 높이 2.05 m, 두께는 1.2 m인

데, 이 뒷문의 중앙에는 바닥으로부터 1.3 m 높이에 직경 340 mm의 구멍을 갖는 

padirac 운반용기 접속부가 설치되어 있다.

Fig. 3-2-5-4. Section drawing of rear door in IMEF M4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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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5는 핫셀 rear door의 padirac cask 운반용기 접속장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단의 전후 이동용 레일과 padirac cask 운반용기의 안착장치가 설치되

어 있는 모습과 2개의 한계스위치(limit s/w)와 2개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을 볼 수 있다.  Padirac cask 운반용기의 안착장치는 앵 로 된 프레임 위에서 

전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네 곳의 다리는 각각 상하로 움직일 수 있

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기존 핫셀에서 사용 중인 padirac cask 운반용기 접속장

치와 같은 step-back 방식의 rear door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rear door의 주

변 및 관통부(transfer hole)에는 차폐체를 보강하여 방사선의 누출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관통부(transfer hole)에 padirac 수송용기의 컨테이너가 반입될 경

우 관통부의 문을 개폐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manipulator의 활동 범위를 적절히 

고려하여야만 한다.

Fig. 3-2-5-5. Picture of padirac cask 

adapter and table.



- 67 -

다. Solid Waste Cask를 이용한 운반

(1) 방사성폐기물 저장

연구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RWTF)에 임시 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준위폐기물 저장고(monolith)와 중․

저준위폐기물 저장고에 구분하여 저장, 관리하게 된다.  방사성 폐기물들은 안전

하게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특성에 따라 저장에 필요한 일정 기준에 따

른 포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들

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포장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한 후에 운반되어 저장

하게 된다.  고준위폐기물 저장고인 monolith는 고준위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콘

크리트 구조물로서 162 개의 well이 있으며, 각 well은 7 개의 50 liter 드럼을 저

장할 수 있고, 총 1,134 드럼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다.  Monolith에 저장하기 위

해서는 실증시설에서 발생한 고준위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되어 50 liter stainless 

steel 드럼(외경 400 mm × 길이 500 mm)에 넣어서 옮겨 저장된다.  고준위폐기

물의 monolith로 이송은 고준위폐기물 드럼(50 liter)을 15 ㎝ 두께의 납차폐를 갖

추고 수직접속방식으로 연결되는 solid waste cask에 넣어 트럭에 적재하여 

monolith까지 운반되며, monolith에는 이를 하역하여 저장할 수 있는 10 ton 

crane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중․저준위폐기물 저장고는 600 개의 concrete 

shell 및 약 2,400 개의 200 liter 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다.  

실증시설에서 발생하는 중준위폐기물은 200 liter 드럼에 넣어서 옮겨 저장된다.

(2) Solid Waste Cask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을 수행하는 ACP 핫셀에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 제조되는 금속전환체 ingot 외에 폐용융염이나, 피복관 등과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된다.

현재 조사재시험시설과 조사재시험시설 핫셀에서 발생하는 고체 상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핫셀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핫셀 내에서 Fig. 3-2-5-6에 표

기된 것과 같은 container에 고체 폐기물을 담은 후 container를 Fig. 3-2-5-7에 

표기된 것과 같은 고체폐기물 차폐운반용기인 solid waste cask를 이용하여 고준

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인 monolith로 운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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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6. Typical drawing of solid waste

container.

Solid waste cask 운반용기는 핫셀의 루프도어에 장착된 solid waste cask 운

반용기 접속장치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Solid waste cask 운반용기 접속장치와 

결합이 완료되면 운반용기 하단에 슬라이딩 개폐방식의 차폐뚜껑과 운반용기 접

속장치의 차폐뚜껑을 열고 운반용기 내부에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container 

basket을 핫셀 내부로 내려 보낸 후 container를 열고 내부에 고체폐기물을 담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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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7. Typical drawing of solid waste cask.

Container basket의 상부에는 원뿔 형태의 꼭지가 달려 있고, 운반용기 내부의 

상부에는 6 m 길이의 케이블에 cycle grapple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cycle 

grapple 장치가 한번 container basket의 꼭지에 안착되면 잠기고, 다시 안착되면 

열리는 과정을 반복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이 고체폐기물 운반용기는 하부에 부

착된 미끄럼 개폐방식의 차폐뚜껑의 개폐 안내부와 차폐뚜껑 개폐를 조작하기 위

한 구동 모터, cyclic grapple 구동 모터 등이 운반용기 외부에 부착되어 있기 때

문에 무게 중심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crane hook에 고체폐기물 운반용기를 인양

하기 위한 handling frame을 장착한 후 여기에 운반용기를 체결하여 취급하고 있

다.  조사재시험시설 M2 핫셀 천장문의 경우 폭이 3.0 m, 길이가 3.0 m, 차폐두

께가 1.0 m이며, M3, M4 핫셀 천장문의 경우 폭과 길이가 각각 2.0 m, 차폐두께

가 1.0 m이다.  그리고 M3, M6C 핫셀의 천장에는 핫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담은 450 mm인 폐기물통(waste container)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waste 

container door가 설치되어 있다.  Fig. 3-2-5-8 과 Fig. 3-2-5-9는 M6 핫셀 천

장에 설치된 solid waste cask 운반용기 접속장치의 측면도 및 평면도를 나타내

고 있다.  이 문은 폭 750 mm, 길이 750 mm, 두께 330 mm의 크기로 스테인리

스강 케이스(encasement) 내부에 납을 주조한 형태이며, 회전 핸들과 베벨 기어

(bevel gear)를 이용하여 미끄럼 개폐방식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다.



- 70 -

Fig. 3-2-5-8. Side view of roof door in IMEF M6 hot cell.

Fig. 3-2-5-9. Plan view of roof door in IMEF M6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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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waste cask 운반용기는 수직 결합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크

레인에 매달린 운반용기의 무게중심이 수직선상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

만, 가이드 핀에 맞추어 핫셀의 루프도어에 안착하면 자중에 의해 저절로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레벨을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 없다.  그러나 차세대 종합공

정 실증시설로 활용될 조사재시험시설의 예비 핫셀은 천장이 완전히 막혀있는 제

약조건을 가지므로 수직접속이 불가능하여 직접  solid waste cask 운반용기를 

접속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폐용융염 등 공정폐기물의 반출에도 padirac cask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로 운반한 후에 기존 장비를 활

용하여 padirac cask 운반장치에 loading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 고려사항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설로 활용될 ACP 핫셀의 경우 지하에 위치

하여 핵물질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반출입이 핫셀의 rear door를 통해서만 가

능하다.  또한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 유지를 위하여 기

존의 padirac cask 운반용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ACP 핫셀로 개조될 조사재시험시설의 예비 핫셀의 후면 상부에는 가로 3.2 m, 

세로 2.2 m인 해치 도어(hatch door) 형태의 개폐구가 있는데, 그 위층인 1층에는 

조사재시험시설 1층 핫셀의 intervention 구역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padirac 

cask 운반용기나 공정장치 등과 같은 중량물을 조사재시험시설 intervention 구역

에 설치된 crane을 이용하여 지하로 운반이 가능하고, 지하에서 ACP 핫셀 rear 

door까지는 rail을 이용한 운반대차를 추가로 설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조

사재시험시설 intervention 구역에서 사용 중인 crane은 30 ton(보조 crane 5 ton) 

용량의 오버헤드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ACP 핫셀을 위해 사용 가능

한 crane은 intervention에서 사용하는 crane 밖에 없으며, 그 통로는 가로 3.2 m, 

세로 2.2 m 크기의 hatch door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hatch door의 위치와 

ACP 핫셀의 rear door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세대관

리 종합공정에서는 α 핵종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조사재시험시설의 예비 핫셀을 

개조하여 활용하는 ACP 핫셀은 핫셀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누출될 수 없는 기

구조(air-tight)를 갖는 α-γ type의 핫셀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핫셀 rear 

door 또는 운반용기 접속장치 등의 관통부는 기 성이 유지되는 구조를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rear door는 실증시험에 사용되는 rod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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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용융염, 공정시료 등의 반입, 반출 이외에도 공정장치의 반입, 고장시의 수리를 

위한 반출입, 그리고 필요시 핫셀 내부의 제염을 위한 작업자의 출입에도 사용되

어야 하므로, 그 크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될 공정장치들의 치수와 중량 및 

그 취급방법, 비상시의 용도 등이 함께 고려되어 설계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같이 기존의 step-back 방식의 핫셀 rear door와 padirac cask운반용기

의 사용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료의 투입 시에는 기 상태가 깨지지 않

도록 이중기  유지방식을 적용하여야만 한다.  또한 rear door의 외부와 padirac 

cask 운반용기 접속장치에 결합된 운반용기 및 받침대를 완전히 외부와 격리할 

수 있는 대형 glove box 또는 isolation room을 핫셀 후면 벽에 설치하는 것도 고

려되어야 한다.

6. 구조물 설계요건

조사재시험시설은 조사재시험을 위한 핫셀과 주변 건축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핫셀은 주로 중량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되고, 주변 건축물은 일반콘크리

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다.  인접 건물인 하나로 건물 및 동위원소생산시설 건물

과는 지진발생시 수평력에 의한 인접건물과의 충돌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건물 상호간 200 mm 내진간격(seismic gap)이 유지되도록 분리되어 

있으며, 건물의 기초는 1.2 m 두께의 Mat Foundation 구조로 설치되어 상부 핫셀 

및 건축 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다.

건물 크기는 28(폭) m × 51(길이) m × 15.4(높이) m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로 건설되었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이 설치될 예비핫셀은 내부 기준으

로 2(폭) m × 11(길이) m × 4.55(높이) m이며, 뒷면 벽이 중량콘크리트 구조물 

80 ㎝ 두께, 좌측 벽면은 중량콘크리트 구조물 70 ㎝, 우측 벽면은 80 ㎝ 두께이

고, 천정은 중량콘크리트 구조물 80 ㎝ 두께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전면은 바닥 

면으로부터 90 ㎝ 높이, 천정으로부터 175 ㎝ 아래까지는 중량콘크리트 구조물 80 

㎝ 두께로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opening 상태로 되어 있다.  예비핫셀

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로 개조하기 위하여 차폐보강 및 개구부 변경 

등의 구조물 개조가 필요하며, 구조물의 설계는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설계기준

[15]을 적용하고, 변경된 구조물을 포함한 조사재시험시설 전체 건물의 내진해석

을 기존 건물기준으로 적용하여 수행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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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하중

건물설계에 적용한 설계하중은 정상운전 또는 사고 발생 시 작용하는 고

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및 지진하중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중으로 적용하 다.

(1) 고정하중

고정하중은 구조물, 기기, 배관, 닥트, cable tray 등의 자중을 포함하며, 

수평, 수직 방향의 토압도 고정하중에 포함한다.  그리고 구조물에 장착된 기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배관이나, cable tray의 고정하중 0.8 t/㎡을 가산하는 것을 고

려하여 적용하 다.

(2) 적재하중

적재하중(활하중)은 조사재 이송캐스크, 트럭, 크레인과 기타 이동이 가

능한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하중을 해당층에 아래와 같이 적용하 다.

지 붕 : 0.1 t/㎡

계단 및 복도 : 0.5 t/㎡

계단 및 복도에 적용되는 

이동 집중하중 
: 0.45 t/㎡

레일하중 : 0.075 t/㎡ 또는 0.01 t/㎡

핫셀 작업구역 : 5 t/㎡

핫셀 서비스구역 : 2 t/㎡

사무실 및 연구실 : 0.25 t/㎡

기타 기기실 : 1.22 t/㎡

그리고 크레인의 정지 또는 이동시 발생되는 하중은 크레인 자중으로부터 결정

되며, 크레인 지지구조물에서 충격하중과 주행방향으로 작용하는 수평력은 AISC 

1.3.3 및 1.3.4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 다.  또한 레일 지지보의 최대 처짐은 지지

간 길이의 1/1000 이하로 제한하고, 충격하중은 처짐 계산에 고려하지 않았으며, 

충격하중과 지진하중은 동시에 하중조합을 적용하지 않았다.

(3) 지진하중

(가) 안전정지지진(SSE) 하중

안정정지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최대 지반가속도는 수평방향 0.2 g, 

수직방향 0.13 g를 적용하 으며, 감쇄계수는 US R.G. 1.61을 준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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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기준지진(OBE) 하중

운전기준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최대 지반가속도는 수평방향 0.1 g, 

수직방향 0.067 g를 적용하 으며, 감쇄계수는 US NRC RG 1.61을 준용하여 적

용하 다.

나. 하중조합

하중조합은 US NRC SRP(Standard Review Plan) 3.3.3과 3.8.4를 참조하

여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 다.

(1) 하중 약어 정의

D  : 고정하중

L  : 적재하중

E' : 안전정지지진(SSE) 하중

E  : 운전기준지진(OBE) 하중

W : 풍하중

T  : 온도하중

S  : 탄성설계시 요구되는 철구조물의 단면 강성

U  : 극한강 설계시 요구되는 철근 콘크리트 단면 강성

(2)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U = 1.4D + 1.7L

U = 1.4D + 1.7L + 1.9E

U = 1.4D + 1.7L + 1.7W

U = D + L + E'

U = 1.4D + 1.7L + T

U = 1.4D + 1.7L + 1.9E + T

U = D + L + E' + T

(3)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

S = D + L

S = D + L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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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D + L + L

S = D + L + E

1.6S = D + L + E'

S = D + L + T

S = D + L + E + T

1.6S = D + L + E' + T

다. 동적구조해석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내진범주 1등급에 해당

되는 구조물로서 안전정지지진(SSE)과 운전기준지진(OBE)에 기인한 지반운동에 

대해 동적구조해석을 수행하 으며, 동적구조해석에 필요한 설계응답 스펙트럼

(Design Response Spectra)은 US NRC R.G. 1.60를 준용하고, 감쇄계수는 SSE와 

OBE 각각의 지진등급에 따라 US R.G. 1.61을 준용하여 적용하 다.  구조물의 

동덕해석모델은 3차원 모델로 유한요소법(FEM)을 적용하고, 해석모델을 위한 프

로그램은 GT-STURDL을 사용하 으며, 구조해석을 위한 요소 형태는 판(plate) 

요소로서 사각형과 삼각형 형태를 사용하 다.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은 건물 높이의 1/3이 지하층이므로 지반과 구조물 상호작

용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건물 해석 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별도해석을 수행

하지 않았다.  그 밖에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내진구조 입력자료 

및 동적해석결과 등 상세한 내용은 ‘조사재시험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

되어 있다.

라. 안정해석

(1) 전도에 대한 안전계수

전도 모멘트의 향은 지진에 의한 하중을 정역학적으로 적용하여 간략

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지진하중 하에서 전도에 대한 안전계수(S.F)는 아래 

식 (3-6)로 정의하여 적용되었고, 전도 모멘트(Mo)는 동적해석의 결과로부터 직

접 얻으며, 저항 모멘트(Mr)는 식 (3-7)으로 구하여 적용하 다.

S.F = Mr / Mo      (3-6)



- 76 -

Mr = We × D       (3-7)

여기서,

We : 구조물의 중량

D : 건물 무게중심으로부터 기초 끝까지의 거리

그리고 구조물 매립부분에서 수동 토압은 전도에 대한 저항력으로 간주하고, 

지하수위에 의한 부력은 기초배수계통 설치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전도에 대한 안

전계수는 안전정지지진에 대해서는 1.1 이상, 운전기준지진에 대해서는 1.5 이상으

로 적용하 다.

(2) 활동에 대한 안전계수

지진하중으로 인한 활동에 대한 안전계수(S.F)는 아래 식 (3-8)과 같이 

최대 횡하중(Fs)과 기초저항력(Fr)의 비로 적용하 으며, 저항력(Fr)은 아래 식 

(3-9)로 계산되고, 횡하중(Fs)은 동적해석 결과로 얻은 값을 적용하 다.

S.F = Fr / Fs         (3-8)

Fr = μ‧We + CA     (3-9)

여기서, 

μ : 마찰계수 (=tan ψ)

ψ : 기초지반의 내부마찰각

We : 구조물의 무게

C : 기초지반의 접착력 (C=0)

A : 기초의 접착면적

안전계수는 안전정지지진에 대해서는 1.1 이상, 운전기준지진에 대해서는 1.5 

이상으로 적용하 다.

(3) 지압파괴에 대한 안전계수

기초 저면의 지반은 인장력을 받을 수 없고 압축력에 대한 토압분포는 

직선으로 가정하 으며, 두 수평측의 기초모멘트(Mx, My)와 수직관성력(V)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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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에 대하여 가장 큰 향이 나타나도록 조합하 다.  지압파괴에 대한 안전계수

는 식 (3-10)에서와 같이 동적극한지지력(Pult)과 동적지압하중(Pdyn)의 비로 나

타내었으며, 안전계수는 안전정지지진에 대해서는 1.5 이상, 운전기준지진에 대해

서는 2.0 이상으로 적용하 다.

S.F = Pult / Pdyn     (3-10)

(4) 정적구조해석

정적구조해석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각 부재별 크기를 가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2차원(2-D) 모델링은 가장 불리한 라멘을 이상화하여 해석하 고, 

지반경계조건은 지반조건에 따라 탄성 지지점을 사용하여 해석하 으며, 상세한 

해석내용은 조사재시험시설 관련 문서 ‘EF-E-2420-H001/H002'에 기술되어 있다.

7. 핫셀 및 부대시설 설계요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은 α-γ type 핫셀과 핫셀 운전장비, 환기설비 

및 화재방호설비 등의 핫셀 운 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실증시설 

운 에 따른 안전성평가 및 환경 향평가를 수행하여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었

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증시설의 핫셀 및 부대시설의 기본설계 및 상세

설계 수행을 위한 각 분야별 설계요건 및 설계지침을 관련 보고서 및 외국의 사

례를 참고로 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특성과 기존시설 여건에 맞도록 정립하여 

제시하여 실증시설의 설계를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하 다.

가. Safety Classification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내 설치되는 장비, 설비 및 구조물은 각각

의 기능 및 중요도와 구조적 건전성 상실 또는 고장으로 인해 후차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조업자 피해 및 외부 환경으로의 오염확산 정도 등과 같은 시설의 안전

성 확보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Nonsafety Class와 Safety Class

로 구분된다.  따라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구조물, 장비 및 설비들의 용도, 기능 및 특징들을 고려하여 이들의 기능 또

는 건전성이 손상될 경우 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타당한 

안전등급(내진등급 및 품질등급 포함)을 구분, 설정하여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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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nsafety Class

Nonsafety Class로 구분되는 장비나 설비 또는 구조물의 기준은 기능 

또는 구조적 건전성이 상실되더라도 방사선 누출로 인해 시설 내 조업자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폭 선량이 설계기준(최대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는 위험을 초래하

지 않아 안전성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장비들로서 설계, 제작 및 설치과정에

서 일반 산업에서 적용하는 품질표준 및 품질보증 수준에 따르면 된다.

(2) Safety Class

Safety Class로 구분되는 장비나 설비 또는 구조물의 기준은 기능 또는 

구조적 건전성을 상실하 을 경우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방사성 물

질의 누출을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시설 내 조업자나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피폭선량이 설계기준(최대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작업자나 주변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여 

시설의 안전성에 향을 주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Safety Class로 구분되면 가정할 수 있는 사고에서도 시설이나 장비로

부터의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Nonsafety Class로 구분되는 장비들보다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과정에서 본래의 기능 또는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용되는 기술요건들

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수준의 품질표준과 품질보증을 요구 받게 

된다.

나. 구조분야 설계요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로 활용 예정인 예비핫셀은 조사재시험시설

(IMEF) 건물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설되었고, 하나로 

건물과 동위원소생산시설(RIPF) 건물과 인접하고 있다.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은 법적 규제요건에 맞춰 내진범주 1등급 구조물로 분류되

어 설계 및 건설되었으며, 미국 NRC 규제기준인 10 CFR 100에서 규정한 규제지

침에 일치하도록 안전정지지진(SSE)과 운전기준지진(OBE)에서 기인하는 지진력

을 고려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하 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게 되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경우도 원자력

법 상의 규제요건에 의해 내진범주 1등급에 해당하는 내진설계요건을 충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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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조사재시험시설의 기존시설의 설계요건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

서 예비핫셀의 활용을 위해서는 차폐보강을 위한 구조물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피하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을 위한 설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므로 추가되

는 구조물의 설계와 함께 구조물 및 설비의 하중 추가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건

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에 준하는 내진설계 및 추가되는 구조물을 포함한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 전체에 대한 내진해석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가되

는 구조물 및 설비들의 구조설계 및 내진해석에 적용되는 설계요건 및 설계기준

들은 조사재시험시설에 적용된 기술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 핫셀 차폐분야 설계요건

(1) Confinement 요건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원자력 시설에서 관리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누출되거나 시설 내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

력 시설과 외부, 또는 시설 내 방사선 준위가 다른 관리구역 사이에 차폐체를 포

함하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격리되도록 설계된다.

(가) Multi Confinements

일반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시설에서의 confinement 

system의 설계에서는 시설 내에서 취급되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

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 방호벽(multi physical barrier) 개념을 

적용하며, 특히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시설의 경우는 최소한 3중 

방호벽(three confinement barriers) 이상으로 구성되는 confinement system을 적

용하여 설계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중 방호벽 개념은 air flow 및 air cleanup 

system과 연계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primary confinement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

성이 가장 높고, 조업 시 작업자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시설 내 허

용 오염도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주로 핫셀과 같이 차폐체로 주변 

조업지역(operating compartment)과 격리되는 방호벽이 설치되며, primary 

confinement 내의 ventilation system, atmosphere cleanup system, off-gas 

treatment system 등도 주변 조업지역과 분리하여 관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secondary confinement는 일반적으로 조업지역으로서 조업자의 최대허용

피폭선량(설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오염도를 갖는 지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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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confinement를 둘러싸고, 방호벽과 ventilation system으로 비오염지역과 

격리되도록 confinement를 구성하며, tertiary confinement는 일반적으로 비오염 

지역으로 부대설비 또는 시설관리를 위한 공간으로 건물 외벽으로 주변 환경과 

격리되도록 설계된다.  또한 confinement의 air flow는 방사선 오염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오염도가 낮은 지역으로부터 높은 지역으로 흐르도록 부압을 유지

하여야 한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이 설치될 조사재시험시설(IMEF)은 앞에서 기술

한 confinement system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장비들이 설치될 예비핫

셀은 secondary confinement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용도 

및 특성을 분석하여 취급물질의 방사선과 물리, 화학적 위해로부터 조업자와 시설 

주변 환경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설치된 예비핫셀을 primary 

confinement 개념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실증시설 핫셀의 Confinement 설계요건

조사재시험시설 예비핫셀을 개조하여 활용하게 되는 차세대관리 종

합공정 실증을 위한 ACP 핫셀에서 취급되는 방사선원의 형태는 사용후핵연료를 

pellet, 분말, 고온의 용융염 및 용융금속, 그리고 금속 및 염 등 다양한 형태로 공

정용기 내에서 취급하게 되며, 일반 공기 분위기의 confinement 조건 유지를 위하

여 다음의 confinement 설계요건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취급되는 방사선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급선원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confinement와 isolation 기능을 갖추고, 설계에서 고려되는 보수적인 기준사

고가 발생하더라도 설계기준 피폭선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ACP 핫셀의 confinement 내부의 필요한 장비 또는 물질의 출입 시 내부 오

염의 확산방지와 분위기 기준요건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Confinement의 차폐체는 시설 내 작업자의 피폭선량이 ALARA 개념에 의해 

최소화될 수 있는 차폐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ACP 핫셀의 내부 환기설비 및 clean up system은 secondary confinement 

및  tertiary confinement와 분리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Primary confinement의 부압 유지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정상상

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비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clean up system과 누

출제어를 위한 신뢰성 확보가 설계에 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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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 핫셀 내에 설치되는 공정장치로부터 배출되는 모든 배기체(off-gas)는 

1차로 배기체 처리장치를 반드시 거친 후 primary confinement의 ventilation 

및 clean up system에 연결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핫셀 차폐 설계요건

(가) 핫셀 type

ACP 핫셀로 활용 예정인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의 예비핫셀은 당초 

설계시 β-γ type의 핫셀로 설계되었으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에서는 

α 핵종을 포함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공정장치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취급하게 되

므로 α-γ type의 air 분위기 핫셀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차폐체 설계기준

핫셀의 차폐체 설계를 위한 원자력법상에 제시된 설계기준은 주당 1 

m㏜이며, 이 경우 주당 작업시간을 40시간으로 기준할 때 0.025 m㏜/h이다.  그

러나 실증시설의 보수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시 운전구역(7000 zone)에서는 

선량기준을 0.01 m㏜/h를 기준으로 하고, 유지, 보수 수행을 위한 일시 출입구역

인 작업구역(8000 zone)에서의 선량기준은 0.15 m㏜/h를 기준으로 차폐설계를 수

행한다.

(다) 차폐 보강방안

ACP 핫셀로 활용 예정인 예비핫셀의 기존의 차폐설계는 기준방사선

원으로 Fe-59 핵종 35 Ci(1.2 Mev)를 기준으로 하여 70∼80 ㎝ 두께의 중량콘크

리트가 차폐체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된 차폐체의 차폐능은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에서 취급될 기준 방사선원의 약 1/10 정도이므로, 차폐 보강이 불

가피하다.  차폐 보강을 위한 차폐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내진 안전성, 

중성자 차폐능, 경제성, 설치시 기존 벽체와의 접합 성능과 시공의 편리성, 기  

유지 성능,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라) 차폐셀 부압

ACP 핫셀로 활용 예정인 예비핫셀은 당초 β-γ type 핫셀로 설계되

어 부압 설계기준을 -25 mmAq로 설정하여 설계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α-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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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핫셀의 경우는 β-γ type 핫셀보다는 보다 보수적인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

다.  ACP 핫셀의 경우 기존의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시설 운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기존 환기설비에 설치된 배기 fan의 정압조건과 인접

한 기존 β-γ type 핫셀의 부압조건들을 고려하여 핫셀의 부압 설계기준을 -27 

∼ -37 mmAq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차폐셀 기 도

β-γ type 핫셀과 α-γ type 핫셀 중요한 차이점은 α 핵종의 특성을 

고려한 누출 방지를 위한 기 성 유지이다.  α-γ type 핫셀에서 기 성 유지를 

위하여 제시된 설계기준 누출율은 다음과 같으며,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존 시설의 환기설비 여건과 적용되는 부압조

건을 고려하여 부압조건 30 mmAq에서 누출율 4 vol.%/day를 최대허용치로 설정

하 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α-γ 핫셀의 기 도 향상을 위하여 내부 liner box의 

구조를 누출율이 최소화되도록 β-γ hot cell에 비해 강화하여야 하며, 연결 또는 

관통 부위에는 이중 seal이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차폐셀 Penetration

핫셀 내에서 필요한 시약류나 유틸리티의 공급을 위해 차폐벽을 관통하

게 되는 penetration은 차폐구조와 차후 교체를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지, 보

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적인 penetration(process 배관, duct, cable conduit 

등 구조물과 일체형)과 교체가 가능한 구조의 penetration(전기나 계측장비를 위

한 insert, plug 등)로 구분된다.

(가) 구적인 Penetration

주로 핫셀 내부로 공급되는 공정시약 또는 유틸리티 배관, conduit 

등으로서 차폐체와 일체형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용도와 유형 그리고 특성에 맞도

록 기 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차폐셀 외부의 연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

접으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폐셀 내부 연결은 특성에 따라 용접 연

결, screw 연결, 또는 특수 원격 분리가 용이한 connector를 이용한 일체형 연결 

등의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차폐체를 관통하는 직선 길이가 가능한 최소가 

되도록 하며, 차폐체를 관통하는 배관, duct, conduit 등으로 인해 차폐체에 형성

되는 void로 인한 차폐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차폐 보강(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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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또는 외부)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차폐체를 관통하는 배관, duct, conduit

의 지름이 상대적으로 차폐체 두께보다 매우 클 경우는 한 개의 penetration보다

는 작은 규모의 여러개 penetration을 설치하는 것이 차폐능 유지에 유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교체 가능한 Penetration

주로 cable, instruments, 작은 pipe, cylindrical 형태의 매립 sleeve, 

utility 연결을 위한 plug 혹은 insert 등을 위한 것으로 연결 부분은 나사 또는 

flange, fitting과 같이 연결 및 분리가 용이한 connector가 사용된다.  이 경우 

penetration 크기나 종류를 표준화하여 다른 크기의 plug나 insert들이 최소화 되

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sealing이 잘 유지되도록 이중 seal 및  gasket 등을 

사용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가능한 penetration unit를 assembly 형태로 설계하여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며, 차폐셀 외부에는 flange 형태, 내부에는 plug 형태로 

하여 내부에서 원격 조작에 의해 plug만 제거하면 외부에서 교체가 가능한 구조

의 형태를 갖도록 한다.

라. 핫셀 운전장비

(1) 원격조작장치

핫셀 내 공정의 운전 및 공정간 물질의 이동, 장치의 유지, 보수 등의 

작업이 원격조종기에 의해 수행된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경우 원격조작을 요

하는 작업의 특성은 크게 4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정상적인 공정 운전을 위한 작업 수행

- 공정간 일상적인 물질의 이동을 위한 작업

- 공정운전 중 발생한 경미한 고장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

- 공정장치의 이동 등 중량물 취급을 요하는 유지,보수 작업

이상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하

여 핫셀에 설치되어야 하는 원격조작장치로 원격조종기(MSM: Master Slave 

Manipulator)와 In-cell Crane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원격조종기(Master Slave Manipulator)

원격조종기는 정상적인 공정운전을 위한 작업과 공정운전 중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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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적 가벼운 취급용량의 유지, 보수 작업, 핫셀 내 filter bank 및 전구 교체

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핫셀은 α

-γ type 으로서 기 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설치되는 원격조종기도 sealed type 원

격조종기로 설치되어야 한다.  설치되는 sealed type 원격조종기는 zero-leak를 목

표로 제작되기 위해 원격조종기로 master와 slave를 연결하는 shaft 경계에 이중 

seal 구조(주로 oil lubricated lip seals)를 가지며, seal을 요하는 부분의 packing

은 기 성과 내구성이 좋은 quadruple, nitrile rubber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격조종기의 취급용량은 작업자의 작업성과 작업 load를 고려하여 9∼10 ㎏정도

의 취급용량이 바람직하며, 핫셀 내부 크기와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전체 지역의 

coverage 확보가 가능한 모델이 선정되어야 하고,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에 

맞는 hook, tong and jaw, fixture, impact wrench 등과 같은 전용공구들이 설계

에 고려되어야 한다.

(나) In-cell Crane

In-cell crane은 원격조종기로 취급용량을 초과하는 무거운 작업의 수

행을 위하여 설치되며, 현재 공정간 일상적인 물질의 이동을 위한 작업과 공정장

치의 유지, 보수를 취급 및 이동 등의 작업 수행을 위해 설치된다.  공정간 일상

적 물질 이동을 위한 작업으로는 아래와 같은 작업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Pardirac cask에 의해 운반된 사용후핵연료 container의 인입

- Vol-oxidation 공정 처리 후 zircaloy tube container의 인출

- Vol-oxidation 공정 처리 후 U3O8 분말 container의 금속전환 공정으로 이동

- 금속전환공정 처리 후 금속우라늄의 smelting 공정으로 이동

- 최종 우라늄 ingot의 이동 및 인출

- 용융염 bead의 저장 및 인출을 위한 이동

- 핫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인출

이들 작업에서 취급되는 공정물질의 무게는 25∼30 ㎏정도로 예상되며, 이동 

루트가 일정하므로 in-cell crane에 전용 tool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in-cell crane은 공정용 핫셀과 유지보수용 핫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셀간 벽에 crane gate 및 crane door를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용량은 

공정장치의 무게와 작업 특성을 고려할 때 1 ton 용량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핫셀 내 작업 활용 역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crane girder 폭

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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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폐창

차폐창의 크기를 결정할 때 차폐창의 중심선으로부터 핫셀 내에 설치되

는 기기까지의 거리를 핫셀 내부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normal view와 extreme 

view(the largest view)로 구분 설정하여야 하고, 아래 view angle들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선명한 투시(clear aperture) 시야 확보 또는 free view

- 최대 view angle 요건

- hot and cold side opening 크기 

- 차폐 매질의 굴절율

- 차폐벽을 기준한 차폐창의 위치

- view angle의 기준점

가능한 넓은 view angle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폐창이 cold side는 비교적 작

은 glass 면적(aperture)을 갖도록 하고, hot side는 큰 glass 면적을 갖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차폐창 매질 내에서의 투시각과 굴절율은 투시각의 sin 값과 굴절

률(공기중 굴절율 1 기준)의 비가 같다는 아래 식 (3-11)로 표기되는 Snell's law

에 의해 결정된다.

N1 / N2 = SIN Θ2 / SIN Θ1     (3-11)

* 여기서  N2 〉N1

따라서 다른 인자들이 동일한 경우에 투시각이 작으면 높은 굴절율을 나타내

고, 굴절율이 높을수록 넓은 투시 역이 확보되므로 주어진 free view에서 차폐

창을 recessing(움푹 들어가도록 하는 것) 하여 투시 역을 넓히거나, 같은 투시

역을 확보하면서도 free view를 줄일 수도 있어 실제로 recessing 설계에 따라 차

폐창의 크기와 제작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설계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

고 normal view는 차폐창 중심선을 기준으로 cold side glass로부터 30 ㎝ 떨어진 

위치의 고정점에서의 view angle을 설계되어야 하며,  extreme view는 상기의 고

정된 기준점으로부터 조업자의 head motion이 용이한 범위 내에서 기준점을 고정

하지 않고 변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원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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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와의 간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Normal view 내에서는 자주 수행되는 반복적이며, 일상적인 공정작업들을 고

려하여야 하고, extreme view로는 일상 작업이 아닌 드물게 수행되는 작업을 고

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폐창의 납유리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에 장기

간 노출될 경우 방사선에 의해 취하(degradation)되어 손상을 입게 되며, 이 경우 

노란색을 띄게 되고 빛의 투과율도 감소하게 되므로 내방사선 재료인 CeO2가 첨

가된 내방사선 무착색 납유리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차폐창에는 hot 

side와 cold side에 cover glass가 설치되어야 하며, 차폐창 frame, glass, cover 

glass, hot cell liner와의 연결 부위는 α-γ type 핫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 성 

유지를 위하여 각각에 이중 sealing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차폐창의 

경우 frame의 손상은 바로 핫셀의 건전성이 훼손되어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차폐창 frame 구조물은 핫셀 구조물설계에 적용하는 내진 설계 

등급인 내진 1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3) Rear Door 및 Intercell Door

(가) Rear Door

Rear door는 핫셀 내 핵물질과 장비의 반입과 반출, 장치의 유지, 보

수를 위하여 공정용 핫셀과 유지․보수 핫셀의 후면에 설치되며, 공정용 핫셀 의 

rear door에는 핵물질의 핫셀 내 반입과 반출시 사용되는 padidac  cask의 접속을 

위한 padirac adapter가 부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rear door는 면적이 크고, door

의 구조 특성상 핫셀의 기 성 유지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므로 rear door 내부에 

기 성 유지를 위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dust barrier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에 설치되는 dust barrier에서 1차적으로 완벽한 기 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dust barrier의 frame 구조를 flange와 같은 

유형의 bolt를 체결하는 구조로 하고, 이중으로 seal gasket이 설치되도록 설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rear door의 개폐 방식으로는 step-back 방식(plug 

type)과 hinge 방식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rear door의 자중과 기 성 유지

에 유리한 step-back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핫셀 내의 방사선 준위가 일정 기준치(1 ㏜/h) 이상일 경우에는 rear door

가 열리지 않도록 interlock 장치를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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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셀간 Door

셀간 door는 공정용 핫셀과 유지, 보수용 핫셀 간에 필요한 공구 및 

물질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문으로서 핫셀 셀간벽 양쪽에 설치된다.  셀간 

door는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설계되며, 각 셀간 door는 닫

혀 있는 상태에서 차폐능과 기 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 사용될 방사성물질 운반용기는 B(U)F 운반용기

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조사후시험시설의 핫셀 rear door를 통해 반출된 

방사성물질이 조사재시험시설로 옮겨져 지하에 설치되는 ACP 핫셀로 운반되므로 

시설간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이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기차나 지게차, 또는 트럭으로 운반하는 운반조건을 적용하되, 시

설 안에서는 방사선 차폐조건만 만족하여도 무방하나 시설 밖의 통로에서는 

B(U)F형 운반용기의 구조적, 열적 안전성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단열과 충격흡수

기능을 갖는 탈착이 용이한 충격완충체를 갖추어야만 한다.  그리고 기존의 

padirac 운반용기 인양장치, 안착장치 등의 관련 취급장치와 호환성을 가지며 차

세대공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운반용기의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1) 운반용기 설계 요건

운반용기가 핫셀의 rear door에 설치된 padirac 수송용기 접속장치에 접

속해야 하므로 기존의 접속장치를 사용하면서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용기는 매번 운반 때마다 검사

를 하지는 않는다 해도 봉기능을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과 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봉유지를 위한 gasket 또는 O-ring은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봉에 대한 점검은 압력누설시험이나 진공누설 시험 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운반용기는 그 특성상 결합 시에는 수평접속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평상태로 놓이나 운반중이나, 크레인으로 인양 시에는 수직상태로 취급

하여야만 안정적이므로 수직상태와 수평상태를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결합장

치와 인양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작업자가 크레인으로 인양한 상태에서 용기를 쉽

게 회전시킬 수 있도록 인양고리(trunnion)의 위치는 운반용기의 무게중심을 정확

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운반용기의 인양고리가 취급장치와 이탈되지 않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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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치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운반용기를 취급하게 되는 crane 접근 위치와 핫셀의 rear door의 위치가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운반용기 안착용 테이블은 전후좌우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용기와 rear door의 결합 시 중심의 조정과 정확한 결합을 위하여 테이블의 높이 

조절장치와 고정장치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운반용기가 예비 hot cell의 rear 

door에 부착된 운반용기 접속장치와 완전히 결합되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결합

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차폐뚜껑이 열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운반중이나 용기 자체만 있는 상태에서는 차폐뚜껑이 절대로 열리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만 한다.  내부의 바스켓은 차폐뚜껑이 완전히 개방되어야만 인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바스켓 취급장치와 바스켓 간의 결합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운반용기 내부의 바스켓과 핫셀의 용기 접속장치를 연결하 을 때 핫셀의 운전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결합시의 봉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또한 운반용기의 

결합은 핫셀 뒤에서 하고, 바스켓 내부의 방사성물질의 반입 및 반출은 핫셀 전면

에서 하므로 작업자가 서로 긴 히 연락하며,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

장치와 모니터용 카메라 등의 부대장치를 핫셀의 전 후면에 갖추면 작업의 안전

성과 효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IAEA와 과기부고시 등에서 규정한 자유낙하, 

화재사고 등 운반용기에 대한 가상 사고조건에 대한 안전성 유지여부는 운반용기 

외부에 충격 완충체를 부착한 상태에서 만족하도록 하며, 정상운전조건에 대한 안

전성 및 일반 운전 시에 대한 안전성은 충격완충체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

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실증시설 방사성물질 운반 및 보관용기 설계요건

(가) 사용후핵연료의 해체 및 Cutting 장치까지의 이송(조사후시험시설)

기존의 조사후시험시설에서의 절차와 관련장치를 그대로 사용함이 

바람직하므로 기존의 RD-15 padirac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해체된 부품의 보관

ACP 핫셀 내에서 공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품의 해체 및 교체 

등으로 나오는 방사성물질 부품 등은 차폐기준을 만족하는 별도의 저장용기를 만

들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경우에 α-γ type 핫셀의 기능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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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운전을 하면서 부품을 인출하려 할 경우에는 padirac 또는 

신규 운반용기를 이용하여 인출한 뒤 저장용기에 담아 보관할 수 있도록 용기간

의 결합장치를 제작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다) 사용후핵연료 Rod Cut의 IMEF ACP 핫셀로 이송

조사후시험시설의 핫셀에서 cutting된 사용후 핵연료봉 rod cut(25 ㎝ 

길이)은 padirac 운반용기를 조사후시험시설 핫셀 rear door에 결합하여 인출한 

후 수직상태로 회전하고 충격 완충체를 부착하여 전기차나 트럭에 실어 조사재시

험시설로 운반하며, 1층 서비스구역을 통해 지하 ACP 핫셀로 운반하게 된다.  시

설간의 거리가 짧아 사고의 위험성이 적지만, 시설 밖에서 움직이므로 B(U)F형 

운반용기의 구조적, 열적 안전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격 완충체를 부착

하여야만 한다.

(라) IMEF ACP 핫셀로부터 외부로 이동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 발생하여 운반을 요하는 방사성물질로는 

SF slitting 후 zircaloy tube, U-ingot, 폐용융염 bead 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함

유하고 있는 각종 방사성물질들의 양과 종류, 선량율 등을 예측하여 monolith에 

보관하는 방안이나 별도의 저장용기를 제작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별도의 보관용

기를 제작하여 보관할 경우 장기 보관에 대비하여 봉장치는 알루미늄이나 스테

인리스강 등 금속 재질의 오링을 적용하여 방사선 조사취화 등으로 인한 봉기

능의 저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봉 유지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세관리 종합공정에서 사용되는 운반용기나 각종 방사성물

질의 보관용기 등에 사용될 결합장치, 취급장치들은 가급적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Air 환기설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핫셀의 경우 α-γ type 핫셀로 설계되며, 

핫셀 환기설비는 경우는 조사재시험시설의 기존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  기존 환기설비의 설비사양과 α-γ type 핫셀의 기 성, 기존 핫셀과의 연계

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요건을 기준으로 설계에 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환기방법 : one-through

- 내부온도 : 25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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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압조건 : -27 ∼ -37 mmAq

- 환기회수 : 20 회

그리고 조사재시험시설 기존 환기설비에 ACP 핫셀로 활용되는 예비 핫셀을 위

하여 기존 설계에 반 된 환기량은 2100 CMH 이다.  핫셀 환기설비는 급기 

filter와 배기 filter가 고려되어야 하며, 급기 filter bank는 핫셀 후면 외부에 설치

되어 현재 지하 service 지역(8000 zone)의 공기를 filter를 거쳐 핫셀 내부 상부에

서 골고루 공급되도록 한다.  그리고 핫셀 배기는 핫셀 내 working table 아래 설

치되는 1차 filter bank를 거쳐 조사재시험시설의 기존 배기 duct에 연결되어 2차 

filter bank(HEPA + Charcoal + HEPA)를 거친 후 배기된다.  핫셀 내에 설치되

는 배기 1차 filter bank는 HEPA를 포함하여야 하고, 급기 filter bank도 역류에 

대비하여 HEPA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정장치에서 발생하는 off-gas는 반드시 

별도의 공정 off-gas 처리장치를 거친 후 핫셀 배기 filter bank 거쳐 배기되도록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사. Inert gas(Ar) 공급 및 정제설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서 필요한 불활성 가스(Ar)는 공정시료를 

준비하는 glove box의 불활성 분위기 유지를 위해 공급되는 불활성 가스, 핫셀 

내에 설치되는 공정장치의 반응특성에 따라 반응기 내부를 불활성 분위기로 유지

하기 위한 반응기 cover gas와 반응기 상부 cooling을 위한 cooling gas로 구분되

며, 각 용도에 따라 불활성 가스의 정제도 및 공급방법 등의 요구조건도 차이가 

있다.

(1) Glove Box 공급 용 Inert Gas

Glove box 내부의 불활성 분위기 유지를 위한 불활성 가스 공급요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 공급방법 : 순환방식 

- 내부 온도 : 25 ∼ 40 ℃

- 부압조건 : - 5 mmAq

- 수분 및 산소농도 : 5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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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용량은 공급요건을 고려한 환기회수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불활성 가스를 순환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활성 가스 공급계통이 정제, 공급 

및 배출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가) 불활성 가스 정제장치

불활성 가스 정제장치는 glove box 내 불활성 가스의 순도가 기준 

요건을 초과할 경우 순환 Ar gas가 제습장치와 산소제거장치로 구성되는 정제설

비로 보내져 수분과 산소가 제거된 후 순환함으로서 glove box 내에서 요구되는 

불활성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가능한 정화장치는 필요한 용량의 

100 % 용량 크기의 장치를 2대 설치하여 다양한 부하로 운전이 가능하면서도 

stand-by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불활성 가스 공급/순환장치

불활성 가스 공급/순환장치는 Ar gas 저장용기 및 압력조절장치로 

구성되며, 초기 glove box 내의 불활성 가스 공급과 순환과정에서의 보충과 glove 

box  내부의 일정 부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불활성 가스 배출장치

불활성 가스 배출장치는 filter bank, 배출 fan, 압력감시 및 조절장치

로 구성되며, 초기 운전 시 glove box 내 공기를 배출하고, 정상운전 중에는 

glove box 내 압력이 기준 요건보다 높을 경우 적정압력을 유지하는 조절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Glove box 배기구에는 HEPA를 포함하는 filter bank가 

설치되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seal pot가 설치되도록 설

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2) 반응기 Cover Gas

공정 처리과정에서 수분이나 산소에 의해 공정 수율 등의 향을 배제

하기 위하여 반응기 내의 불활성 분위기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다른 용도

의 불활성 가스보다 높은 정제도를 요구한다.  불활성 가스의 수분 및 산소 농도

가 각각 5 ppm 이하의 정제도를 갖는 고순도의 Ar gas를 공급하여야 하고, 사용

량도 많은 양이 아니므로 one-through로 사용하며 사용 후 Ar gas는 공정 

off-gas 처리장치를 거친 후 핫셀의 배기구(핫셀 배기 filter bank 전단)에 연결되

어 배기되도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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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응기 Cooling Gas

반응기 상부에 설치되는 일부 장비 및 계측제어기기의 경우 반응기 가

열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되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응기 

상부에 jacket을 냉각을 하여야 하며, 만약의 누출이 발생하더라도 반응기 내부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Ar gas를 사용한다.  냉각용으로 공급되는 불

활성 가스의 경우 반응기 내부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높은 정제도가 요구되

지 않으며, 수분 및 산소 농도가 100 ppm 정도인 Ar gas를 사용하고, 

one-through로 사용 후 off-gas 처리장치를 거치지 않고 핫셀의 배기구(핫셀 배

기 filter bank 전단)에 연결되어 배기되도록 고려한다.

아. 소화설비

조사재시험시설의 기존의 hot cell에 적용된 소화설비는 하론 1301 소화설

비 방식이며, 예비 hot cell도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핫셀 개

조에 따른 용량 검토를 통하여 하론 분사 노즐의 위치를 재배하여 사용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Utility 공급설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경우는 고온의 건식공정으로 공정처리과

정에서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용수, 순수 등의 공급설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장비의 구동 또는 계측제어 장치를 위한 압축공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나 별도의 공급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배관으로부터 연결하여 사용이 가

능하다.  전원공급설비는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의 예비 핫셀 전면에 위치한 전기실 

내에 기존 수배전설비에 확보된 예비용 공간에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용

량에 맞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MCC, UPS, 비상전원 공급 panel은 

ACP 핫셀 전면 operating area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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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 향평가 및 핵임계 해석 기준요건

조사재시험시설 내에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을 설치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할 경우 이 시설에 대한 정상운전 중 방사선 환경 향과 예상되는 시설 내 

사고시 향을 평가하여, 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시설의 보

완 방안이 제시되어 설계에 반 되어야 한다.

가. 정상운전 중 환경 향평가

조사재시험시설 내 예비핫셀에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이 설치되어 

실증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실증시설로부터 방출되는 액체폐기물은 없으며, 환경으

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로 국한되어 하나로 stack을 

통하여 방출된다.  따라서 시설 내 공정에서 배기되는 기체 방사성물질을 기준 방

사선원으로 설정하여 off-gas 처리장치, filter bank에서 제거 효율을 고려하여 배

출되는 기준 방사선원을 계산할 수 있으나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off-gas 처리

장치에서의 제거 효율은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다.  배기 굴뚝을 통하여 방출된 기

준 방사선원의 기체 방사성물질은 바람을 타고 환경으로 확산되는데, 일부는 확산

되면서 지표면에 침적된다.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인근 주민에게 직접, 

간접으로 방사선 피폭을 야기 시키게 되며 그 피폭 경로로는 대기로 방출된 방사

능운에 의한 직접피폭, 방사능운의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방사성물질의 침적에 

의해 오염된 농작물의 섭취를 통한 내부피폭 및 오염된 토양으로부터의 외부피폭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Fig. 3-2-8-1의 피폭 경로와 같이 표기될 수 있다.

Fig. 3-2-8-1. Dosing path diagram of huma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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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는 가장 최근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간된 ‘대덕 

원자력관련시설의 운  중 방사선 환경 향평가’ 보고서에 기록된 자료를 적용하

여야 하므로 2002년도에 수행한 대덕 원자력관련시설의 운  중 방사선 환경 향

평가 시 평가된 하나로 원자로실 굴뚝 및 RCI 굴뚝에 대한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

인자인 Table 3-2-8-1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3-2-8-1. Atmospheric dispersion and deposition factor

방위
거리

(km)
지 역 방출원

χ/Q

(sec/㎥)

(χ/Q)D

(sec/㎥)

(χ/Q)DD

(sec/㎥)

D/Q

(sec/m-2)

S 0.8

부지경계

(최대피폭

지점)

원자로실

굴뚝
9.681×10-05 9.506×10-05 9.299×10-05 9.075×10-08

RCI 

굴뚝
1.649×10-04 1.614×10-04 1.497×10-04 1.061×10-07

ENE 6 신탄진

원자로실

굴뚝
4.340×10-06 3.645×10-06 4.104×10-06 1.195×10-09

RCI 

굴뚝
4.422×10-06 3.712×10-06 4.166×10-06 1.198×10-09

WSW 8
유성

관광단지

원자로실

굴뚝
8.761×10-07 6.918×10-07 6.221×10-07 1.194×10-10

RCI 

굴뚝
8.761×10-07 6.918×10-07 6.205×10-07 1.945×10-10

SSE 13
대전시

중심가

원자로실

굴뚝
4.979×10-07 3.463×10-07 3.778×10-07 1.481×10-10

RCI 

굴뚝
5.019×10-07 3.489×10-07 3.735×10-07 1.467×10-10

(χ/Q)   : 방사능붕괴 및 침적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확산인자

(χ/Q)D  : 방사능붕괴만을 고려한 대기확산인자

(χ/Q)DD : 방사능붕괴 및 침적을 고려한 않은 대기확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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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대피폭지점에서의 피폭경로별 피폭선량은 미 규제지침 1.109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며, 최대개인 피폭선량은 이들 모든 피폭경로에 대한 

피폭선량의 합으로 계산된다.  최대개인이란 부지주변 주민 중 생활습관, 음식물 

섭취량, 주거지 등 여러 조건이 방사능 피폭을 가장 많이 받도록 가정된 가상개인

(최대개인)을 말한다.  예비 안전성해석에서 피폭선량계산은 미 규제지침서 1.109

의 모델을 기준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전산화한 GASDOS 전산프로그램을 사

용하고,  개인의 소비량과 선량환산인자는 연령에 따라 변하는 값으로 이를 고려

하기 위하여 주민을 성인(17세 이상), 십대(17세 미만 11세 이상), 소아(11세 미만 

1세 이상) 및 유아(1세 미만)로 구분하고, 피폭을 받는 장기는 전신, 소화기관, 뼈, 

간, 신장, 갑상선, 폐 및 피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선량평가는 외부피폭선량, 호흡

에 의한 피폭선량, 농수산물 및 축산물 섭취로 인한 피폭선량 등을 계산하여 종합

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상운전 시 환경 향평가에 의한 설계기준은 보수적인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체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규제기준 유

효선량(0.05 m㏜/y)의 1/10을 설계 목표치로 적용한다.

나. 사고시 환경 향 평가

공정특성 및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를 위한 기준사고를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사고를 대상으로 사고 시 환경 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

다.

- 배기체 처리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핵분열 생성물 가스 누출

- 핫셀 내 화재 (불활성분위기 파괴로 인한 리튬 화재 포함) 

- 취급하는 우라늄 분말로 인한 분진 폭발

- 핵분열생성물의 decay heat에 의한 위험

- 배기 duct 파단 사고

- 공정장치 heating 장치의 과열로 인한 LiCl fume 누출

이상의 기준 사고별로 누출 가능한 방사성물질의 보수적으로 가정, 계산하여 

사고별로 방출기준 방사선원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고 시 환경 향평가에 

의한 설계기준은 국내 규제기준이 없으므로 10 CFR Part 100, Sec.100.11에 제시

된 주민 피폭선량(전신: 250 m㏜, 갑상선: 300 m㏜)를 기준으로 시설 주변이 미국 

기준에 비해 인구 집지역임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1/100

을 설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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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임계 안전성 평가

차세대공정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hot cell 내의 운전 개념은 1 batch 처리 

후 우라늄 ingot는 다음 batch의 사용후핵연료가 핫셀 내로 인입되기 전에 핫셀 

외부로 인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U235 농축도는 3.5 %를 기준으로 설정

하 다.  따라서 핫셀 내 체류하는 사용후핵연료는 1 batch분 20 ㎏HM를 기준하

는 것이 타당하나, 보수적인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Double Batch 

Principle를 가정하더라도 40 ㎏HM이 존재한다.  U235 3.5 wt%를 기준으로 최악

의 가상 조건인 주변에 물 감속재로 둘러싸여 있고, 30 ㎝ 두께의 전반사체이며, 

비균질(heterogeneous) metal로 가정할 경우 최소 핵임계질량은 약 50 ㎏정도[16]

이므로 실증시설의 핫셀에서의 핵임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정의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구체적 공정자료들이 제시되면 그 공정자료

들을 근거로 핵임계 안전성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공정의 운전개념에서 

제시되는 핫셀 내 사용후핵연료 기준 체류량에 대한 입증을 위한 공정운전 측면

에서의 구조적 제어 기능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

9. 조사재시험시설 예비핫셀 개조요건

가. 예비핫셀의 위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을 위한 핫셀 및 부대시설을 독립적으로 확보하

는데는 많은 재원과 인력, 그리고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조사재시험시설(IMEF) 

지하에 예비용으로 설치된 예비핫셀을 개조하여 활용하기로 하 다.  조사재시험

시설 건물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로 건물(북쪽)과 동위원소 

생산시설 건물(서쪽)에 200 mm의 seismic gap을 유지하고 인접되어 있다.  조사

재시험시설의 건물구조는 다음과 같다.

- 크기 : 28.0 m × 51.0 m

- 높이 : 15.4 m (지상 3층), 5.0 m (지하 1층)

- 건물 구조 벽체 두께 : 0.25 ∼ 0.45 m (일반콘크리트)

- 핫셀 구조물 두께 : 0.7 ∼ 1.2 m (중량콘크리트)

- 내진범주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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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재시험설비는 1개의 수조(pool), 7개의 중량콘크리트 핫셀, 2개의 납 핫셀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로부터 서비스구역으로 핵연료봉 등의 이송은 

캐스크 하역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핫셀 서비스구역에는 30/5톤 천장크레인

이 설치되어 대형 조사시료 운반용 캐스크를 하역하거나 운반하고, 핫셀내 시험기

기 등을 각 셀의 루프도어(roof door)를 통해 반입/반출하는데 사용된다.  서비스

구역에는 제염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격조종기 및 핫셀 오염기기의 제염작업

이 이루어진다.  M5 핫셀의 작업구역 남쪽에는 공작실, 실험실, 암실 및 비상계단 

등이 위치한다.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2층 및 3층에는 각종 비방사성물질 실험

실 및 사무실 등이 위치한다.

예비핫셀은 Fig. 3-2-9-1에 표기된 것과 같이 1층 M5 핫셀 바로 아래 지하층

(EL+72,300)에 설치되어 있으며, 예비핫셀로의 출입은 건물 남측에 설치된 양쪽 

계단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장비의 반출입은 1층 service area의 바닥 

중앙에 설치된 hatch {3m(L)×2m(W)}와 건물 남측 출입구 방향의 work shop 바

닥에 설치된 hatch {2m(L)×2m(W)}를 통하여 가능하다.

Fig. 3-2-9-1. Plan lay-out of future cell in IMEF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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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핫셀 주변 여건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층에 설치된 예비핫셀은 차폐벽 등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을 위한 용도에 맞도록 시설을 개조하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을 위한 핫셀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비핫셀이 설치된 

지하층 시설의 전체 배치는 조사재시험시설 기존도면(EF-E-2400-CC-H001 : 

Basement Floor Plan, EL+72,300)에 나타나 있다.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핫셀의 북측에는 방사성 액체폐기물 저장탱크(2

대) 및 이송펌프(2대)가 설치되어 있는 pump room이 인접하고 있다.  예비핫셀과 

pump room사이의 벽은 중량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두께는 80 ㎝이다.  Pump 

room이 현재 9000 zone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작업자가 별도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차폐보강이 요구된다.  그러나 폐액이송펌프가 예비

핫셀벽 쪽에 인접되어 있어, 예비핫셀 내부에서 차폐 보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핫셀의 서측에는 air lock room 및 battery room이 위

치하고 있으며, 동측에는 MUP area가 있다.  Air lock room 및 battery room 상

부에는 각종 환기덕트 및 배관이 통과하는 mezzanine floor가 위치하고 있다 

(Fig. 3-2-9-2. 사진 참조).

Fig. 3-2-9-2. The photograph of duct in mezzanin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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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lock room과 예비핫셀 사이의 벽에는 향후 핫셀 출입을 위한 rear door가 

설치될 예정이나, air lock room 구역의 폭이 약 2 m로 상당히 협소한 상태이므

로, 이 쪽 벽을 차폐 보강할 경우 rear door 개폐를 위한 공간이 줄어들어 작업자

의 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Fig. 3-2-9-3 사진 참조).

Fig. 3-2-9-3. The photograph of air lock room.

예비핫셀의 북쪽 작업구역에는 당초 1층 M6 핫셀의 MOX 핵연료 취급을 위한 

불활성 가스 공급설비인 질소정제장치 설치를 예상하여 foundation pad만 준비되

어 있고, 실제 기기들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M6 핫셀의 용도변경(DUPIC 

시설로 활용)으로 질소정제장치의 설치가 필요 없다.  이곳은 향후 차세대관리 종

합공정 실증시험을 위한 핵물질 운반을 위한 padirac cask와 방사성폐기물의 이

송경로가 될 것이므로, 모든 foundation pad들은 제거되어야 한다(Fig. 3-2-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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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4. The photograph of foundation pad in rear side.

예비핫셀의 서비스구역 뒷편(남측)에는 조사재시험시설 전기실이 위치하고 있

다.  전기실에는 Load Center, Lighting Distributor, Receptacle Distributer, UPS 

및 각 종 MCC 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 요구되는 전력은 

이곳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다.

다. 예비핫셀의 크기 및 현재 상태

Fig. 3-2-9-5의 사진으로 보이는 예비핫셀의 내부 크기는 길이 11 m, 폭 

2 m, 높이 4.55 m이고, 예비핫셀 전면 벽은 폭 5 m, 높이 1.9 m 크기의 개구부 2

개가 있고, 뒷면 벽에는 출입도어(rear door) 설치를 위하여 폭 1.4 m, 높이 1.9 m 

크기의 개구부 1개가 있다.  그리고 예비핫셀 전면의 운전구역은 길이 20.3 m, 폭 

6.7 m, 높이 4.55 m 크기의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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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5. Photograph(front view) of furture hot cell in IMEF.

예비핫셀은 당초 설계시 M5 핫셀과 동일한 Fe59 35 Ci(1.2 Mev)를 기준 방사

선원으로 γ type의 핫셀로 설계되었다.  차폐체는 중량 콘크리트( 도: 3.5 g/㎤)

로 시공되었으며, 차폐체 두께는 전면과 후면, 그리고 우측 벽면은 80 ㎝, 좌측 벽

면은 70 ㎝ 두께로 설치되어 있고 천정은 80 ㎝ 두께로 시공되어 있다.  현재 예

비핫셀에는 운전에 필요한 원격조종기, 차폐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면

에 차폐창과 원격조종기 설치를 위하여 마련된 개구부는 현재 H-beam(300 × 

300)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은 차폐가 고려되지 않은 임시 설비로서 향후 차폐

보강 공사 시 제거되어야 한다.  In-cell crane도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crane 

설치를 위한 bracket이 상부(FL +3,370 mm)에 설치되어 있다.

예비핫셀의 작업구역 측 벽체에는 rear door용 개구부(폭 1,400 mm, 높이 2,300 

mm)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개구부 바닥에는 rear door rail을 설치하기 위하여 

길이 4,000 mm, 폭 1,400 mm, 깊이 150 mm 크기만큼 block-out되어 있다.  차세

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핫셀 배치에 따라 rear door가 설치되어져야 하므로, 

현재 마련된 rear door 개구부 및 바닥 block out은 메워지고 새로 개구부를 확보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핫셀 뒷면 상단과 하단에 급기 및 배기를 위한 

protection screw(지름 300 mm)가 각각 2개씩 총 4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차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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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으로 핫셀 차폐벽의 두께가 보강되고 급배기구의 위치가 변경되므로 새로 제

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원 공급 설비

조사재시험시설의 상용 전원은 하나로 변전실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비

상전원도 하나로 변전실의 비상발전기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

은 조사재시험시설 변전실에 설치된 2대의 무정전공급장치(UPS)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1) 상용 전원 Class-Ⅳ

- 460 V Load Center (AC, 3ψ, 3w)

- 380/220 V Lighting 배전반

- 190/110 V Receptacle 배전반

(2) 비상 전원 Class-Ⅲ (AC, 3ψ, 3w)

- 460 V 비상 전동기 제어반

- DUP fan

- 380/220 V Lighting 배전반

(3) 무정전 전원 Class-Ⅱ

- RMS 설비, 비상등 등

예비핫셀 주변의 전기설비 및 cable tray의 배치도는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도면 EF-E-5700-EN-H112에 나타나 있으며, 기존 시설의 MCC 조사 결과 본 증

설시설용 MCC를 핫셀 전면 작업구역에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Load Center의 Spare Breaker를 교체해야 한다.  예비핫셀 내에 설치된 조명설비

는 임시로 설치되어 교체되어야 하며, 핫셀 전면 작업구역에 설치된 조명설비도 

설비 배치에 따라 일부는 재배치하여야 한다.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조명설비 

배치도는 도면 EF-E-5810-EL-H112에 나타나 있다.  예비핫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방호설비의 종류 및 위치는 기존 도면 EF-E-7400-PB-H101

에 나타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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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화재방호설비

예비핫셀 구역에 설치된 화재방호설비는 핫셀 내부에 horn type Halon 

1301 분사노즐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작업구역에도 horn type Halon 1301 분사

노즐 5개가 설치되어 있고, 서비스 구역에는 pendent type Halon 1301 분사노즐 

4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에 배치가 변하는 핫셀 내부의 halon 분사노즐은 핫

셀 구성에 따른 분출량 및 위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fire detection and alarm layout은 기존 조사재시험시설 도면 

EF-E-5820-EN-H112에 나타나 있으며, 별도의 변경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바. 방사선 감시계통

예비핫셀 내부 및 서비스 구역에는 방사선 감시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

으며, 작업구역에 인접해 있는 펌프실 입구에 area monitor 1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예비핫셀의 운 과 관련하여 추가로 안전관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추가로 설치되는 장비는 rear door monitor, area monitor, duct monitor, 출입 감

시를 위한 CCTV, 그리고 현재 IMEF에서 운 하고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기존 server시스템의 용량 한계로 인하여 실증시설을 위한 server가 추가로 설치

되어야 한다.

10.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용역 지침서

조사재시험시설의 예비핫셀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로 개조하기 위

한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설계지침서를 작성하 다.  설계지침서는 기본 및 

상세설계와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분석 용역 수행을 위한 기본지침서로서 실증시

설의 기본설계, 상세설계 수행 및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기술지원을 위한 설계용역 

발주를 위해 기본 지침서로서 일반사항, 설계용역 특수범위, 설계용역 과업범위, 

일반시방서와 함께 설계요건서와 개념설계보고서를 작성하 다(첨부 1 참조).

가. 일반사항

일반사항에는 실증시설 설계용역의 명칭, 설계수행 목적 및 배경, 시설의 

용도, 설계용역지침서의 효력, 용역업체 자격, 개괄적인 용역 수행방법 및 내용 등

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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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용역의 특수범위

설계용역의 수행계획 및 조직, engineering note 작성 내용, 설계도서의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설계용역의 과업범위

실제적인 설계용역의 과업범위를 정의한 부분으로 설계 대상이 주요설비

들의 목록, 발주자로부터 제공되는 자료,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자가 상세한 

설계업무의 내역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공통사항, 공정 

설계분야(연구소와 공동작성), 구조 설계분야, 원자력 설계분야, 기계 설계분야, 전

기 및 계장 설계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상세한 내역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인허

가서류 작성 및 KINS 기술지원의 상세내역을 명기하 다.

라. 일반시방서

실증시설의 설계를 위한 기술적 기준 및 지침서로서 작성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설계요건서(KAERI/TR-2004/02)와 개념설계 보고서(KAERI 

/TR-2092/02)를 기준하여 변경되는 부분을 연구소와 협의하여 반 하도록 하 으

며, 설계용역 수행 및 승인절차, 설계자료 작성방법,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내용, 

설계도서 및 도면의 형식 등을 명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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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기본/상세설계

1. 개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는 확정된 설계지침서

를 기준으로 발주를 위한 기본품의 {내부결재 핵사차-7호(2002. 06. 03) ‘차세대관

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용역 발주’ 참조}를 득하여 연구소의 설계용역 발주 주

관부서인 시설과에 발주, 계약을 의뢰하 으며, 시설과에서는 발주를 위한 예가를 

산정한 후 구매부서에 의뢰 {구매요구서 제2002-7615호(2002. 08. 08) 참조}하여 

공개입찰을 거쳐 설계 용역사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하 다.

① 설계용역 명칭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용역

② 계약번호 : 2002-3259

③ 주요 수행내용

- α-γ type 핫셀 및 부대설비 설계

- 공정설비의 연구소와 공동설계

- 안전성분석(차폐구조물 보강에 따른 조사재시험시설 동적내진해석 포

함)

- 환경 향평가(기존 방사선원에 본 시설 방사선원을 추가하여 재평가)

- 인허가 서류작성 및 기술사항 지원

④ 설계 용역업체 자격 : 원자력 관련 핫셀 설계 및 방사선안전성분석, 인

허가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제한

⑤ 계약업체 : 현대엔지니어링(주)

⑥ 계약금액 : 307,500 천원 (예가: 350,000 천원)

⑦ 계약기간 : 2002. 09. 02 ∼ 2003. 11. 01. (14 개월)

계약기간은 당초 12개월 이었으나, 연구소에서 공정자료 제공이 공정실험의 지

연으로 늦어짐으로 인해 당초 계약기간(12개월)을 2.5개월 연장{내부결재 핵사차

-35호(2003. 08. 13.)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용역 계약기간 연장 의

뢰’ 참조}하게 되었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는 사용후핵연료의 안

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의 요소기술과 시험 공정장치를 차폐된 핫셀 내에 설치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설계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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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공정계통 설계는 연구소가 수행하고, 설계용

역사는 연구소가 제시한 설계요건서와 개념설계서의 시설개념에 따라 핫셀 및 부

대설비의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수행 완료하 다.  연구소와 설계용역사가 함께 

수행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는 공정, 구조 및 

건축, 핫셀 차폐, 기계설비,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등으로 구분되며, 본 절에서는 

각 분야별로 주요설계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 으며, 상세한 설계자료들은 설계

문서 및 설계도면 목록(첨부 2)을 참조하면 된다.

2. 공정 설계분야

공정 설계분야는 앞 절에서 설계요건으로 제시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기준

공정도, 핵물질 사용량, 실증시설 규모 등을 기준으로 물질 및 열수지(mass & 

heat balance), 작업흐름도(mechanical work flow diagram)를 확정하 다.  공정 

및 장치특성을 고려하고, 공정의 효율적이며, 안전한 운전을 고려한 P. & I. 

diagram, 실증시설 및 핫셀 내 공정장치의 배치도를 작성하 다.  확정된 P. & I. 

diagram를 이용하여 공정시설 운 으로 인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fault-tree analysis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P. & I. diagram에 반 하 다.

공정장치의 제작 발주를 위한 설계자료로서 공정특성과 제작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반응기 및 공정기기의 engineering 도면을 공정개발 과제의 의견을 반 하여 

작성하 다.  공정제어시스템의 구성을 위하여 control logic diagram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공정의 운전 및 감시를 위한 제어시스템을 제작하기 위

한 제어장치의 구성 및 배치설계를 수행하 다.

가. 물질 및 열수지(Mass & Heat Balance)

공정의 물질수지 및 열수지는 차세대관리공정개발 과제의 실험 자료 및 

실험조건과 앞에서 확정되어 제시된 실증시험 공정도와 핵물질수지 등을 기준으

로 하여 계산되었다.  Fig. 3-3-2-1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서 실증시

험을 수행할 공정의 주요 물질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3-3-2-2와 Fig. 

3-3-2-3은 공정을 main stream과 gas stream으로 구분하여 공정처리 과정에서의 

물질 및 heat load를 계산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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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The material balance for 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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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Mass & heat balance in main stream of 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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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 Mass & heat balance in gas stream of 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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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흐름도(Work Flow Diagram)

핫셀 구성 및 공정장치의 최적 배치를 위해서는 실증시험을 수행하게 되

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운전을 작업순서 및 작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작업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 동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공정흐름도

를 기준으로 실증시설 핫셀 내에서 수행되는 주 공정작업 내용은 Fig. 3-3-2-4에 

표기된 작업흐름도와 같다.

그리고 Fig. 3-3-2-5 부터 Fig. 3-3-2-8에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

셀 내 공정작업 뿐만 아니라 조사후시험시설(PIEF)에서의 사용후핵연료 rod cut 

제조 및 운반, 실증시설 핫셀로 부터 핵물질 및 폐기물, 공정시료 이동을 포함한 

수행될 실증시험 전체 mechanical work flow를 상세히 표기하 다.

다. 핫셀 구성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연구개발 초기에는 핵심공정인 금속전환공정이 리

튬 금속을 사용하는 금속환원 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었으며, 이 경우 리튬 금속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수분 및 산소의 농도를 제한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하

여 엄격한 불활성 분위기가 제어되는 핫셀의 확보가 필요하 으며, 공간의 제약으

로 인해 공정용 핫셀을 불활성 분위기 핫셀과 공기 분위기 핫셀로 분리하여 구성

하는 개념을 설정하 다.  그러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을 위하여 최종 

확정된 금속전환공정은 리튬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

는 새로운 공정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핫셀의 구성을 Table 3-3-2-1에 기술된 

것과 같이 공기 분위기의 공정용 핫셀과 유지보수용 핫셀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공정용 핫셀 rear door 주변은 핵물질 및 장비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우려되는 

오염의 확산을 위하여 isolation room이 설치되도록 고려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

정 실증시험을 위한 핫셀을 Fig. 3-3-2-9와 같이 배치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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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 The work flow diagram for 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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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The mechanical work flow for demonstration of ACP in P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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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6. The mechanical work flow(1) in ACP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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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The mechanical work flow(2) in ACP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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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The mechanical work flow for waste transfer 

from ACP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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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1. The constitution of hot cell for demonstration of ACP process

핫셀구분 Type 용도 주요 핫셀 장비

Hot Cell (8a)

for Process α-γ

(기 구조

폐형)

- 절단 핵연료봉 반입

- 공정생성물/ 방사성

   폐기물 반출

- 공정기기 In-Site

  유지 보수

- MSM (9 ㎏ - 10조)

- Shielding Windows (5조)

- In-cell Crane (1 ton)

- Telescopic 

  Manipulator (15 ㎏)

- Rear Door (2조)

- Padirac Adapter 등

Hot Cell (8b)

for 

Maintenance

- Incell Crane/공정기기

  유지 보수

- 반출 기기 제염

Isolation Room
Panel

Structure

- Padirac Cask 접속

- Rear Door Open시

  오염 차단

- Rear Door를 통한 

  기기 반출입

- Jib Crane (1 ton)

- Turn Table

- Padirac Cask Transfer 

  Device

Fig. 3-3-2-9. The general lay-out of ACP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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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배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설은 핫셀 및 핫셀 부대설비, 공정장치, 전

기 및 계측제어설비, IAEA 장비 등이 설치된다.  핫셀 부대설비 가운데 주요설비

로는 핫셀 운전을 위한 차폐창 및 원격조종기, rear door, over head type의 

in-cell crane, 고하중조작기, padirac 운반 및 핫셀 접속장치 등의 설치가 설계에 

고려되었으며, 그 외에 핫셀 환기를 위한 급기 및 배기 filter, 공정장치의 불활성 

분위기 유지를 위한 Ar 공급설비, 공정시약을 불활성 분위기에서 준비하기 위한 

glove box 등이 설치된다.  주요 전기설비로는 MCC panel, transformer panel, 

UPS 및 비상전원 공급 panel이 설치되며, 계측제어설비로는 공정장치 조작 및 제

어/감시 panel, 고하중조작기 조작 panel, in-cell crane 조작 panel 등이 설치된다.  

실증시설에 설치되는 주요기기 목록 및 주요 사양은 Table 3-3-2-2에 표기된 내

용과 같다.  이들 기기들의 전체 lay-out은 Fig. 3-3-2-10에 표기된 것과 같이 설

비들의 효율적인 운 과 유지/보수, 제한된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핫셀 내에 설치되는 장비를 제외하고는 운전상태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핫셀 운전구역(7000 zone) 내에 대부분 설치되도록 하 으며, 핫셀 후면으로 접속

되는 padirac 운반 및 접속 장비들은 핫셀 후면의 서비스구역(8000 zone)에 설치

되도록 하 다.

마. 공정장치 배치

공정장치의 실증시설 내 배치는 공정의 흐름 및 물질의 이동경로가 가능

한 one-through flow로 형성되도록 배치하고, 차폐창의 view angle을 고려한 시

야 확보와 원격조종기의 조작 coverage를 고려하여 공정장치의 높이를 제한하

으며, 뒤쪽 벽에 약 30 ㎝ 정도의 이격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좌우 방향으로 일

렬로 배치되도록 하 다.

공정장치가 설치된 전면에는 원격조종기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장치의 배치를 

배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핫셀 내 설치가 불가피한 핵물질 및 폐용융염의 임시 저

장을 위한 storage vault와 핫셀 배기 filter bank를 핫셀 working table 아래에 

위치하도록 배치하 으며, 핫셀 내 배관, duct 배열, 배선 등도 최대한 working 

table 아래에 배치되도록 하 다.  이상의 내용을 반 한 핫셀 내 공정장치의 배

치도는 Fig. 3-3-2-11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Table 3-3-2-2. Instrument list (1/4)



Table 3-3-2-2. Instrument list (2/4)



Table 3-3-2-2. Instrument list (3/4)



Table 3-3-2-2. Instrument lis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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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0. The overall lay-out of ACP hot cel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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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1. The lay-out of process equipments in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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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P. & I. Diagram

공정에 있어서 P.(Process) & I.(Instrument) diagram은 공정장치의 구성 

및 공정제어 방법 등을 명기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공정의 운전 방법을 표

기하는 process logic diagram과 공정장치, 배관 및 계측제어 장비 등의 상세설계

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는 실증시설의 설계에 필요한 공정 이해를 위해 주요 

단위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정의 개념적인 P. & I. diagram을 현재 공

정개념이 정립된 공정을 중심으로 제시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 차세대관리 종합

공정이 개발 중에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실증을 위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이 확정

되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전체를 고려하여 설계에 수정, 반 하여야 한다.

(1) 분말화공정

분말화(vol-oxidation)공정의 P. & I. diagram은 Fig. 3-3-2-12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P. & I. diagram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분말화 공정은 탈피복된 사

용후핵연료 UO2 pellet을 산화우라늄(U3O8) 분말로 산화시키는 분말화반응기

(vol-oxidizer), 분말화반응기의 반응온도(500 ℃) 유지를 위한 가열기 및 온도 제

어장치, 제조된 산화우라늄 분말용기(U3O8 hopper), 그리고 UO2 pellets의 산화반

응에 필요한 압축공기 공급 및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분말화반응기는 산화우라늄 분말을 고온에서 취급하게 되므로 반응기 또

는 배관으로부터 분말이 누출되는 경우 외부로 비산되어 핫셀 내 전지역으로 오

염이 확산되므로 누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반응기 내부의 온

도는 물론 압력을 항상 감시하여야 하며, 내부의 압력이 정상적인 수치보다 높아

지면, 반응기 내부 압력에 향을 미치는 air 공급계통과 가열장치가 서로 연동하

여 작동되도록 공정 제어시스템이 구성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분말화 반응기로부터 배출되는 폐가스는 잉여로 공급되는 공기와 반응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내에 체류하고 있던 휘발성 핵분열생성물(H, Xe, Kr, I, 

Cs 화합물 등)이 높은 반응온도로 인해 방출되어 배출된다.  이때 산화우라늄 분

말 중 작은 크기의 입자들이 비말동반 될 수 있으므로 반응기의 배기구와 배기 

배관에 sintered metal filter(≤ 5 ㎛)를 설치하여 산화우라늄 분말의 배출을 방지

하며, sintered metal filter에는 차압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차압을 감시함으로서 

sintered metal filter의 막힘 현상으로 인해 분말화반응기 내부 압력이 상승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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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2. P & I diagram of vol-oxidation system.

(2) 금속전환공정

금속전환(metalization)공정의 P. & I. diagram은 Fig. 3-3-2-13에 표기

된 내용과 같다.  P. & I. diagram에 표기된 것과 같이 금속전환공정은 산화우라

늄(U3O8) 분말을 공급하는 U3O8 feeder, 공급된 산화우라늄 분말을 금속으로 전환

하는 반응기인 metalizer, 전해장치인 potentiostat, 금속전환 반응기의 반응온도

(650 ℃) 유지를 위한 가열기 및 온도 제어장치, 금속전환 반응에서 용융매질과 

반응시약으로 사용되는 LiCl과 Li2O를 공급하는 공급 pot, 반응기 내 불활성 분위

기 유지(≤5 ppm O2, H2O)를 위해 cover gas로 공급되는 고순도 Ar의 공급제어 

시스템, 그리고 금속전환 반응기에서 매질로 사용되는 LiCl 용융염의 반응온도에

서의 증기압으로 인해 배출되는 LiCl fume이 배출되어 off-gas 침적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cold trap, 반응가스로 발생하는 O2 측정장치, 반응기 상부 냉각을 위

한 냉각 가스(Ar) 공급 제어시스템과 같은 공정장치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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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전환 반응기로부터 배기되는 폐가스는 Ar 및 잔류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Xe, Kr, I, Cs 화합물 등)을 함유하게 되며, 산화우라늄 분말 공급 시 폐가스 배

관을 통한 분말의 비말동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cold trap을 거친 후 폐가스 배관

에 앞의 분말화 장치와 같이 sintered metal filter(≤ 5 ㎛)를 설치하여 산화우라

늄 분말의 배출을 방지하고, sintered metal filter에는 차압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차압을 감시함으로서 sintered metal filter의 막힘 현상으로 인해 금속전환 반응기 

내부 압력이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금속전환 공정에서 반응온도의 제어는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금속전환 반응기 내에서 매질로 사용되는 LiCl 용융염의 경우 1,000 ℃ 이상

에서는 증기압이 급격히 증가하여 용융염이 증기 상태로 비말되는 양이 크게 증

가하므로 반응기의 급격한 내부 압력 상승과 이로 인한 누출 사고의 위험이 크므

로 온도 제어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Fig. 3-3-2-13. P & I diagram of metal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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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주조공정

주조(smelting)공정의 P. & I. diagram은 Fig. 3-3-2-14에 표기된 내용

과 같다.  P. & I. diagram에 표기된 것과 같이 금속주조공정은 금속전환공정에서 

제조된 granule 형태의 우라늄 금속을 공급하는 공급 pot, 금속용탕 제조를 위한 

반응기.  반응기 내 고진공도 유지를 위한 vacuum chamber 및 vacuum control 

system, 반응기의 반응온도(1,350 ℃) 유지를 위한 가열기 및 온도 제어장치, 반응

기 내 불활성 분위기 유지(≤5 ppm O2, H2O)를 위해 cover gas로 공급되는 고순

도 Ar의 공급제어 시스템, 그리고 금속전환체에 tracer로 남아있는 LiCl 용융염이 

반응온도에서의 증기형태로 배출되는 것을 포집하기 위한 cold trap, 반응기 상부 

냉각을 위한 냉각 가스(Ar) 공급 제어시스템 등과 같은 공정장치들로 구성된다.

Fig. 3-3-2-14. P & I diagram of smelting system.

(4) 폐용융염 처리공정

폐용융염 처리(waste molten salt treatment)공정의 P. & I. diagram은 

Fig. 3-3-2-15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P. & I. diagram에 표기된 것과 같이 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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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염 처리공정은 금속전환공정에서 사용된 후 LiCl 용융염을 운반이나 저장에 용

이한 형태로 고화시키는 반응기, LiCl 용융염을 금속전환조로부터 이송하는 

transfer line 및 이송을 위한 진공 제어시스템, 반응기 및 transfer line의 반응온

도(650 ℃) 유지를 위한 가열기 및 온도 제어장치, 반응기 내 불활성 분위기 유지

를 위해 cover gas로 공급되는 고순도 Ar 및 반응기 상부 냉각을 위한 냉각 

gas(Ar) 공급 제어시스템, LiCl 용융염이 반응온도에서의 증기형태로 배출되는 것

을 포집하기 위한 cold trap 및 cooler 등과 같은 공정장치들로 구성된다.

폐용융염 처리공정에서 반응온도의 제어는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온도가 상승하여 1,000 ℃ 이상에서는 증기압이 급격히 증가하여 용융염이 

증기 상태로 비말 되는 양이 크게 증가하므로 반응기의 급격한 내부 압력 상승과 

이로 인한 누출 사고의 위험이 크고, transfer line의 온도가 LiCl의 용융온도 보다 

낮게 제어되는 경우는 이송 line에서 응고되고 이로 인해 공정운전에 어려움을 주

게 되므로 온도제어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용융염 이송을 진공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진공도가 이송에 필요한 것보다 높을 경우는 진공 시스템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 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려로서 barometric 

head가 설계에 반 되었다.

Fig. 3-3-2-15. P & I diagram of waste molten sal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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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가스 처리공정

폐가스 처리(off-gas treatment)공정의 P. & I. diagram은 Fig. 

3-3-2-16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P. & I. diagram에 표기된 것과 같이 폐가스 

처리공정은 모든 공정장치로부터 배출되는 폐가스 연결을 위한 header, 폐가스 가

운데 수분 및 Iodine 포집을 위한 흡착 column, 각 공정장치의 특성에 따른 진공

도 유지를 위한 vacuum pump 및 제어시스템 등의 장치로 구성된다.

Fig. 3-3-2-16. P & I diagram of off-gas trea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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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요 공정장치

(1) 분말화 공정장치(Vol-oxidizer)

분말화 공정장치 처리용량은 25 ㎏-U3O8/batch, 분말의 입도 20∼100 

㎛, 반응수율 99.8 %, 반응온도 제어범위 480∼500 ℃, 공정 처리시간 4시간을 기

준으로 설계되었으며, 내부에 다단 mesh를 설치하여 U3O8 분말로 전환된 것만 최

종 bottom에 모일 수 있도록 장치의 개념을 정립하 다.  장치 제작을 위한 개념

도(engineering 도면)는 Fig. 3-3-2-17와 같으며, 장치의 외부 크기는 분말화 반응

기만 높이 940 mm, 폭 726 mm, 길이 726 mm로 설정하 고, 상부 hopper 규격

은 높이 300 mm, 상부 직경 300 mm, 하부 직경 150 mm로 설정하 다.  그리고 

분말화 반응기 내부의 다단 mesh plate는 1차 plate가 외경 260 mm에 직경 4 

mm인 다공판으로 설치되며, 2차 plate는 외경 205 mm에 직경 2 mm인 다공판이 

설치되고, 3차 plate는 외경 145 mm에 40 mesh plate가 설치되는 것으로 개념을 

설정하 다.  반응기 하부에는 제조된 U3O8 분말을 받아 다음 공정인 금속전환공

정으로 운반하게 되는 U3O8 Receiver가 일체형으로 설치되도록 고려하 으며, 반

응기 재질은 반응온도 및 부식성을 고려하여 stainless steel 316으로 선정하도록 

하 다.

Fig. 3-3-2-17. Engineering drawing of vol-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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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전환 공정장치

금속전환 공정장치는 처리용량 20 ㎏HM/batch, LiCl 용융염 취급량 70 

㎏-LiCl/batch, 반응수율 98 %, 반응온도 제어범위 630∼650 ℃, 반응시간 8시간

을 기준으로 설계되며, 금속전환장치의 개념도(engineering 도면)는 Fig. 3-3-2-18

과 같다.  LiCl-3wt% Li2O의 용융염 매질을 저장하고,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 반응기는 내부 반응기와 내부 반응기의 이상으로 용융염이 누출될 

경우 이를 가두기 위한 내부반응기 support, 외부반응기로 구성되며, 재질은 내부

반응기 support(알루미나 재질)와 반응기 냉각 jacket(stainless steel 304)을 제외

하고는 stainless steel 316으로 선정하 다.  반응기 내에서 전해반응을 위해 설치

되는 전극은 일체형 stainless steel 316 재질의 cathode solid 전극, 백금(Pt) 또는 

세라믹(Fe2O3) 재질의 bundle 형태 anode 전극이 설치되며, 금속전환을 위한 U3O8 

분말의 담는 용기는 격납기능과 함께 Li 금속이온과 산소이온 및 LiCl 용융염 통

과가 가능하여 용융염 상에서 금속전환 반응이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다공성 

magnesia filter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금속전환 공정장치의 외부 크기는 직

경 700 mm, 높이 1300 mm로 설정하 고, 내부 반응기 Support는 직경 660 mm, 

내부반응기는 직경 620 mm, 높이 1000 mm로 설계되었다.  가열로는 3단으로 구

성하며, AC 440 V 전원을 기준으로 상단 19 kW, 중단 21 kW, 하단 26 kW로 설

정하 다.

(3) 금속주조 공정장치

금속주조 공정장치는 처리용량 20 ㎏HM/batch, 용탕온도 제어범위 

1,350∼1,380 ℃, 진공도 10
-3 Torr, 주조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설계되며, 금속주

조장치의 개념도(engineering 도면)는 Fig. 3-3-2-19과 같다.  금속주조장치는 금

속전환장치에서 제조된 금속전환체(granule 형태)가 담겨 있는 마그네시아 filter

를 그대로 금속주조장치 도가니에 넣고 용탕을 제조한 후 냉각하여 주조하는 장

치로 graphite 재질의 내부 도가니, stainless steel 304L 재질의 외부 격납용기와 

vacuum chamber로 구성되었다.  금속주조장치의 외부 크기는 직경 273 mm, 높

이 800 mm로 설정하 고, 내부 도가니는 직경 210mm, 300 mm로 설계하 다.  

가열로는 1단으로 구성하며, AC 440 V 전원을 기준으로 10 kW 용량으로 설정하

고, 온도가 높으므로 수퍼칸탈선을 사용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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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8. Engineering drawing of metallizer.

Fig. 3-3-2-19. Engineering drawing of sm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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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용융염 처리장치

폐용융염 처리장치는 핵물질 계량을 위한 장치 크기와 운반 등을 고려

하여 1회 처리용량 10 ㎏-LiCl, 처리온도 제어범위 630∼650 ℃, 1회 처리시간 2

시간을 기준으로 설계되며, 폐용융염 처리장치의 개념도(engineering 도면)는 Fig. 

3-3-2-20과 같다.  폐용융염 처리장치는 금속전환장치에서 사용한 폐용융염을 이

송하는 electric tracing line, 내부 용융염 receiver, Inner case 및 외부 격납용기

로 구성되며, 내부 용기의 재질은 stainless steel 316, cooling jacket 등 외부는 

stainless steel 304 재질로 선정하 다. 그리고 가열로는 1단으로 구성하며, AC 

440 V 전원을 기준으로 20 kW 용량으로 설정하여 설계하 다.

Fig. 3-3-2-20. Engineering drawing of molten salt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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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가스 처리장치

폐가스 처리장치는 공정장치에서 배출되는 모든 배기가스를 1차적으로 

처리한 후 배기하는 장치로서 모든 공정장치가 common하여 사용하게 된다.  폐

가스 처리장치는 packed column 형태의 2기의 폐가스 흡착조와 vacuum pump, 

vacuum surge tank, vacuum controller 등으로 구성되는 vacuum system 및 

vacuum line header로 구성된다.  폐가스 흡착조는 silver zeolite  20□□ 충진용량
을 가지며, vacuum system의 용량은 진공도 10-4 torr, free air 300 □□/min(Ref. 
model : oil-lubricated type의 Cole-Parmer 2003/2004 A-79203-50)이며, 폐가스 

흡착조의 운전온도는 70 ℃, vacuum system은 40 ℃로 설정하 다.  폐가스 처리

장치의 재질은 stainless steel 316 또는 304로 설계되며, 폐가스 흡착조 및 

vacuum surge tank 개념도(engineering 도면)는 Fig. 3-3-2-21, Fig. 3-3-2-22와 

같다.

Fig. 3-3-2-21. Engineering drawing of off-gas abso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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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2. Engineering drawing of vacuum surge tank.

3. 구조 및 건축 설계분야

실증시설 핫셀로 사용되는 조사재시험시설의 예비핫셀은 현재 완성된 핫셀

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당초 설계에 반 되었던 취급기준 방사선원이 강

화됨에 따라 기존 차폐벽에 대한 차폐보강을 위하여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다.

실증시설 핫셀의 기본 구조 및 건축설계에 대한 개념은 Fig. 3-3-3-1의 평면도

(general layout)에 도시되어 있으며, 주요 구조 및 건축설계 내용은 기존의 조사

재시험시설 예비핫셀의 콘크리트 구조 자체에 실증시설 핫셀로 사용하기 위한 차

폐벽의 보강, 차폐창 및 원격조종기의 설치 및 리어도어의 설치 등이다.  실증시

설 핫셀의 구조 및 건축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존의 예비핫셀에 설

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를 약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공정장치를 수용하고 차폐 및 구조적 강도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콘크리트 벽을 변경하는 방법은 일체 가정하지 않았다.

실증시설 핫셀은 차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전면 개구부는 중량콘크리트

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 으며,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차폐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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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분은 납 차폐체와 steel 구조물로 보강하도록 설계하 고 차폐체 설치 

및 보강을 위한 구조계획도는 Fig. 3-3-3-2 부터 Fig. 3-3-3-4에 도시되어 있다.  

핫셀 벽체는 0.7 m ∼ 1.2 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이고, 핫셀 구조체의 두께는 

전면이 900 mm이며, 측면과 후면은 800 mm이며, 방사선 차폐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40 mm 두께의 steel 차폐체를 부착하 다.

Fig. 3-3-3-2에서 보듯이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 벽과 새로 설치되는 중량콘크

리트 면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의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콘크리트 

벽에 충분한 수량 및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를 삽입한 후에 중량콘크리트 차폐벽

을 설치하도록 하 다.  또한 이 콘크리트 사이의 접촉부위는 차폐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벽의 표면을 chipping 처리하고, 계단식으로 접촉부를 설계하 으며, 

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라우팅 처리를 하도록 설계하 다.

실증시설 핫셀 구조물의 설계는 크게 수직력과 수평력, 전단력, 모멘트 및 하중

들의 합력 등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으며,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도록 설계하는 것

이다.  3차원 모델에서 전단벽은 벽의 평면내 전단벽과 평면외 전단벽 및 모멘트

가 뼈대 구조물과의 강성 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메쉬(mesh)구

획을 하 다.  즉 평면 내 전단력은 각 구조물의 강성에 따라 분배되며, 이 전단

력은 구조물의 단면 크기에 비례하여 수직방향의 하중으로 치환된다.  또한 평면

성분에 비례하는 하중에 의하여 유발되고, 위 하중에 의하여 수직 및 수평 철근이 

결정되었고 ACI 349-80에 따라 설계하 다.

부재설계 (member design)는 ACI 318을 근거로 하며 원자력 관련 구조물에 

관련하여 좀 더 보수적으로 강화된 ACI 349를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는데, ACI 

349 및 ACI 318에 휨철근량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

지 않으므로 ACI 318 NOTE에 있는 식을 기본으로 하여 부재 설계를 수행하

다.  Table 3-3-3-1은 실증시설 핫셀의 각 부재별 철근량을 나타낸 것을 여기에 

제시된 배근비는 요구 배근량에 대한 기존 배근량의 비를 나타낸다.  Fig. 

3-3-3-3은 새롭게 설치되는 콘크리트 차폐벽의 구조적 강도 유지를 위한 철근배

치와 앵커볼트 배열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3-3-3-4는 새롭게 설치되는 차폐벽

과 셀간 차폐벽 사이의 철근 배열을 나타내고 있다.  핫셀을 포함한 조사재시험시

설 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은 미국연방규제지침 10 CFR 100에 일치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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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1. Steel amount for various member

부재위치
두께

(mm)

수직철근 수평철근

비

고요구

배근

량(㎠)

기존

설계배근

실제

배근

량

(㎠)

배근

비

요구

배근량

(㎠)

기존

설계배근

실제

배근

량

(㎠)

배근

비

슬래브 700 7.0 D19@150 19.13 0.37 7.0 D16@150 13.27 0.53 OK

M-A 벽체 800 8.85 D22@150 25.80 0.34 8.0 D22@150 25.80 0.31 OK

N-1 벽체 900 17.13 D22@150 25.80 0.66 9.0 D22@150 25.80 0.35 OK

13-2 벽체 800 20.96 D22@150 25.80 0.81 8.0 D22@150 25.80 0.31 OK

핫셀 

내부벽체
800 8.0 D22@150 25.80 0.31 8.0 D22@150 25.80 0.31 OK

15-A 벽체 800 8.53 D22@150 25.80 0.33 8.0 D22@150 25.80 0.31 OK

바닥 

기초판
1200 12.0 D19@200 14.35 0.84 23.92 D25@200 25.35 0.94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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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 General layout of the ACP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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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 Radiation shielding reinforcement of the ACP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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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 Rebar reinforcement for concrete shi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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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 Rebar reinforcement for between concrete shielding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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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핫셀 차폐 설계분야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단위의 방사선 차

폐능이 확보된 특수한 시험시설인 핫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규로 핫셀 시설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인력 및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한국원자력

연구소 조사재시험시설(IMEF) 지하에 위치한 예비핫셀을 실증시험을 수행키 위

한 핫셀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예비핫셀은 

일부 콘크리트 구조물 및 기본 유틸리티들만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현 상태

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시설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여, 차세대관

리 종합공정에서 다루는 방사능양에 대하여 핫셀의 차폐능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비핫셀 차폐벽의 보강을 위한 차폐설계를 수행하 다.

실증시험에 사용될 예비핫셀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 Fig. 3-2-9-5와 같이 전

면부에 2개의 오프닝과 후면부에 핵물질 반출을 위한 1개의 오프닝이 설치되어 

있으며, 핫셀 운 에 필요한 유틸리티 라인 및 기타 핫셀 운 에 필요한 설비들이 

일부 설치되어 있다.  예비핫셀 외벽들은 IMEF 설계 당시 기준인 Fe59 (1.2 

MeV) 1.3 TBq 선원 기준을 만족하도록 전면부 및 후면부 오프닝을 제외한 외벽

에 대하여 중량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다.

참고로, 본 실증시험에 사용될 예정인 방사선량은 IMEF 설계 당시의 기준치보

다 훨씬 높은 약 1384.8 TBq으로서, 핫셀의 차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핫

셀 외벽의 보강이 필수적이다.  핫셀의 기본 사양은 Table 3-3-4-1과 같으며, 핫

셀 외벽은 중량 콘크리트 80 ㎝, 상부는 70 ㎝로 타설되어 있으며, 내부공간은 11 

m (길이) × 2 m (폭) × 4.55 m (높이)이다.

Table 3-3-4-1. Specification of current hot cell

Hot Cell 

No.

Shielding 

Material

Wall Thickness (㎝)
Dimension (m)

(W×D×H)
Front Rear Side Top

Future Hot 

Cell

Heavy 

Concrete
80 80 80 70 11 × 2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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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핫셀이 위치하고 있는 조사재시험시설의 기존 핫셀 구역은 3개의 방사선 

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으며, 본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을 위한 핫셀의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핫셀을 보강하는 개념이므로, 차폐 설계기준으로 아래

와 같이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 다.  방사선 선량율 설계 기준치는 

상시 운전구역인 7000구역의 경우 0.01 m㏜/h, 작업구역인 8000구역은 0.15 m㏜

/h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방사선원을 기준으로 기존 

시설의 차폐 보강 설계에 대한 차폐 평가를 수행하 으며, 차폐 평가에는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의 방사선원 분석, 감마 및 중성자 선원 스펙트럼, QAD-CGGP[17] 

및 MCNP-4C[18] 코드를 이용한 차폐 해석 및 핫셀의 차폐 설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방사선원 분석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방사선원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용으

로 사용될 사용후핵연료 5 batch에서 핫셀 외부로 반출된 방사선원(폐용융염 2 

batches)을 제외한 양과 같다.  기준선원에서 발생하게 되는 선원의 핵종 및 각 

핵종들의 양은 ORIGEN-2[19]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Table 3-2-2-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방사선원은 사용후핵연료, 금속 우라늄 및 폐용융염에

서 발생한다.  Table 3-2-2-1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 발생하는 총 방사선원항

만을 나타내므로, 차폐 계산을 위해서는 에너지에 따른 감마선 및 중성자의 방출

량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 취급할 공정 물질별

로, 각 공정물질에 포함되는 핵종들을 고려하여 감마선 및 중성자의 방출율을 계

산하 으며, 감마선의 에너지에 따른 방출율은 Fig. 3-3-4-1에 중성자의 방출율은 

Fig. 3-3-4-2에 나타내었다.

감마 방출율은 ORIGEN-2 코드를 이용하 으며, 중성자 방출율은 

SOURCES[20] 코드를 사용하 다.  총 방출되는 감마선의 양은 7.42 × 1014 γ/s이

며, 사용후핵연료, 환원된 금속 우라늄 및 폐용융염이 방출하는 총 감마선양은 비

슷하 다.  총 발출되는 중성자의 방출량은 6.12 × 10
7 n/s 이며, 중성자 선원의 

대부분은 자발 중성자에 기인하며, (α,n) 반응 및 지발 중성자의 양은 미미하 다.  

방출되는 감마선의 평균에너지는 1 MeV전후이며, 중성자는 2.1 MeV의 평균 에

너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구간에 따른 감마선 및 중성자 방출율의 

설계치는 Table 3-3-4-2 및 Table 3-3-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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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1. Source spectra of spent fuel, reduced metal uranium,

volatile fission products and residual molten salts.

Fig. 3-3-4-2. Neutron source spectrum of 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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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2. Gamma ray emission rate of ACP inventory basis

평균에너지(MeV)

감마선 방출율(Photons/sec)

S/F

(5 Batches)

ⓐ

폐용융염

(2 Batches)

ⓑ

방사선원

ⓐ - ⓑ

1.00×10-02 2.48×10+14 3.25×10+13 2.15×10+14

2.50×10-02 5.30×10+13 6.70×10+12 4.63×10+13

3.75×10-02 6.50×10+13 1.69×10+13 4.81×10+13

5.75×10-02 4.90×10+13 5.54×10+12 4.34×10+13

8.50×10-02 2.92×10+13 3.59×10+12 2.56×10+13

1.25×10-01 2.85×10+13 5.96×10+12 2.25×10+13

2.25×10-01 2.41×10+13 1.93×10+12 2.21×10+13

3.75×10-01 1.15×10+13 3.32×10+11 1.12×10+13

5.75×10-01 4.44×10+14 1.73×10+14 2.70×10+14

8.50×10-01 4.35×10+13 1.68×10+13 2.67×10+13

1.25×10+00 1.62×10+13 6.24×10+12 9.91×10+12

1.75×10+00 4.47×10+11 1.59×10+11 2.88×10+11

2.25×10+00 9.60×10+09 7.77×10+07 9.52×10+09

2.75×10+00 6.80×10+08 5.46×10+06 6.75×10+08

3.50×10+00 8.75×10+07 7.01×10+05 8.68×10+07

5.00×10+00 2.69×10+06 2.15×10+04 2.67×10+06

7.00×10+00 3.10×10+05 2.48×10+03 3.08×10+05

9.50×10+00 3.57×10+04 2.85×10+02 3.54×10+04

Total 1.01×10+15 2.70×10+14 7.4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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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3. Neutron emission rate of ACP 

inventory basis

평균에너지(MeV) 중성자선 방출율(neutrons/sec)

5.00×10-01 7.00×10+06

1.00×10+00 9.85×10+06

1.50×10+00 9.50×10+06

2.00×10+00 8.25×10+06

2.50×10+00 6.80×10+06

3.00×10+00 5.40×10+06

3.50×10+00 4.09×10+06

4.00×10+00 3.01×10+06

4.50×10+00 2.17×10+06

5.00×10+00 1.55×10+06

5.50×10+00 1.11×10+06

6.00×10+00 7.80×10+05

6.50×10+00 5.45×10+05

7.00×10+00 3.79×10+05

7.50×10+00 2.61×10+05

8.00×10+00 1.79×10+05

8.50×10+00 1.22×10+05

9.00×10+00 8.25×10+04

9.50×10+00 5.55×10+04

10.0×10+00 3.74×10+04

Total 6.12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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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강 차폐체 선정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차폐설계기준 방사선원에 따른 보강 차

폐체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역별 선량기준

- 내진 안전성

- 감마선 및 중성자 차폐능

- 공간 활용성 및 경제성

- 기존 벽체와의 접합 성능 및 시공의 편의성

- 기  유지

- 경제성

(1) 보강 차폐체 종류 및 두께

기존 설치되어 있는 차폐벽의 재질이 중량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상당 

부분 제거 후 재 설치될 예정이므로 신설되는 차폐벽은 기존과 같은 중량콘크리

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사선 차폐를 위하여 요구되는 중량콘크리트의 두께는 

90 ㎝이며, 현장 여건상 중량콘크리트에 의한 차폐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강판 

또는 납과 같은 별도의 보강 차폐체를 고려하 다.  Rear door 및 padirac 

adapter 부분 등 일부 차폐능이 손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납을 부

분 차폐체로 선택하 다.  보강 차폐체 재료를 결정하기 위한 스틸 및 납에 대한 

성능비교표는 Table 3-3-4-4와 같다.

Table 3-3-4-4. Performance comparison to several reinforcement 

shielding material

구  분 스틸 납

보강 차폐 두께 (㎝) 4 -

내진 안전성 보통 불리

중성자 차폐능 보통 불리

경제성 우수 불리

기 성 보통 보통

(2) 구역별 보강차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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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차폐체별 성능 비교표는 강 및 납의 성능만을 비교한 것으로, 현장 

여건을 감안한 종합적인 판단아래 본 시설에 적용될 보강 차폐체의 검토결과 요

약은 Table 3-3-4-5과 같다.

Table 3-3-4-5. Summary results for additional shielding method

구 역 검토결과 요약 보강 차폐체

전면부

(서비스 구역)

차폐벽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중량콘크리트 

차폐벽(90 ㎝) 설치.
필요 없음.

후면부

(작업 구역)

중량콘크리트 차폐벽 설치.

현장 여건상 부분적인 스틸 차폐 보강이 필요.
스틸(부분적)

셀간벽
셀간벽은 중성자선 차폐를 위하여 

중량콘크리트 차폐벽 설치.
필요 없음.

핫셀 좌측벽
외부 차폐보강 불가.

내부에 스틸차폐 보강.
스틸

핫셀 우측벽
외부 차폐보강 불가.

내부에 스틸차폐 보강.
스틸

(가) 핫셀 전면부

차폐창이 설치되는 전면부는 차폐벽이 거의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므

로 중량콘크리트 차폐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폐벽 신설시 차폐두께를 90 ㎝로 

한다.

(나) 핫셀 후면부

공정물질의 반입 및 반출이 이루어지는 rear door가 설치되는 후면부

는 기존의 rear door용 개구부를 콘크리트로 메우고, 새로운 rear door용 개구부

를 만들어야 하는 등, 차폐벽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후면부

는 기존 80 ㎝ 중량콘크리트에 10 ㎝만을 보강하면 되나, 원할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20 ㎝를 보강하도록 하 다.  따라서 중량콘크리트 차폐벽의 두께는 100 ㎝

가 되도록 하 다.  또한, 중량콘크리트 타설이 용이하지 않은 후면부 일부 지역

은 내부에 4 ㎝의 강판으로 보강 차폐하 다.

(다) 핫셀 좌측 (Air Lock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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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lock 구역의 상부에는 각종 환기덕트 및 배관이 통과하는 

mezzanine floor가 위치하고 있다.  Mezzanine floor와 접한 차폐벽의 외부 보강

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air Lock 구역의 폭은 약 2 m로 상

당히 협소한 상태로서, 핫셀 좌측 벽을 외부에서 콘크리트로 보강할 경우, 출입도

어(rear door)를 열었을 때 여유 공간이 약 10∼20 ㎝ 밖에 없어 작업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강판을 사용하여 내부에서 차폐 보강하도록 한다.

(라) 셀간벽

셀간벽은 감마선 및 중성자선 차폐를 위하여 중량콘크리트(70 ㎝)로 

설치한다.

(마) 핫셀 우측

이 구역은 각종 환기 덕트, 배관, cable tray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

며, 폭이 2.3 m로서 매우 협소한 상태이다.  이곳을 외부에서 콘크리트로 보강하

기 위해서는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대부분의 덕트, 배관, cable tray를 제거하

여야 하고, 또한 루트 변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핫셀 우측벽도 강판을 사용하

여 내부에서 차폐 보강한다.

(바) Pump Room 구역

Pump room에는 폐액이송펌프 두 대가 핫셀벽에 인접해서 설치되어 

있으므로 콘크리트에 의한 외부 보강은 불가능하며, 출입구 및 상부 배기 덕트와

의 간섭으로 인하여 스틸 또는 납에 의한 외부 보강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Pump room과 접하고 있는 핫셀 벽도 강판을 사용하여 내부에서 차폐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보강 차폐체 높이

차폐체의 높이는 방사선원의 위치에 따라 좌우되므로, 우선 방사선원이 

존재할 수 있는 최대 높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방사선원이 최대 높이로 존

재할 경우는, 크레인으로 방사선원을 취급할 때이다.  크레인의 maximum hook 

height를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방사선원의 최대 높이는 3.1 m인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따라서 모든 보강 차폐체의 높이는 3.1 m로 결정하 다.  3.1 m 이상의 

높이에서 모든 방사선은 천장 쪽을 향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작업자의 피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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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4) 보강 차폐체 설치방법

구체적인 보강 차폐체 설치방법은 상세한 구조 계산 결과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고려 사항만을 기술하 다.

- 모든 차폐벽은 중량콘크리트 90 ㎝와 동등한 차폐능을 가져야 한다.

- 강판 또는 납을 설치하는 경우, 이들 보강 차폐체는 콘크리트로 보강되는 부

분과 중첩시킴으로써 강판 또는 납 차폐체를 통과하지 않는 방사선이 최소한 

중량콘크리트 90 ㎝ 이상을 통과하도록 배치한다.

- Expansion anchor를 사용해서 강판을 부착할 경우 이 부위는 별도의 차폐 

보강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강판 간의 연결 부위는 streaming radiation이 최소한 90 ㎝ 이상의 중량콘크

리트 차폐벽을 통과하도록 스텝 또는 사면을 만든다.

다. Rear Door 및 핫셀 주요부에 대한 차폐설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핫셀 차폐벽은 중량콘크리트 재질로서 

외벽 및 셀간벽의 두께가 각각 90 ㎝ 및 70 ㎝이며, 차폐벽의 모든 부위는 이와 

동일한 차폐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폐벽에는 핫셀 운 을 위해서는 불

가피한 출입문 및 penetration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 부위의 벽체 두께가 감소됨

에 따라 차폐능 저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차폐능 저하가 예상되는 부위에 대하

여 보강 차폐체의 재질, 두께 및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차폐 계산을 수행하 으

며, 이에 따른 rear door 및 핫셀 주요부에 대한 차폐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Rear Door for M8a Cell

Rear door for M8a cell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중량콘크리트 차폐

두께 90 ㎝에 미달되어 차폐보강이 요구되는 부위 및 차폐계산 모델은 아래와 같

으며, rear door for M8a cell의 차폐기준은 0.01 m㏜/h이다.

(가) Rear Door와 Door Frame 간의 틈새 (Fig. 3-3-4-3, SP1∼DP1, SP

2∼DP2)

- SP1∼DP1 (핫셀 외부측 door 틈새) :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A)는 

17.62 ㎝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20 ㎝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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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able 3-3-4-6. Dose rates for gap between rear door and door 

frame(outer side) of M8a cell as lead thickness A

납차폐체 두께 A (㎝) 16 17 18

피폭선량 (m㏜/h) 1.85×10-02 1.25×10-02 8.51×10-03

- SP2∼DP2 (핫셀 내부측 door 틈새) :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B)는 

5.35 ㎝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6 ㎝를 적용한다.

Table 3-3-4-7. Dose rates for gap between rear door and door 

frame(inner side) of M8a cell as lead thickness B

납차폐체 두께 B(㎝) 4 5 6

피폭선량 (m㏜/h) 1.70×10-02 1.13×10-02 7.59×10-03

(나) Travelling Motor 하우징 (Fig. 3-3-4-3, SP3∼DP3)

Motor 하우징의 크기(C)는 motor siz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스

틸 차폐체의 두께 (D)는 motor 하우징의 크기(C) - 10 보다 크게 설계하여야 한

다.

Table 3-3-4-8. Size(C) of motor housing and steel thickness(D) 

as motor size for M8a cell

Case C (㎝) D (㎝) 피폭선량(m㏜/h)

1 25 15 1.68×10-03

2 30 20 1.57×10-03

Working table위의 SP에서 나오는 감마선이 모터하우징의 윗 부분에 도달할 

경우 중량콘크리트의 두께가 차폐설계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스틸차폐체의 높이

는 모터하우징보다 높게 설치하여 SP가 working table에 위치할 때 모터하우징의 

윗부분으로의 감마선 행정이 차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working table에서 

모터하우징 윗부분으로 감마선 행정을 그어 감마선 행정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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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의 범위안에는 강판 차폐체가 존재하도록 설계한다.

(다) Door Wheel (Fig. 3-3-4-3, SP4∼DP4)

Motor의 wheel부분을 차폐하기 위해 납을 보강했을 경우 납의 두께

(E)에 따른  피폭선량률은 Table 3-3-4-9와 같다.  기준 선량을 만족하기 위해서

는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가 24.39 ㎝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26 ㎝를 적용하 다.

Table 3-3-4-9. Dose rates as lead thickness(E) according to additional 

lead shielding  to motor wheel part(M8a)

납차폐체 두께 (E) (㎝) 23 24 25

피폭선량 (m㏜/h) 2.20×10-02 1.21×10-02 6.71×10-03

(라) Transfer Tube (Fig. 3-3-4-4, SP1∼DP1, SP2∼DP2)

- 납 보강 차폐체 두께 (SP1∼DP1) : rear door의 구조상 납 차폐체의 투과길

이가 가장 짧고, 방사선 피폭이 최대가 되는 구간은 SP1∼DP1(스틸 차폐체 

제외)이다.  납 차폐체의 두께를 padirac cask와 동일하게 15 ㎝로 할 경우, 

납 차폐체의 투과길이는 19.9 ㎝이고 콘크리트의 투과길이는 16.1 ㎝이다.  

방사선원과 피폭지점과의 실제 거리를 고려할 경우 피폭선량은 5.88 × 10-03 

m㏜/h로서, 충분한 차폐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transfer tube 주

위에 설치되는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는 padirac cask (RD15)와 동일하게 최

소 15 ㎝를 적용한다.

- 납 보강 차폐체 길이 (SP2∼DP2) : 스틸 차폐체의 높이와 상관없이 SP2∼

DP2는 최소한 중량 콘크리트를 90 ㎝를 통과하며, area 'A'가 스틸 차폐체

의 높이에 따라 콘크리트 투과길이가 부족한 사각지대이다.  따라서 이 피폭

경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 보강 차폐체를 통과하도록 해야 하므로, transfer 

tube 주위에 설치되는 납 보강 차폐체의 길이는 rear door 외부 표면으로부

터 최소 82 ㎝ 되도록 하 다.

상기 차폐계산 모델별 source point 및 detector point는 Fig. 3-3-4-3 및 Fig. 

3-3-4-4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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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3. Modeling of rear door for M8a cell.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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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4. Modeling of rear door(transfer tube) for M8a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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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ar Door for M8b Cell

Rear door for M8b cell은 중량 콘크리트 80 ㎝의 두께로 제작되므로, 

기본적으로 중량콘크리트 90 ㎝로 설치되는 차폐벽의 차폐능에 미달된다.  Rear 

door for M8b cell의 차폐기준은 0.01 m㏜/h이며, 차폐능 미달로 인하여 차폐보강

이 요구되는 부위 및 차폐계산 모델은 다음과 같으며 상기 차폐계산 모델별 

source point 및 detector point는 Fig. 3-3-4-5와 같다.

Fig. 3-3-4-5. Modeling of rear door for M8b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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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ear Door(Fig. 3-3-4-5, SP1∼DP1)

Rear door for M8b cell의 중량콘크리트 두께가 80 ㎝로서 차폐기준

을 만족시키는 중량콘크리트 두께 90 ㎝에 미달하므로, 납 보강 차폐체가 필요하

다.  납 보강 차폐체 두께 변화에 따른 피폭선량은 Table 3-3-4-10과 같으며, 계

산결과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F)는 최소 0.75 ㎝ 이상이어야 하며, 따라서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3 ㎝를 적용하 다.

Table 3-3-4-10. Dose rates for gap between rear door and door 

frame(outer side) of M8b cell as lead thickness F

납차폐체 두께 F (㎝) 1 2 3

피폭선량 (m㏜/h) 9.22×10-03 6.09×10-03 4.06×10-03

(나) Rear Door와 Door Frame 간의 틈새 (Fig. 3-3-4-5, SP2∼DP2, SP

3∼DP3)

- SP2∼DP2 (핫셀 외부측 door 틈새) :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A)는 

18.93 ㎝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20 ㎝를 적용한

다.

Table 3-3-4-11. Dose rates for gap between rear door and door 

frame(outer side) of M8b cell as lead thickness A

납차폐체 두께 A(㎝) 18 19 20

피폭선량 (m㏜/h) 1.42×10-02 9.67×10-03 6.58×10-03

- SP3∼DP3 (핫셀 내부측 door 틈새) :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B)는 

10.17 ㎝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11 ㎝를 적용한다.

Table 3-3-4-12. Dose rates for gap between rear door and door 

frame(inner side) of M8b cell as lead thickness F

납차폐체 두께 B(㎝) 9 10 11

피폭선량 (m㏜/h) 1.56×10-02 1.06×10-02 7.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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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ravelling Motor 하우징 (Fig. 3-3-4-5, SP4∼DP4)

스틸 차폐체의 두께 (D)는 motor 하우징의 크기(C) 보다 크게 설계

하여야 한다.

Table 3-3-4-13. Size(C) of motor housing and steel thickness(D)

as motor size for M8b cell

Case C (㎝) D (㎝) 피폭선량(m㏜/h)

1 25 25 1.03×10-02

2 30 30 9.87×10-03

(라) Door Wheel (Fig. 3-3-4-5, SP5∼DP5)

Motor의 wheel부분을 차폐하기 위해 납을 보강했을 경우 납의 두께

(E)에 따른  피폭선량률은 Table 3-3-4-14와 같으며, 기준선량을 만족하기 위해

서는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가 24.39 ㎝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

여 26 ㎝를 적용한다.

Table 3-3-4-14. Dose rates as lead thickness(E) according to 

additional lead shielding to motor wheel (M8b)

납차폐체 두께 (E) (㎝) 23 24 25

피폭선량 (m㏜/h) 2.20×10-02 1.21×10-02 6.71×10-03

(3) Penetrations

현재 차폐 보강이 요구되는 penetration type 및 차폐계산 모델은 아래

와 같고, 계산을 위한 모델링은 Fig. 3-3-4-6 및 Fig. 3-3-4-7에 상세히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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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6. Penetration type 4.

     

Fig. 3-3-4-7. Penetration type 5.

(가) Penetration Type 4 (Fig. 3-3-4-6, SP∼DP)

납 차폐체의 두께(E)는 10.54 ㎝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

려하여 11 ㎝를 적용한다.  관통부가 있는 부분의 두께는 90 ㎝에 미달하므로, 

A∼B line 사이에는 11 ㎝ 두께의 납 차폐체가 존재하도록 한다.

Table 3-3-4-15. Dose rates of penetration type 4 

as lead thickness

납차폐체 두께 (㎝) 9 10 11

피폭선량 (m㏜/h) 1.80×10-02 1.21×10-02 8.20×10-03



- 159 -

(나) Penetration Type 5 (Fig. 3-3-4-7, SP∼DP)

납 차폐체의 두께(E)는 13.20 ㎝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

려하여 14 ㎝를 적용한다.  14 ㎝ 두께의 납 보강체를 설치할 경우 Fig. 3-3-4-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도가 53° 안에 드는 부분까지 차폐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Table 3-3-4-16. Dose rates of penetration type 5 

as lead thickness

납차폐체 두께 F (㎝) 12 13 14

피폭선량 (m㏜/h) 1.59×10-02 1.07×10-02 7.26×10-03

(4) Protection Screw

환기 덕트가 차폐벽을 관통해야 하는 경우 관통부분에 차폐벽과 동일한 

차폐능을 확보하거나 또는 피폭선량기준을 만족시키도록 Fig. 3-3-4-8와 같은 

protection screw를 설치한다.  Protection screw의 내부는 나선형 구조로서 납으

로 제작된다.  본 시설에서는 차폐벽의 두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종류의 

protection screw가 사용된다.

Fig. 3-3-4-8. Protection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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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rotection Screw Type 1 (차폐벽: 중량콘크리트 100 ㎝)

100 ㎝ 두께의 중량 콘크리트에 설치되나, 실제 필요한 차폐벽의 두

께는 중량콘크리트 90 ㎝이므로, 납 차폐체의 두께(E)는 24.39 ㎝ 이상이어야 하

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나선형 구조로 구성된 납의 두께를 26 ㎝로 적용한

다.

Table 3-3-4-17. Dose rates of protection screw type 1 

as lead thickness

납차폐체 두께 (㎝) 23 24 25

피폭선량 (m㏜/h) 2.20×10-02 1.21×10-02 6.72×10-03

(나) Protection Screw Type 2 (차폐벽: 중량콘크리트 70 ㎝)

피폭선량 기준 (0.15 m㏜/h)를 만족시키는 납의 두께를 계산하 다.  

계산 결과 납의 두께는 19.40 ㎝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나선

형 구조로 된 납 21 ㎝를 적용한다.

Table 3-3-4-18. Dose rates of protection screw type 2 

as lead thickness

납차폐체 두께 (㎝) 18 19 20

피폭선량 (m㏜/h) 4.49×10-01 2.43×10-01 1.33×10-02

(5) Toboggan

핫셀벽에 toboggan이 설치될 경우, toboggan설치로 인해 생기는 공간을 

통한 방사능을 차폐하기 위해 나선형 모양으로 설계를 하고 toboggan 주위를 납

보강 차폐체로 차폐한다.  피폭선량 기준은 0.01 m㏜/h 이다.  Helicoid의 형태를 

가진 toboggan의 계산은 3차원 상에서 계산하기 곤란하므로 평면 투시도를 이용

해서 일단 평면상에서 계산한 후, Helicoid의 기울어진 각도만큼 보정을 하 다.  

현재 차폐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Fig. 3-3-4-9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

으며, 이들에 대한 상세 차폐계산 모델은 아래와 같다.  Fig. 3-3-4-9a는 

toboggan을 위쪽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의 평면도를 나타내고 Fig. 3-3-4-9b는 

point A와 point B사이의 기울어진 각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 161 -

Fig. 3-3-4-9a. Toboggan sketch.

Fig. 3-3-4-9b. Projection of toboggan between 

point A and point B.



- 162 -

(가) Case 1 (SP1∼DP1)

방사선이 빈 공간을 가장 많이 지나 차폐가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toboggan 둘레의 접선을 지나는 경우로 A, B, C line이다.  여기서 18 ㎝의 

납 보강체가 toboggan을 둘러쌓아 차폐하고 있을 때 A line에서 감마선은 평면도

상으로 22.6 ㎝의 납차폐체를 지나고 8 ㎝의 중량콘크리트 차폐체를 지나게 되는

데 이것은 toboggan이 25.5°의 각도를 이루고 있으므로 실제 거리는 22.6 ÷ 

COS25.5° ㎝인 25 ㎝의 납차폐체와 8 ÷ COS25.5° ㎝인 9 ㎝의 중량콘크리트 차

폐체를 지나게 되며 A line에 대한 피폭선량은 9.43 × 10-04 m㏜/h 이다.

(나) Case 2 (SP1∼DP2)

B line을 고려하면 차폐체를 지나는 길이는 평면투시도상 20.1 ㎝의 

납차폐체와 7.5 ㎝의 중량콘크리트를 지나므로 실질적으로 20.1 ÷ COS25.5° ㎝인 

22.2 ㎝의 납차폐체와 7.5 ÷ COS25.5° ㎝인 8.3 ㎝의 중량콘크리트 차폐체를 통과

하게 되며 B line에 대한 피폭선량은 4.48×10-03 m㏜/h 이다.

(다) Case 3 (SP2∼DP3)

C line을 고려하면 차폐체를 지나는 길이는 평면투시도상 20.1 ㎝의 

납차폐체와 52.3 ㎝의 중량콘크리트를 지나므로 실질적으로 20.1 ÷ COS25.5° ㎝

인 22.2 ㎝의 납 차폐체와 52.3 ÷ COS25.5° ㎝인 57.9 ㎝의 중량콘크리트 차폐체

를 통과하게 되며 C line에 대한 피폭선량은 2.61×10
-06 m㏜/h이다.

(라) Case 4 (SP3∼DP1)

D line을 고려하면 차폐체를 지나는 길이는 평면투시도상 72.6 ㎝의 

중량콘크리트를 지나므로 실질적으로 72.6 ÷ COS25.5° ㎝인 80.4 ㎝의 중량콘크

리트 차폐체를 통과하게 되며, D line에 대한 피폭선량은 1.97×10-03 m㏜/h이다.  

피폭선량기준을 만족하는 중량콘크리트의 차폐두께 82 ㎝에 미달하는데도 피폭선

량 기준을 만족시키는 이유는 detector의 위치를 중량콘크리트 차폐체의 표면이 

아닌 toboggan의 입구 쪽에 위치시켜 toboggan의 지름만큼의 거리의 제곱에 반

비례하여 방사능이 감쇄하는 효과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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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ase 5 (SP3∼DP4)

E line을 고려하면 차폐체를 지나는 길이는 평면투시도상 77.4 ㎝의 

중량콘크리트를 자나므로 실질적으로 77.4 ÷ COS25.5° ㎝인 85.7 ㎝의 중량콘크

리트 차폐체를 통과하게 되며, E line에 대한 피폭선량은 8.56×10-05 m㏜/h이다.

(6) Storage Vault

핫셀내에 storage vault가 설치될 경우, 납으로 만든 storage vault의 크

기와 storage의 벽면 납차폐체의 두께를 설계기준에 맞게 결정하 으며, 현재 확

정된 차폐계획(shielding arrangement)은 Fig. 3-3-4-10a 및 Fig. 3-3-4-10b와 같

다.  Storage는 총 6개이고 그 중 5개의 storage에는 폐용융염 방사선원이 0.5 

batch씩, 나머지 1개의 storage에는 금속전환체 5 batch가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차폐계산을 수행하 다.  폐용융염 0.5 batch가 들어가는 storage의 위치는 SP1, 

SP2, SP4, SP5, SP6이고 SP3에는 금속전환체 5 batch가 들어간다.  Storage 

vault가 총 6개이므로 storage 한 개당 각각 QAD-CGGP-A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나온 6개의 결과를 합하여 피폭선량을 계산하 다.  현재 차폐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Fig. 3-3-4-10a, Fig. 3-3-4-10b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다.

Fig. 3-3-4-10a. Plan view of storage v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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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10b. Side view of storage vault.

차폐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detector position에 대해 차폐계산을 수행한 

결과 Table 3-3-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detector position에서 설계기준인 

피폭선량 0.15 m㏜/h를 만족시켰다.

Table 3-3-4-19. Dose rates of storage vault

Detector Position 피폭선량(m㏜/h)

DP1 6.26×10-04

DP2 1.80×10-04

DP3 1.10×10-04

DP4 9.43×10-03

DP5 1.04×10-02

DP6 2.7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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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계설비 설계분야

실증시설 핫셀에는 Fig. 3-3-5-1에서와 같이 2개의 rear door와 5개의 납유

리 및 5조의 원격조종기가 있으며, 핫셀 뒤쪽의 격리실(isolation room)에는 중량

물을 취급하기 위한 집크레인(jib crane)이 설치되어 있다.  

Fig. 3-3-5-1은 실증시설 핫셀의 측면도로서 핫셀 내부에 원격조종기, 납유리, 

핫셀 상부에 설치된 인셀크레인(incell crane) 및 크레인도어(crane door) 등이 설

치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핫셀 뒤의 격리실(isolation room)의 집크레인(jib crane)

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크레인의 유지보수시에 유지보수셀과 공정셀 사이

의 셀간벽 상부의 차폐를 유지하기 위한 크레인 차폐도어(crane shield door) 등

이 설치된다.

Fig. 3-3-5-1. ACP hot cell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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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리어도어(Rear Door)

실증시설 핫셀의 리어도어(rear door)는 Fig. 3-3-5-2와 같은 공정셀

(process cell)용 리어도어와 Fig. 3-3-5-3과 같은 유지보수셀(maintenance cell)용 

리어도어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공정셀의 리어도어는 padirac 수송용기를 접속할 

수 있는 padirac 접속장치를 갖는다.  공정용 핫셀의 리어도어에는 사용후핵연료 

절단 연료봉의 반입, 공정생성물 및 고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해 Fig. 3-3-5-4와 같

이 padirac 수송용기(padirac cask)를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다.  Fig. 

3-3-5-4의 좌측에 보이는 것은 padirac 차폐도어(padirac shielded door)의 개폐시

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정용 핫셀의 리어도어는 바닥에 설치된 레일 위를 전동구동장치에 의해 전.

후진 하면서 개폐되며, padirac 수송용기가 1층으로부터 운반되는 천장 개폐구의 

중심위치와 연계하여 설계하 으며, 셀벽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차폐능을 갖도

록 설계하 다.  또한 방사선 안전을 위하여 핫셀 내의 방사선 준위가 2.5 m㏜/h 

이상일 경우에는 리어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인터록(interlock) 장치를 갖추었다.  

Padirac cell door는 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sealed transfer double door 

system을 사용한다.  padirac 셀도어는 Fig. 3-3-5-4와 같이 평소에는 닫혀서 

봉을 유지하고 있다가, padirac 콘테이너가 핫셀 리어도어의 내벽에 붙어 있는 셀

포트(cell port)에 접속되어 60°를 회전시켜 완전히 결합되어야만 Fig. 3-3-5-4와 

같이 cell door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리어도어(rear door)는 Fig. 3-3-5-2 및 Fig. 3-3-5-3과 같이 차폐기능의 저하

를 방지하도록 폭과 높이 방향으로 단차를 두고, 그 단차 부분에는 납블럭으로 차

폐를 보강하 다.  그리고 이 단차부분에는 고무 패킹을 설치하여 리어도어가 닫

혀 있는 동안에는 봉을 유지하도록 하 다.  또한, 구동바퀴가 있는 도어의 하

단부에도 차폐 보강용 납블럭을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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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2. Sectional view of the rear door for process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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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3. Sectional view of the rear door for maintenance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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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4. Padirac cask system and hot cell rea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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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5. Closed padirac cell door.

Fig. 3-3-5-6. Opened padirac cell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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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유리

실증시설 핫셀에는 총 5개의 차폐창이 설치되는데 대형창 3조(SW003∼5)

와 소형창 2조(SW001, 2)의 두 가지로 구성되고, 모든 차폐창은 5개의 층으로 구

성되며, 그 제원은 Table 3-3-5-1과 같다.  Fig. 3-3-5-7 및 Fig. 3-3-5-8은 차폐

창의 평면도와 측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차폐창 wall liner의 수직방향 최대 

크기는 1,160 mm이며, SW001과 SW002 차폐창 wall liner의 수평방향 최대 크기

는 1,040 mm이고, SW003~5 차폐창 wall liner의 수평방향 최대 크기는 1,410 mm

이다.

이들 차폐창은 도 3.5 g/㎤의 중량콘크리트(heavy concrete) 두께 900 mm와 

등가의 차폐선량을 갖도록 설계된 것으로 차폐요건은 설계문서 

ACP-NHC-75-11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Radiation Shielding Window, 

5.1.1.2 Radiation Exposure and Attenuation”에 기술되어 있으며, 재료는 “5.2 

Material Requirement”에 제시되어 있다.  실제 차폐계산은 공급사인 British 

Shielding Window사에서 미국 ORNL에서 개발한 ANISIN-ORNL을 

STREAM(Saic TRansport Equation Analysis Module)과 함께 사용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Table 3-3-5-1. Radiation shielding window species with various dimensions

Large Window (3 sets) Small Window (2 sets)

Dimension Density(g/㎤) Dimension Density(g/㎤)

1,200 × 890 ×  20 mm

1,060 × 725 × 200 mm

  890 × 605 × 300 mm

  650 × 450 × 260 mm

  800 × 550 ×  10 mm

RS 25

RS 32

RS32

RS 52

Amiran

1,200 × 890 ×  20 mm

1,060 × 725 × 200 mm

  890 × 605 × 300 mm

  650 × 450 × 260 mm

  800 × 550 ×  10 mm

RS 25

RS 32

RS32

RS 52

Am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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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7. Plane view of shielding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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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8. Side view of shielding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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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격조종기(Master-Slave manipulator)

실증시설의 핫셀에 설치될 원격조종기(master-slave manipulator)는 총 5 

set로서, Fig. 3-3-5-9와 같이 구성되었으며, 주요 기술사양은 다음과 같다.  원격

조종기의 취급용량은 X, Y, Z motion이 각각 MIN.  9 ㎏의 취급 용량을 갖도록 

하 으며, 최대 인양 용량은 23 ㎏이다.  원격조종기의 주요제원은 Fig. 3-3-5-10

와 Table 3-3-5-2와 같으며, 핫셀 내 전체 작업구역에 대한 cover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Master handle은 ambidextrous hand grip과, tong 

squeeze를 고정하기 위한 rachet device를 갖추고 있으며, Master 끝에 위치하는 

counter weights는 위치 및 weight의 조정이 가능하다.  Hot side의 operating 

pressure인 -27 ∼ -37 mmAq 조건에서 gas tight sealing을 유지한다.

원격조종기는 wall tube, roller, motion locks, boot, tamper lock, tong jaw, 

tong jaw removal fixture, tong with boot adapter, lead shielding 등의 

accessories를 포함한다.  원격조종기의 모든 재질은 300 계열의 스테인리스 스틸

과 ANSI H38.24와 ANSI H38.3의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며, 전기부품과 구동부 

베어링, lubricant는 총 방사선량 1000 mega-rad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 다.  

Master와 slave arm의 알루미늄 재질은 anodizing 처리를 하도록 하 다.  공급

전원은 220 V, 단상, 60 Hz를 기준으로 하 으며, 2년간 operation에 필요한 

spare parts와 special tools를 공급에 포함하도록 하 다.

Fig. 3-3-5-9. Master-Slave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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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10. Manipulator specification.

Table 3-3-5-2. Manipulator specification

C Slave overhang 570 mm

D Master overhang 639 mm

E Min. Height clearance -

F Master Collapsed length 1,082 mm

G Slave Collapsed length 1,082 mm

H Slave Extended length 2,375 mm

L Operating height -

M Mounting height 2,600 mm

Z Z-motion 1,350 mm

Gap Gap bet. table & tung 618 mm

 



- 176 -

라. 인셀 크레인(In-cell Crane)

실증시설 핫셀의 내부에는 Fig. 3-3-5-11과 같이 공정장치 등 중량물을 

취급하기 위한 천장크레인(O/H crane)이 설치된다.  인양용량은 1톤이며, 스팬

(span)은 1,800 mm, 거더(girder)의 폭은 665 mm이며, 양 끝단의 50 mm 두께의 

충격방지용 고무패드 두께를 고려하면 최대 폭은 760 mm이다.  최대 인양높이는 

3.4 m이나, 핫셀 내의 워킹테이블(working table) 높이가 900 mm이므로 실제 유

효 인양높이는 2.5 m이다.

실증시설의 공간에는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접근 역을 최대로 크게 하

도록 거더의 폭을 최소화 하고, 접근거리를 최대화하도록 설계하여, 접근거리

(approach)를 전면 500 mm, 후면 300 mm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실제 공정장치들

이 배치되는 핫셀의 후면에 가급적 벽 가까이까지 접근하도록 하 다.  크레인의 

이동속도는 1∼6 m/min으로 설계하 으며, 호이스트 속도는 3 m/min으로 설계하

다.

한편 크레인의 고장시 크레인을 유지보수셀(maintenance cell)로 이동시켜 작업

을 해야 한다.  이 경우 Fig. 3-3-5-11에서 보듯이 크레인이 지나다니는 상부공간

이 빈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셀간벽 위의 공간의 방사선 차폐를 위하여 Fig. 

3-3-5-12와 같이 크레인게이트를 설치하도록 하 다.  이 게이트는 150 mm 두께

의 납차폐체를 가지며, 평소에는 공정셀의 끝단에 놓여 있다가, 유지보수셀에서 

고하중조작기(telescopic manipulator)나 크레인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만 셀간벽 상부로 이동시켜 작업자의 방사선 차폐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크

레인과 크레인 게이트 모두 핫셀의 외부에서 조작기 버튼을 이용해 구동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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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11. In-cell O/H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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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12. Crane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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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집크레인(Jib Crane)

실증시설 핫셀의 외부인 핫셀 후면의 격리실(isolation room)에는 Fig. 

3-3-5-13과 같이 공정장치 등 중량물을 취급하기 위한 집크레인(jib crane)이 설

치된다.  인양용량은 1톤이며, 전체 크기는 높이가 4.0 m, 폭이 3.7 m이며, 이동거

리(stroke)가 1.30 m, 인양높이가 2.58 m이다.  이 크레인은 실증시설이 지하에 위

치한 관계로 층의 높이가 낮으며, 천장크레인을 설치할 공간적 여건이 안 되기 때

문에 1층으로 통하는 개폐구(hatch door)를 통하여 IMEF 서비스구역의 천장크레

인(30톤/5톤 용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내려놓은 이후에 핫셀 리어도어에 이르러서

는 별도의 중량물 인양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Fig. 3-3-5-13. Jib crane in the isolation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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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Padirac 운반설비

사용후핵연료, 공정생성물 및 고체폐기물을 반입 및 반출하기 위하여 Fig. 

3-2-5-5와 같이 padirac 운반설비(padirac transfer system)를 사용한다.  Padirac 

운반설비의 구성 기기 및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Padirac table은 Fig. 

3-3-5-14와 같이 padirac 수송용기 및 table shield를 받치고 있는 설비로서 rail 

위에서 이동하기 위한 catch lever가 뒷바퀴 축에 장착된다.  그리고 table shield

를 동작시키기 위한 vertical screw drive가 설치되며, 수송용기 안착을 위한 

cradle이 설치된다.  Table shield는 Padirac cask door 및 shield door를 열고 닫

을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방사선이 통과할 수 있는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RD-15 padirac 운반용기는 총중량이 2,580 ㎏으로서, padirac 수송용기 받침대 

및 관련 인양장비는 수송용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송용기 자중의 3배인 7,740 ㎏

의 취급용량을 갖도록 설계하 다.  조사재시험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padirac 

수송용기 받침대는 서비스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용 크레인을 함께 이용하여 

사용하므로 수송용기의 이동에 대한 기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Fig. 3-2-5-5와 같

이 거의 고정된 위치에서 전후로만 약간씩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실증시설 핫셀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천장 개폐구와 리어도어의 중심간 위치가 

약 10 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레인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증시설

에서 사용하는 padirac table은 padirac cask를 안착한 상태에서 10 m의 거리를 

이송할 수 있도록 리어도어 이송용 레일을 공용으로 활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기

능도 함께 갖도록 설계하 다.  또한 실증시설 핫셀은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층에 

위치해 별도의 취급용 크레인이 없으므로 padirac table은 리어도어의 개폐 시 지

장이 없도록 옆으로 치울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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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14. Padirac cask an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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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스토리지 볼트(Storage Vault)

실증시설 내에는 차세대관린 종합공정에서 발생되는 금속우라늄 또는 폐

용융염 등의 공정폐기물 등 고준위 방사성물질의 일시적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볼트(storage vault)를 공정셀과 유지보수셀에 각각 1개씩 설치하 다.  실증시설 

핫셀의 경우 개구부가 공정셀과 유지보수셀의 리어도어 두 곳인데, 핫셀의 기능을 

유지하며, 물질을 반출입 할 수 있는 곳이 공정셀의 리어도어 밖에 없다.  스토리

지 볼트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 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것

이다.  또한 핫셀 내의 장치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핫셀 안에 들어가야 

할 비상시에 공정물질로부터의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한다.

Fig. 3-3-5-15은 공정용 셀에 설치되는 스토리지 볼트이며, Fig. 3-3-5-16은 

유지보수 셀에 설치되는 스토리지 볼트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셀의 스토리지 볼

트는 직경 150 mm, 길이 250 mm의 원통형 캐니스터 12개를 저장할 수 있는 용

량을 가지며, 유지보수셀의 스토리지 볼트는 직경 150 mm, 길이 250 mm의 캐니

스터 8개와 직경 150 mm, 길이 100 mm의 캐니스터 10개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

는 용량을 갖는다.

이 스토지리 볼트는 핫셀 내의 작업테이블(working table) 밑에 설치되며, 상부

는 5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덮여 있어, 평소에는 작업테이블처럼 되어 

있다가, 필요시에만 개폐하도록 설계하 다.  스토리지 볼트는 모두 가로 240 

mm, 세로 410 mm 크기의 뚜껑을 3개씩 갖고 있으며, 뚜껑의 상부에는 크레인으

로 인양할 수 있도록 고리를 설치하 다.  Fig. 3-3-5-15은 공정용 셀의 스토리지 

볼트의 상부 측 납 차폐두께가 95 mm인 것은 핫셀의 벽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이

다.  스토리지 볼트의 차폐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차폐설계분야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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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15. Storage vault of process cell(M8a).

Fig. 3-3-5-16. Storage vault of maintenance cell(M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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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 및 계측제어 설계분야

가. 전력 공급 계통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전력 공급은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460 

V Load Center(EF-5410-F-V001)의 예비함(V-001-02)에 기존설비와 호환 가능

한 400 A 기중차단기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받는다.  전력공급계통은 460 V 

Load Center, 460 V MCC 및 변압기 등으로 구성하여 상용전원, 비상발전 전원 

및 무정전 전원을 각종 부하에 공급하게 되며, 실증시설 설비의 전기 부하명세

(Electric Load List)는 Fig. 3-3-6-1과 Fig. 3-3-6-2(설계도면 

ACP-EEG-40-001)에 표기되었으며, 전기 단선도(Single Line Diagram)는 Fig. 

3-3-6-3부터 Fig. 3-3-6-7(설계도면 ACP-EEG-25-100 ∼ 104)과 같이 작성하

다.  또한 주요 전기설비에 대한 적용기준 및 설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Fig. 3-3-6-1. Electric load list (1/2).



Fig. 3-3-6-1. Electric load lis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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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3. Single line diagram (symbols and leg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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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4. Single line diagram (460V Loa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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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5. Single line diagram (460V & power dis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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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6. Single line diagram (460V & power dis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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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7. Single line diagram (120V UPS dist. panel).

(1) 적용규격 및 표준

전기계통의 설계기준은 기존 조사재시험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 으며 

주요 적용 규격은 다음과 같다.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IEEE)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NEMA)

-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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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내용

(가) 460 V Load Center

- 400 A 기중차단기를 예비함(V-001-02)에 설치하여 460 V MCC에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 다.

- 460 V Load Center와 460 V MCC간의 연결은 케이블로 하 다.

- 기중차단기의 과전류보호기준은 전원케이블 및 MCC 모선보호, 전동

기 기동전류에 의한 트립 방지 및 장한시 트립 요소에 의한 트립을 

방지하도록 하 다.

- 전동기제어반 피더에는 장한시 및 단한시 보호요소를 갖춘 전자식 트

립 장치와 별도의 지락 보호용 계전기를 구비하도록 하 다.

(나) 460 V MCC

- 전동기 피더회로는 차단기, 전자접촉기, 열동 과부하계전기 및 제어용 

변압기로 구성하도록 하 다.

- 계통운전상 주요부하에 순간정전 또는 순간전압강화로 인한 전자접촉

기의 개방을 방지하기위하여 석방 방지형(Mechanical Hold) 전자접

촉기를 설치하도록 하 다.

- 차단기는 단락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하며 수평모

선의 연속정격은 600 A를 표준으로 하고 필요시 각 모선에 연결된 

부하의 합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 다.

- 제어용 변압기는 계전기 제어전원 및 방습 전열기용으로 충분한 용량

이어야 하며 최소용량을 150 VA로 하 다.

- 조합형 기동기(Combination Starter)의 크기는 전동기 용량 및 운전

형식을 고려하여 NEMA A급 기준(저압유도 전동기)에 따라 아래 

Table 3-3-6-1과 같이 선정하 다.

- 전동기 제어반은 약 20 %의 예비차단기(기동기 포함) 및 별도의 공

간을 확보하도록 하 다.

- 조합형 기동장치의 차단기 magnetic trip 요소는 조정 가능하여야하

고 트립 우선방식이어야 하며 열동 과부하 계전기는 3상 보호용으로 

전류 정정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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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6-1. Combination starter size vs. load

기동기의크기 부하

0

1

2

3

4

전열기

7.5KW까지의 전동기

19KW까지의 전동기

37KW까지의 전동기

75KW까지의 전동기

 

- 15 KW를 초과하는 전동기 부하회로와 차단기의 트립치가 30 A를 

초과하는 비전동기 부하회로는 지락 보호 장치를 구비하도록 하 다.

- 전동기 기동기가 과전류에 의해 트립 되었을 경우 재투입은 열동 과

부하 계전기의 접점에 의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동으로 reset한 

후에  재투입할 수 있도록 하 다.

(다) 무정전 정전압(UPS) 전원

120 V 무정전 전원은 기존조사재시험시설의 무정전 공급계통(설계자

료 EF-5510-E-A2002 참조)의 예비단자로부터 공급받아 무정전 전원분전반(설계

자료 ACP-PS-MC101)의 필요부하에 공급하도록 하 다.

(라) 비상발전기 전원

460 V 비상발전전원은 기존 조사재 시험시설의 비상전원 전동기 제

어반(설계자료 EF-543E-E011 참조)의 예비단자로부터 공급받아 460/220 V 건식

변압기를 통하여 off-gas treatment system에 공급하도록 하 다.

(3) 주요기기의 일반규격

(가) 460 V 및 220 V 전동기제어반(MCC)

① 전동기 제어반

전동기 제어반은 옥내 자립형으로 유니트는 프러그 인출형으로 주요 

정격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격사용전압 : 460 V 3상 60 Hz 및 220 V 3상 60 Hz

- 수평주모선 정격전류 : 300 A 및 400 A

- 단락용량 : 20 KA r.m.s.(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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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방식 : 동력배선-NEMA ICS2, ClassⅡ, Type B

             제어배선-NEMA ICS2, ClassⅡ, Type C

② 배선용 차단기

- 정격사용전압 : 460 V 3상 60 Hz 및 220 V 3상 60 Hz

- 단락용량 : 20 KA r.m.s.(대칭)

- 형식 : 전동기용-전자식 배선용 차단기

         비전동기용-열동 전자식 배선용 차단기

- 트립 우선방식

③ 전자접촉기

전자접촉기와 열동 계전기는 보조접점을 구비하도록 하 으며 코일정

격 전압을 110 V로 하 다.  또한 특별히 지정한 전자접촉기는 석방 방지형으로 

하 다.

④ 제어용 변압기

전동기 유니트의 계전기전원용 변압기는 460/110 VAC, 단상, 건식형

이며 150 VA 용량 이상으로 하 다.

(나) 보호, 계측 및 경보

- 전동기회로는 배선용차단기의 전자식 단락보호 장치와 전자접촉기에 

바이메탈식 열동 소자로 구성된 3상 과부하 보호 장치를 구비하고 

과전류  에 의해 트립 되었을 때 경보표시가 되고 열동 과부하 장치

를 수동으로  복귀시키도록 하 다.

- 15 KW 이상의 전동기 부하회로와 30 A 초과 비전동기 부하회로에

는 지락 보호계전기를 구비하여 배선용 차단기를 트립시키고 경보를 

울리도록 하 다.

(다) 460/220 VAC 변압기

3상 220 V 전원공급 변압기의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 변압기형식 : 건식변압기, B종 절연

- 변압비 : 3상, 460/220 V, 6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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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ctor Group : Dyn0

- 변압기용량 : 150 KVA

- 외함 : IP31, 접지단자 구비

- 중성점 : 접지를 위한 중성점 단자 인출

나. 조명설비

조명설비는 종합공정실증시설 운전구역 내에 기 설치되어있는 일반조명 

분전함(설계자료 EF-5810-E-L001 참조) 및 필수조명 분전함(설계자료 EF-5810 

-E-L011 참조)의 예비 feeder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으며 조명설비에 대한 적용규

격 및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용규격 및 표준

조명설비계통의 설계기준은 기존 조사재시험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

으며 주요 적용규격은 다음과 같다.

-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IES)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NEM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2) 설계기준

- 조명계통은 일반 조명계통 및 필수 조명계통으로 구성하 으며 일반

조명은 정상적일 때 모든 조명을 제공하고 필수조명은 비상발전기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도록 하 다.

- 분전반 주모선과 수전 케이블의 굵기는 연결부하의 125 %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 다.

- 주요지역의 조도기준과 등 기구 종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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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6-2. Illumination standard & light vs. main area

주요지역 기준조도(Lux) 등 기구종류

Hot Cell

Operating Room

Isolating Room

1500/150

300

300

나트륨등/백열등

형광등

형광등

(3) 주요기기 일반규격

(가) 조명계통

조명계통에는 백열등, 형광등 및 고압나트륨등을 사용하도록 하 다.

- 백열등 : 백열등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장소에 사용하

며 주로 보조조명용으로 설치

- 형광등 : 형광등은 제어실, 복도, 계단 등과같이 상시조명이필요한 지

역에 설치

- 고압나트륨등 : 고압나트륨등은 고 출력형 등기구 또는 램프 수명이 

긴 등기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설치

(나) 필수 조명 계통

필수 조명 계통에는 형광등을, 비상조명계통에는 백열등을 사용하도

록 하 다.

다. 계측 및 제어설비

계측 및 제어설비는 절단 핵연료봉(rod cut) 반입에서부터 공정생성물 및 

방사성폐기물 반출에 이르기까지 핫셀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정을 감시 및 운 하

는 공정제어 계측설비와 핫셀에 운전을 위한 핫셀 장비, 유틸리티 및 HVAC 계통

을 제어하기 위한 일반적인 유틸리티 제어계통으로 구성되어 핫셀 전면의 제어반

(control panel)에서 감시 및 제어하도록 하 다.  또한 주요설비에 대한 적용기준 

및 설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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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규격 및 표준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 Instrument Society America(IS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NEMA)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IEEE)

- Insulated Cable Engineers Association(ICEA)

- America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ASTM)

(2) 설계 기준

(가) 모든 기기

핫셀 내의 모든 기기들은 셀 외부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 다.

(나) 계측제어 설비

핫셀 내 계측제어 설비는 작업자의 시야에 있어야하며 원격조종기 

및 핫셀 내 크레인 및 고하중조작기을 이용한 제거 및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다) 제어반

- 제어반 내의 rack 및 터미널 등을 위하여 20 %의 여유분을 준비하도

록 하 다.

- 서비스구역에 설치되어야하며 작업자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하 다.

- 작업자의 오동작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 다.

- 판 두께를 3.2 mm 이상으로 하 다.

- 내부에 조명이 공급되고 도어와 연동되도록 하 다.

- 필요시 배기장치를 갖추도록 하 다.

(라) Pneumatic Valve

핫셀 내에서 pneumatic valve의 사용은 배제하고 보수가 용이한 

MOV를 사용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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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제어 계측설비

(가) 공정계측설비

- 차세대관리공정은 탈피복 및 분말화공정, 금속전환공정, 주조공정, 폐

용융염 처리공정 및 off-gas 처리공정 등의 단위공정으로 구분되어 

현장 계측기로부터 전송된 입, 출력 신호에 의해 제어반의 제어장치

를 통해 자동제어 및 작업자의 수동조작에 의해 통제되도록 하 다.

- 공정제어 및 감시 계통의 구성은 공정의 P. & I. diagram 및 공정의 

안전성 분석 내용과 공정 운전방법을 고려하여 Instrument Control 

Logic Diagram(설계자료 ACP-JCX-62-102 참조)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Instrument Control Loop Diagram(설계자료 

ACP-JCX-62-102 참조)을 작성하여 이를 기본 자료로 control panel

을 구성하 다.

- 각 단위공정별로 핫셀 내 설치된 공정장치 전면에 설치되는 차폐창과 

원격조종기 바로 아래 해당 공정의 제어반이 일렬로 설치되도록 하

으며, 제어반 중앙에 각 공정 및 핫셀 장비중 주요 감시 및 경보를 

위한 중앙 제어반이 설치되도록 하 다.

(나) Instrument Data Sheet

공정설비를 위하여 local 및 board 계측기에 대한 기기목록이 작성되

어 instrument의 설치 위치 및 type, 계측 범위, connection 방법 등의 내용이 기

술되어 있으며 (Instrument List 설계자료 ACP-JIC-40-001 참조), 계측 및 제어

기기의 구매/제작, 설치를 위한 종류별 일반사양 및 기술사양을 위한 다음의 

instrument data sheet를 작성하 다(첨부 3 참조).

- Pressure Instrument

- Temperature Instrument

- Control Valve Instrument

- Safety Valve Instrument

- Flow Valve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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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핫셀 제어반

① 핫셀 제어반

핫셀 제어반은 운전 중에 있는 공정계통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

록 전원 상실 및 기기고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계측제어설비로 콘솔  형태

의 stainless steel 재질로 견고하게 제작하여 핫셀 전면에 설치하도록 하 으며, 

내부에는 핫셀 설비 및 공정장치용 penetration 관로로 instrument cable tray, 

control cable tray 및 power cable tray를 설치하도록 하 다.

② 핫셀 제어반 상부

핫셀 제어반 상부에는 공정의 운전 및 감시기능을 갖춘 local control 

panel을 단위공정별로 배치하 는데 control panel의 구성 및 배치는 Fig. 

3-3-6-8과 Fig. 3-3-6-9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③ 사용 전압

제어계통은 110 VAC, 60 Hz의 상용전원을 사용하며 공정장치 중 

metalizer 와 smelter용 local control panel은 전원상실 시에도 무정전 전원을 공

급하도록 하 으며 경보 및 감시계통은 24 VDC로 하 다.

④ 경보계통

현장 계측기 고장접점들은 정상 시에는 열려있고 비정상 시에는 경보

를 발생하기 위해 닫혀있는 구조로 하 으며 경보 집합창구계통은 설계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예비 창구를 갖추도록 하 다.  경보계통의 운전 상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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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8. Hot cell control panel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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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9.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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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6-3. Operations of alarm system

Sequence Trouble contacts Visual lamps

Normal Normal Off

Acknowledge Abnormal On(steady)

Normal again Normal Off

Test Normal On(steady)
 

(4) 유틸리티 계측제어계통

유틸리티는 공정특성상 용수나 순수 등의 물은 사용하지 않으며, 장비구

동 및 계측제어 장치용으로 압축공기와 공정기기 및 glove box용으로 아르곤 가

스를 공급받도록 하 다.  유틸리티 공급을 위한 계측제어계통의 설계에 아래 사

항들을 고려하여 설계하 다.

- 유틸리티 현장기기의 지시침은 조정이 쉽도록 게이지 전면에 부착형

으로 하 고, 케이스 재질도 주위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 으며 계측

기기는 상용전원을 공급받으며 local control panel에서 연속 감시하

도록 하 다.

- 고장경보용 접점들은 정상 시에는 열려있고 비정상 시에는 경보를 발

생하기 위하여 닫혀있는 접점을 구비하도록 하 다.



- 203 -

7.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 설계분야

가.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

고준위의 방사능을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우라늄 형태로 전환시키

는 ACP공정은 모든 공정이 방사능을 차폐할 수 있는 핫셀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공정 초기의 핵연료 반입부터 공정단계 완료 후까지 방사능 물질의 이동을 수반

하게 된다.  따라서 작업환경내의 방사능을 항상 감시․계측하여 미리 설정된 수

치 이상 방사능이 높아질 경우에는 경보 및 경고를 함으로써 핫셀을 운 하는 작

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방사선 관리구역

핫셀과 기타 부대시설을 운전하는 지역과 각종 시험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지역들은 방사능의 향권 아래에 있는 방사선 관리구역으로서 방사선 작업종사

자의 방사선 피폭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오염으로 인한 작업환경의 악화 및 인근

지역으로의 방사선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방사선 관리체제가 요구

된다.  따라서 시설의 방사선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 지역

을 방사선준위 및 인체 피폭선량율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4개의 관리구역으로 

나누었다.

- 9000구역 (고준위 방사성물질 취급지역)

- 8000구역 (9000구역에 속한 설비의 유지 보수를 위한 지역)

- 7000구역 (9000구역의 설비운전실과 방사성분진이 분포되어 있을 가

능성이 있는 지역)

- 6000구역 (사무실 기타 비방능 지역)

또한 보다 더 구체적으로 Table 3-3-7-1과 같이 각 구역별로 방사선 관리기준

치[21]를 달리하여 공간 방사선량율, 공기 중 방사능농도, 배기체 방사능 농도 등

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관리한다.



- 204 -

Table 3-3-7-1. Radiation administration zones

구 역 (Zone)
공간선량율

(mR/h)

공기오염도

(MPC)a

표면오염도

(μCi/㎠)

방사체 범 위

청 정 구 역

(6000)
≤0.625 ≤

≤ 2.1 × 10-12

≤ 1.0 × 10-10

관

리

구

역

정상운전구역

(7000)
≤1.25 ≤1

≤ 2.1 × 10-11

≤ 1.0 × 10-9

일시운전구역

(8000)
≤50.0 ≤10

≥ 2.1 × 10-11

≥ 1.0 × 10-9

오염구역

(9000)
>50.0 >100

≥ 2.1 × 10-11

≥ 1.0 × 10-9

다. 시스템의 운 환경

(1) 품질등급

모든 RMS 관련 장비들은 S 클래스의 품질 등급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건물내의 시설 환경

모든 RMS 장비들은 평상 운전시에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기기의 결함

없이 운 이 가능하여야 한다.

- 온도 : -20 ℃ ∼ 40 ℃

- 상대습도(%) : Up to 90 %

- 기압 : 대기압

- 구역별 방사능 세기

(3) 전기 공급

Local control panel에 공급되는 전원은 AC 1 Ph 2 W, 120 V, 60 Hz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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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CP 시설의 RMS system 구성

(1) 방사능 모니터링

ACP 시설의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역 공간선량율 모니터링, 지

역 공기중 방사능농도 모니터링, 배기체 방사능농도 모니터링으로 구분되며, 이를 

위한 모니터들이 시설의 각 지역에 배치되어 방사선 관리구역내의 공간방사선량

율 준위와 공기중 방사능농도, 배기체의 방사능농도 등을 측정한다.

ACP 시설의 모든 방사선모니터들은 정상운 시의 방사선준위부터 사고시 예상

되는 방사선준위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모니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방사선준위가 그 지역의 관리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장에 설치된 경보시

스템에 의해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중앙 감시반에도 긴

급한 상황을 동시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모든 모니터의 방사선 측정결과와 모니

터 자체의 결함이나 이상유무 등의 정보는 현장의 모니터와 원격제어실에 있는 

중앙감시반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RMS system은 Table 

3-3-7-2와 같은 기기들로 구성되며 Fig. 3-3-7-1에 대략적인 RMS system의 

block diagram을 나타내었다.

Table 3-3-7-2. RMS system equipment list

ITEM 

NO.

DETECTOR TAG 

NO.

Q'T

Y

(EA)

DESCRIPTION

1 ACP-RM-CR001 1  Area Monitor

2 ACP-RM-CR002 1  Area Monitor

3 ACP-RM-CR011 1  Room Air Monitor

4 ACP-RM-CR012 1  Room Air Monitor

5 ACP-RM-CR021 1
 Hot Cell Door 

Monitor

6 ACP-RM-CR022 1
 Hot Cell Door 

Monitor

7 ACP-RM-CR031 1  Duct Monitor

8 ACP-RM-VC001 1  CCTV Camera

9 ACP-RM-VC002 1  CCTV Camera

10 ACP-RM-VC003 1  CCTV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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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1. RMS general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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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방사능 모니터링(Area Monitoring)

핫셀주변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7000, 8000구역에는 저준위 

gamma선에 의한 공간 방사선량율 측정을 위한 모니터를 설치하여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송, 저장 또는 부주의로 인한 오염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gamma

선에 의한 공간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작업장 내에서 방사성 물질의 이동에 따른 

경고 메시지를 주어 방사능 물질의 누출에 따른 작업자들의 대피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방사능 준위 변화에 따른 경고나 지시는 계측기가 있는 위치, 

즉 작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중앙관리실에도 알려

져야 한다.  경보 설정치는 계측기가 설치될 위치의 백그라운드 준위와 해당 지역

의 방사능 지역구분(zone)에 따라서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7000, 8000 구역의 경보 

설정치는 아래 Table 3-3-7-3과 같다[22].

Table 3-3-7-3. Alarm level of area monitor

경보 상대적 수치 수 치

경계 경보

(Warn Alarm)

설계 기준 값

(Design Limit Value)
1.25 mR/h

고준위 경보

(High Alarm)

규제 기준 값

(Regulation Limit Value)
2.5 mR/h

(가) 장비 구성

지역 방사선 측정기는 ACP 핫셀을 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beta-gamma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비이며 구성은 아래와 같다.

- Local display unit (1 EA)

- Local alarm annunciator (2 EA)

- Wide range gamma detector (2 EA)

두 개의 감마선 검출기가 Fig. 3-3-7-2와 같이 각각 운전구역(CR001)과 서비

스구역(CR002)에 한 개씩 설치되어 해당지역에서의 감마선을 항시 감시하게 되며 

두 개의 검출기는 하나의 지시계(local display unit)과 두 개의 경보장치(local 

alarm annunciator)와 같이 연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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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2. RMS equipment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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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중 방사능 모니터링 (Room Air Monitoring)

지역 공기중 방사능농도 모니터링은 핫셀주변에 있는 서비스지역의 공

기중 방사능농도를 허용농도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며, alpha입자와 

beta입자의 방사능농도를 구분하여 측정한다.  모니터는 유지보수 작업구역인 

8000구역의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핫셀 운전구역과 서비스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의 공기를 흡입펌프로 채취하여 공기중의 alpha입자와 beta입자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다.

두 개의 공기오염 방사선 측정기는 지역방사선 측정기와 같이 짝을 이루어 

Fig. 3-3-7-2와 같이 운전구역(CR011)과 서비스구역(CR012)에 각각 하나씩 놓여

서 공기중 방사능 오염 정도를 감시하게 되며 주요 구성은 아래와 같다.

- Local display unit (2 EA)

- Local alarm annunciator (2 EA)

- Room Air detector (2 EA)

공기오염 측정기는 알파입자와 인공적인 베타 에어로졸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

어야 하며 베타 에어로졸에 대하여 약 2 Bq/㎥ ∼ 0.5×106 Bq/㎥ 측정 범위를 가

져야 하고 알파/베타 비를 이용하여 자연 방사능 농도를 자동적으로 보상하는 기

능이 있어야 한다.

(4) 핫셀 도어 방사능 모니터링 (Hot Cell Door Monitoring)

핫셀의 출입구인 완충실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고준위 공

간 방사선량율 모니터가 설치되어 작업자가 무의식중에 접근하는 일과 고가장비

의 반입시 방사선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모니터는 완충실내

의 공간방사선량율 준위가 이 지역의 관리기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핫셀출입문

을 열 수 없도록 출입문과 인터로킹되어야 하며, 핫셀내의 출입은 방사선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방사선취급자격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핫셀 도어 모

니터는 M8a 핫셀(CR021)과 M8b 핫셀(CR022) 두 군데의 핫셀 리어 도어의 핫셀

쪽 면에 설치되며 주요 구성은 아래와 같다.

- Local display unit (1 EA)

- Ion chamber detector (2 EA)

- Local alarm annunciator (2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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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이온 챔버 계측기가 각 핫셀의 안쪽에 설치되어 핫셀 내의 감마 방사

능을 측정하게 되며 하나의 지시계와 두 개의 경보장치로 구성된다.  핫셀 도어 

모니터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핫셀 내부의 방사능이 250 mR/h 이상이 되면 

핫셀의 리어도어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적으로 리어 도어가 열리지 않게 하는 

감시 역할도 아울러 하게 된다.  이 수치는 안전한 핫셀 운 을 위하여 미리 설정

해 둔 값이며 이 수치보다 더 높은 방사능이 핫셀 내부에 존재할 시에는 경고등

이 켜지고 RMS를 종합적으로 통솔하는 IMEF 방사선안전관리실의 모니터와 리

어도어 판넬에 동시에 “출입금지” 표시가 나타나게 된다.  각각의 핫셀 도어 계측

기는 하나의 지시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해당되는 리어도어에 대한 

interlock 표시를 함께 나타내어야 한다.

(5) 배기체 방사능 모니터링(Duct Monitoring)

ACP시설이 속한 IMEF 건물의 배기체는 RIPF 건물의 배기체와 하나의 

덕트로 합쳐진 후에 다시 하나로 건물의 스택을 통해 환경으로 최종 방출되므로 

한 건물에 여러 공정이 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공정에서 방출되는 배기체

에 대한 정량적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ACP공정에서만 발생되는 배기체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위해 배기체 방사능 모니터링 장치를 계획하 다.  배기체 방사능

농도 모니터링은 시설외부로 방출되는 배기체중의 입자 방사능농도와 요드 방사

능농도, 그리고 불활성기체의 방사능농도를 방출 허용농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

여 스택을 통하여 방출되는 배기체를 연속적으로 감시한다.  모니터는 beta입자 

및 요드 방사능 농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와 불활성기체 방사능농도 모

니터로 구분되고 스택 안에서 배기체가 가장 균일하게 희석되는 지점으로부터 측

정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농도를 측정한다. NaI(T1) scintillation 형태의 계측기 

한 대(CR031)가 ACP 핫셀의 배기관에 in-line 형태로 설치되게 되며 주요 구성은 

아래와 같다.

- Local display unit (1 EA)

- NaI(T1) scintillation detector (1 EA)

- Local alarm annunciator (1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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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앙관리 서버

원격제어실에서는 각 지역모니터들이 측정한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

리하기 위한 중앙 감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ACP 공정 핫셀은 IMEF 건물의 

지하에 있는 future cell을 개조하여 건설되므로 기존의 IMEF 방사선안전관리실

(health physics room)에 있는 방사선안전관리 중앙시스템의 서버에 ACP공정 방

사능계측 채널들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이미 서버의 사용량이 포화상

태이므로 새롭게 ACP공정만을 위한 서버를 구축한다.  각 방사선 측정 장비들은 

IMEF 방사선안전관리실 내에 설치될 RMS control 서버에 연결되어 각 장비들로

부터 측정한 데이터들을 받고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되며 또한 이 데이

터들을 저장하여 시설의 운  history를 남기게 된다.

RMS 시스템은 전 장비가 디지탈 장비로 이루어진 DRMS(Digitial Radiation 

Monitoring System)이어야 하며 하나의 장비에 이상이 발생하 을 때 다른 전체 

시스템의 운 에는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각 장비간의 신호 및 전원 

교환을 위한 전선들은 케이블 트레이를 통해 연결되며 전기 시스템 설치시 접지

와 전자기파에 대한 내구성도 아울러 포함되어야 한다.  RMS Server 역할을 할 

컴퓨터의 최소 사양은 아래와 같다.

- Pentium V 2 GB, 20 GB HDD, 512 MB memory, CDRW

Fig. 3-3-7-3에 각 monitor들과 서버에 대한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7) CCTV

핫셀 주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시설 주변의 상황변화를 감

시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시설이 운 되는 기간 동안 항상 

가동한다.  CCTV는 총 3대를 설치하며 Fig. 3-3-7-2에 위치를 표시하 다.  핫

셀의 전면에 있는 VC001 카메라는 핫셀의 유일한 출입구인 7101(storage room)

구역과 핫셀의 운전구역(operating area) 전체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들을 확인하고 시설의 정상 운전시 작업자들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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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3. RMS system drawing.

핫셀의 후면에 있는 VC002 카메라는 초기 공정 진행시에 사용후핵연료를 탑재

한 padirac cask가 IMEF 1층 hatch를 통해 건물의 지하로 내려오는 과정과 바닥

에 설치된 레일을 통해 M8a(process cell) 핫셀까지 운반되는 모습을 감시하게 된

다.  또한 이 카메라는 isolation room의 안쪽에 위치하여 isolation room의 정상

적인 개폐유무와 cask 운반대차를 회전시킬 목적으로 room 전면 바닥에 설치된 

turn table의 작동을 확인하고, padirac cask를 핫셀로 이동시킬 Jib crane의 동작 

모습은 물론, M8a 핫셀의 rear door 동작까지 감시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를 가

지고 있다.  VC003 카메라는 M8b(maintenance cell) 핫셀의 rear door 동작을 감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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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기설비

핫셀의 환기설비는 핫셀 내에 적정한 부압을 형성하여 주는 설비로써  방사

성 입자나 기체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고, 정상운전 및 사고시 방사성 물질이 환

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환경의 방사능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가. 적용 규격 및 표준

환기설비계통의 설계, 제작 및 시험은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간행된 아래 규격 및 표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하

여야 한다.

KS D 3506 아연도강판, 덕트의 재료

ASHRAE 52
Method of Testing Air Cleaning Devices Used in 

General Ventilation for Removing Particulate Matter

AMCA 210 Test Code for Air Moving Devices

AMCA 500 Test Method for Louvers, Dampers, and Filters

ANSI N101.1
Efficiency Testing of Air Cleaning System Containing 

Devices for Removal of Particles

ANSI N509
Nuclear Power Plant Air Cleaning Units and 

Components

ANSI N45.2.2
Packaging, Shipping, Receiving, Fabricating Handling 

for Items for Nuclear Power Plant

ANSI N510 Testing of Nuclear Air Cleaning Systems

ERDA 76-21
Design, Construction, and Testing of High Efficiency 

Cleaning for Nuclear Application

SMACNA A-30
Sheet Metal &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SMACNA 3-2 Round Duct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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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핫셀 환기 설계기준

실증시설 핫셀 및 isolation room의 환기 설계기준은 기존 핫셀의 설계기

준 및 설비 용량과 실증시설 핫셀이 α-γ type인 점을 고려하여 Table3-3-8-1과 

같이 설정하 다.

Table 3-3-8-1. The design basis of ventilation system for ACP hot cell

항   목 설 계 기 준 비   고

환기방법 Once-through

환기횟수 20회/h 정상운전

선 속 도 0.5 m/s at door 출입문(Rear Door) 개방시

Filter Bank

급기 : PRE+HEPA

배기 :

-1차 : PRE(Demister)+HEPA

-2차 : HEPA+Charcoal+HEPA

배기필터는 1차, 2차로 구

성되며 1차 필터는 셀 내

부에 신설하고 2차는 기존 

필터를 이용한다.

셀내의 압력 -27 ∼ -37 mmAq 이하

소  음 60 dBA

그리고 추가로 설치되는 isolation room의 환기조건은 환기방법으로 3종 환기

(자연급기 및 기계배기), 환기회수는 시간당 2회 적용하고 DUP 배기 fan 계통에 

연결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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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기계통 구성

차세대 공정관리 실증시설 핫셀의 환기는 자연급기 및 기계배기에 의해 

이루어지며 급기는 공기인입용 filter bank(MOD+HEPA)를 통해 핫셀 내 상부로 

급기 되며, 배기는 배기송풍기(100 % × 2대, 1대 예비용)에 의해 핫셀 내의 공기

가 핫셀 내에 설치되는 1차 filter bank(PRE + HEPA)를 거쳐 조사재시험시설의 

기존 배기 덕트에 연결되어 2차 filter bank(HEPA + Charcoal + HEPA)를 거친 

후 외부로 배출된다.  환기계통의 flow diagram은 Fig. 3-3-8-1과 같다.

Fig. 3-3-8-1. The flow diagram of venti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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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기계통의 배기설비 용량 검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이 기존의 조사재시험시설 예비핫셀을 개조

하여 활용하고, 환기설비도 핫셀 급기 및 핫셀 내부에 설치되는 배기 filter를 제

외하고는 기존 환기설비를 활용하게 되므로 기존 배기계통에 예비핫셀을 위해 설

계된 배기설비 용량이 ACP 핫셀로 개조되는 시설용량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

를 수행하 다.

(1) 기존 환기계통 설계용량

- 현재 설치되어 운 되고 있는 배기 DUP fan(F-006/007)의 용량은 풍

량 24,000 CMH, 정압 535 mmAq로 2기 중 1기는 stand-by이다.

- DUP 배기계통 기존 핫셀 설계 기준용량

기존 DUP 배기계통 설계에 고려된 핫셀 설계기준 용량은 Table 3-3-8-2에 표

기된 내용과 같다.  기존 각 핫셀의 배기량 조사결과 정상운전시 DUP fan의 풍

량은 16,050 CMH이며, 핫셀의 rear door가 개방되는 경우에는 최대 24,000 CMH

까지 풍량을 내도록 설계되었고, 송풍기는 Inlet Guide Vane 및 VVVF에 의해서 

그 풍량이 가변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100 % 2대로 설계되어 1대가 trip시 자

동으로 예비용 송풍기로 전환되도록 되어있으며,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용 

핫셀로 개조되는 예비핫셀(Room No. 9104)을 위해 설계에 반 된 환기풍량은 

2,110 CMH이다.

(2) 환기설비 용량 계산

(가) 설계 전제 조건

각 핫셀의 rear door가 개방되는 경우 기존 핫셀 M1∼M7 및 개조되

는 ACP 핫셀(M8)을 포함해서 각 핫셀의 rear door가 2개 이상 열리는 경우는 고

려치 않으며, 오직 하나의 핫셀 rear door가 개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때의 설

계 기준을 따르도록 하 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된 환기계통의 구성을 기준으로 

환기용량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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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8-2. The design basis of exhaust air in IMEF existing hot cells

Room No.
Hot Cell or

Room Name

Transfer Air

(Inlet)

Exhaust Air

(Outlet)
Remark

8201 Decon Area 905 905

9202  M1 cell 2,520 2,520

9210  M7a cell 330 330

9203  M2 cell 2,520 2,520

9210  M7b cell 645 645

9204  M3 hot cell 1,700 1,700

9205  M4 hot cell 840 840

9206  M5A hot cell 2,400 2,400

9207  M5B hot cell 1,300 1,300

9101  M1 tank room 415 415

9102  M3 tank room 225 225

9103  Pump room 140 140

9104  Hot cell(future) 2,110 2,110  차세대용

Total 16,050 16,050 DUP fan

(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환기량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의 기준 환기량은 Table 3-3-8-3

에 표기된 것과 같이 1,970 CMH 이며, isolation room의 기준 환기량은 isolation 

room의 volume 68 ㎥(4.4 × 4.85 × 3.2 m)에 환기횟수 2회/h를 고려하면 140 

CMH(Louver size(mm) : 200 × 160)로서 실증시설 전체 환기량은 2,110 CMH로 

계산되었다.

Table 3-3-8-3. The air changing volume in ACP hot cell

Cell Name
Length

(m)

Width

(m)

Height

(m)

Volume

(m3)

A/C 

Rate

(회/h)

Air 

Volume

(CMH)

Off Gas 

Treatment

(CMH)

적용값

(CMH)

M8b

Maintenance 

Cell

2.25 2 4.3 154.8 20 390 - 390

M8a

Process Cell
8 2 4.3 550.4 20 1,380 200 1,580

Total 1,770 200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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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압손실 계산을 위한 Duct 연결

ACP 핫셀(M8) 내에 1차 배기 filter bank(PRE+HEPA)를 추가하여 

기존 덕트에 연결하 을 경우 ACP 핫셀은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과 같은 배기 

송풍기를 공유하여 환기시킬 것이며 정압 차에 의한 설계풍량의 확보가 가능한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ACP 핫셀과 관련된 기존 배기계통의 duct 연

결을 도식화하면 Fig. 3-3-8-2와 같다.

Fig. 3-3-8-2. Typical diagram for exhaust duct connection in 

ACP hot cell.

배기연돌(Stack)

배기송풍기

(M-F006, 007)

A : 송풍기에서 가장 먼거리에 있는 Hot 

Cell 지점(M5b Cell)
B : 신설 Hot Cell에서 기존 덕트와의 

연결 지점
2차 Filter Bank

(M-G039∼G046)

C : Filter Bank Plenum 전단지점

D : 신설 Hot Cell 지점
C

B

D A
M8a Hot Cell

(9104)

M5b Hot Cell

(9207)

(라) Filter 정압손실 기준

각 filter의 정압손실 기준은 vendor 자료를 기준으로 Table 3-3-8-4

에 표기된 내용을 적용하 다.

Table 3-3-8-4. The pressure drop of each filter

FILTER 종류 초기(mmAq) 말기(mmAq) 효율(%) 비  고

초급(PRE, Demister) 2.5 25 AFI 65 %
정압 

계산은 

말기값 

기준

중급(MOD) 14 30 NBS 90 %

고급(HEPA)

(실린더형)
25.4 50.8 DOP 9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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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압손실 계산

Fig. 3-3-8-2에 제시된 duct 연결도와 filter 정압손실을 기준으로 

duct 내 풍속 최대값 8.5 m/s를 적용하여 각 구간에 대한 duct의 정압손실을 계

산한 결과는 Table 3-3-8-5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Table 3-3-8-5. The results of pressure drop in exhaust duct

번호 구 간
정압손실

(mmAq)
비  고

1 A∼B 207.37
별도 기존 DUP Exhaust Duct 정압계산서

(설계자료 ACP-MMG-05-102 참조)2 A∼C 246.41

3 B∼D 204.8

  항목(기기) 수량
기기별 

정압손실
정압손실

급기Filter bank

(PRE+HEPA)
75.8 mmAq 75.8

I.D 1 5 mmAq 5

1차 Filter bank

(PRE+HEPA)
1 75.8 mmAq 75.8

덕트(Dia.300), m 26.8 0.25 mmAq/m 6.7

Fitting 6 1.7 mmAq 10.2

합 계 173.5 mmAq

정압손실 계산결과 B∼D 구간의 정압손실이 173.5 mmAq로 A∼B 구간의 정

압손실 207.37 mmAq보다 적게 계산되었다.  따라서 기존 덕트에 연결하여도 정

압손실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배기 fan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배기계통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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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정상(Rear Door 개방)시의 설계 풍량

Rear door가 개방되는 비정상시의 설계 풍량은 Table 3-3-8-6에 표

기된 내용과 같다.

Table 3-3-8-6. The design air flow rate in case of rear door open

Cell Name
Rear Door size

(m × m = ㎡)

Velocity

(m/s)

Air Flow Rate

(CMH)

Maintenance Cell

(M8b)
1.1 × 2.05 = 2.255 0.5 4,059

Process Cell

(M8a)
1.1 × 2.05 = 2.255 0.5 4,059

Table 3-3-8-6에 표기된 것과 같이 process용 핫셀 및 maintenance용 핫셀이 

4,059 CMH 이며, 최대 증가분은 4,059 - 2,110 = 1,948  CMH이다.  이는 기존 

DUP 배기 송풍기(F006 & 007) 최대 풍량값(24,000 - 16,050 = 7,950 CMH)보다 

적으므로 rear door 개방 경우에도 기기의 추가나 변경없이 기존 VVVF 패널에 

의한 송풍기제어를 통해 설계 풍량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때, rear door

가 개방되었다는 신호를 기존 DUP fan 제어반에 보내주도록 설계에 반 되어야 

한다.

마. 환기계통 운전 및 감시

환기계통의 운전 및 감시를 고려하여 구성된 P. & I. diagram은 Fig. 

3-3-8-3에 표기된 내용과 같으며, 설계에 고려된 운전개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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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3. P & I diagram for HVA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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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기동운전

- 기동운전 절차에 준하여 초기기동 운전을 한다.

- 계통에 관련된 모든 댐퍼들이 열려있어야 한다.

- 핫셀의 rear door는 닫혀있어야 한다.

(2) 기동 및 정상운전

- 정상운전 중 배기 fan은 main control panel에서 기동되며 전부하에

서 2대의 송풍기(F006 & F007)중 1대만 운전된다.

- 공기 인입용 filter bank에 부착된 차압계를 확인하여 공기가 들어가

는지 확인한다.

- 핫셀 내외간의 차압계를 통해 핫셀 내가 부압을 형성하는지 확인 및 

감시한다.

(3) 비(정)상운전

- 핫셀의 rear door 개방시 신호를 DUP fan 제어반에 보내어 VVVF에 

의해 송풍기의 회전수를 증가시켜 운전하여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많

은 풍량이 토출되도록 한다.

- 핫셀의 rear door는 두 개 이상 개방하지 않도록 한다.

- 운전 중인 한 대의 송풍기가 고장시 예비용 송풍기로 자동으로 운전 

전환된다.

(4) 정지운전

- 본 계통은 9000 Zone의 배기계통으로 항상 부압을 형성시켜 주어야 

하므로 정지 없이 계속 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송풍기를 정지시킬 

경우에는 DUP fan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송풍기를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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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요 환기설비 사양

(1) Inlet Filter Bank for M8a & M8b

Equip. No. : ACP-VA-HB001

Service : Maintenance(M8b) & Process Cell(M8a)

Q'ty : 1 set

풍 량 : 1,770 CMH ( 30 CMM)

Filter 구성 : Pre+HEPA

Housing : Stainless Steel

Inst. Location : Room No. 8103

(2) Outlet Filter Bank for M8b

Equip. No. : ACP-VA-HB002

Service : Maintenance Cell(M8b)

Q'ty : 1 set

Location : In Cell

풍 량 : 390 CMH ( 6.5 CMM)  

Filter 구성 : PRE(Demister) + HEPA 

Housing : Stainless Steel

(3) Outlet Filter Bank for M8a

Equip. No. : ACP-VA-HB012A/B

Service : Process Cell(M8a)

Q'ty : 2 sets

Location : In Cell

풍 량  : 1,580 CMH ( 26.3 CMM) 

Filter 구성 : PRE(Demister) + HEPA 

Housing :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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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틸리티 공급설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건식공정으로서 공정 내에

서 일체의 용수를 사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틸리티 공급설비로서 공정의 불활성 

분위기 유지를 위한 Ar gas 공급설비와 분말화(vol-oxidation) 공정에 반응가스와 

제어장비에 공급되는 압축공기 공급설비가 필요하다.

가. Ar gas 공급설비

(1) 설계기준

Ar gas 공급계통은 공정시약을 준비하는 glove box의 불활성 분위기 

유지용과 공정장치의 내부 불활성 분위기 유지용으로 공급되는 고순도 Ar gas 공

급계통과 공정기기의 상부 냉각을 위한 공정기기 jacket에 공급되는 냉각용 저순

도 Ar gas 공급계통으로 구성되며, 각 용도별 설계기준은 Table 3-3-9-1의 내용

과 같다.

Table 3-3-9-1. The design basis of Ar gas supply system

소 요 처 계 통 구 성
수분/산소 

농도

공급 Ar 

순도
공급 압력 소요량

Glove Box

(시약 공급)
순환 / 정제 50 ppm 99.9999 % 5∼6 bar 100ℓ/h

공정기기

Cover Gas

Once Through

(Off-gas Treat.)
5 ppm 99.9999 % 0.5 bar 2ℓ/h

공정기기

냉각 Gas

Once Through

(핫셀 배기)
100 ppm 99.999 % 1.0 bar 20ℓ/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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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 및 표준

아르곤가스 공급계통의 설계, 제작 및 시험은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간행된 아래 규격 및 표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규격 및 표준에 

명시된 설계기준에 의거한다.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3) Ar 공급계통 구성

Ar gas 공급계통은 Fig. 3-3-9-1에 표기된 P. & I. diagram과 같이 고

순도 Ar gas 공급계통, 저순도 Ar gas 공급계통으로 구분되며, 각 계통은 고압 

Ar gas cylinder, pressure regulator, filter 및 safety valve 등으로  안전밸브 등

으로 구성된다.

(가) 고순도 Ar gas 공급계통

고순도 Ar gas는 공정시험에 필요한 공정시약(LiCl, Li2O)을 불활성 

분위기 하에서 준비하기 위한 glove box의 분위기 제어를 위한 gas와 핫셀 내에 

설치되는 공정장치(Metalization, Smelting, and Waste MS treatment System)의 

불활성 분위기 유지를 위해 cover gas로 공급된다.  Glove box로 공급되는 Ar 

gas는 순환공급 되고, 정상 운전 중 소량의 누설(약 0.05 vol%/h)을 허용하므로 

이로 인한 압력저하에 따라 압력조절밸브에 의하여 Ar gas가 공급 보충된다.  그

리고 glove box의 순환가스의 정제장치인 purifier column의 주기적 재생

(regeneration)을 위한 gas로 Ar/H2 혼합가스(H2 함량 3∼5 %)가 공급된다.

(나) 저순도 Ar gas 공급계통

저순도 Ar gas는 핫셀 내에 설치되는 공정장치(Metalization System, 

Smelting System, Waste MS System)의 반응기 상부에 설치되는 계측기기 및 

일부기기가 반응기의 heating 열에 의해 오작동 되지 않도록 반응기 jacket에 냉

각용으로 공급되며 반응물질과 직접 접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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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1. P & I diagram of argon supply and pur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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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기

고압 Ar gas Cylinder

수량

고순도 아르곤가스 6개

저순도 아르곤가스 2개

재활성 가스 1개

용 량 47 Liter(충전량 : 7 N㎥) /개

(5) 계통 운전 및 감시

Ar gas는 gas cylinder 설치된 pressure regulator에 의해 계통 요구압

력으로 감압되며, 각 계통별 운전 및 감시는 공정 계통에 이루어진다.  Ar gas는 

5 bar(gage 압력)로 공급되며, 안전밸브는 5.5 bar에서 작동된다.  Ar gas 

cylinder 주변에는 누출시 작업자 질식 등 안전을 위하여 oxygen detector를 설치

하며, Ar gas가 누출되어 산소농도가 18 %까지 떨어지면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

되었다.

나. 압축공기 공급설비

(1) 설계기준

조사재시험시설에서 사용되는 압축공기는 하나로 빌딩으로부터 공급되

며,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서는 조사재시험시설의 압축공기 공급 header

부터 배관을 분기하여 사용한다.  조사재시험시설로 공급되는 압축공기의 설계압

력은 instrument air 및 service air 공히 6.2 bar(90 psig)이다.

(2) 압축공기 공급계통 구성

압축공기 공급계통은 Fig. 3-3-9-2에 표기된 P. & I. diagram과 같이 

instrument air 공급계통과 service air 공급계통으로 구분되며, 기존 배관 header

에 분기하여 isolation valve와 pressure gage가 설치되고 배관으로 연결, 설치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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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2. P & I diagram of compressed ai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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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nstrument Air

Instrument air는 조사재시험시설의 공급헤더라인(Line no. 7500-1" 

-L004-HCD)로부터 배관을 분기하여 공급한다.  Instrument air의 소요처는 다음

과 같다.

- Vol-oxidation system (반응기내 cover gas)

- Intercell crane door actuator (air cylinder)

- Control valves

(나) Service Air

Service air는 조사재시험시설의 공급헤더라인(Line no. 7500-1/2" 

-L103-HCD)로부터 배관을 분기하여 공급한다.  Service air는 핫셀 내 기기 유

지, 보수를 위한 air 공구 및 제염용으로 사용된다.

(3) 계통 운전 및 감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 압축공기 계통은 공급 header line의 

isolation valve(ACP-CA-AA001, ACP-SA-AA001)를 개폐함으로써 운전되며, 별

도의 감시 계통은 갖춰져 있지 않다.  단, 공정 기기로 공급되는 instrument air는 

공정계통에 의해 운전 및 감시되도록 설계하 다.

10.  화재방호설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화재방호계통은 핫셀 내에 화재 가 발생하

는 경우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소화장비로 화재을 진압함으로서 추가적인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화설비의 설계가 국내외 소방

법규에 따른 적합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여기서는 차세대 실증시설의 화재방호계

통이 기존 IMEF의 하론 1301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어있어 차세대 실증시설의 핫

셀이 개조 설치되는 Room No. 9104에 설계된 기존 설비의 약제량을 계산, 검증

하여 새로이 설치될 핫셀에 적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 다.

가. 적용 규격 및 표준

화재방호설비계통의 설계, 제작 및 시험은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

근에 간행된 아래 규격 및 표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규격 및 표준에 명

시된 설계기준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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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28조 소화설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조 - 63조

NFPA 12A
Halon system of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나. 설계기준

-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4항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조 1항)

- 산출방식은 전역 방출 방식을 적용한다.

-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는 30초 이내 방사할 수 있는 량으로 할 것 (소방

기술기준 62조 1항 4호)

- 방호구역 약제량은 차고, 주차장, 전기실, 통신기실, 전산실, 기타 이와 유

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적용기준을 따라 체적 1㎥ 당 하

론1301 0.32 ㎏ ∼ 0.64 ㎏을 적용한다.

- 핫셀의 환기설비에 부가하여야 할 약제량(NFPA 12A)은 아래 (3-12)과 

(3-13)의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R = CE / {S(100-C)(1-e-E÷V×T)}     (3-12)

여기서

R : 방출량 (㎏/s)

C : 하론 농도 (%)

V : 대상물 체적 (㎥)

E : 환기량 (㎥/s)

T : 시간 (s)

S : 하론증기 비체적(㎥/㎏)

e : 자연대수

Q = R × T     (3-13)

여기서

Q : 부가 약제량(㎏)

S : 방출량(㎏/s)

T : 시간(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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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량 계산

(1) 기존 하론 계통

- 기존 하론 소화설비 적용 장소 : 1층 핫셀 및 지하 1층

- 현재 IMEF의 하론 설치량 : 하론 1301 68 L/50 ㎏, 22 BTS

(2) 기존 Room 9104의 약제량 검토

- 대상 Room 및 번호 : Future Cell (9104)

- Room 체적 : 11 × 2 × 4.3 = 94.6 ㎥

- 환기에 의한 부가량 :

     Q = 5 × 0.6 / {0.15915(100-5)(1-e-0.6÷95×30)} × 30 = 35.81 ㎏

- 소요 약제량 : G = 94.6 × 0.32 + 35.81 = 66.08 ㎏

- 하론 용기수(50 ㎏) : Nc = 66.08 ÷ 50 = 1.32 (2 BTS)

- 기존 9104 Room의 화재방호 계통

Room 9104에 하론를 방사하기 위한 기존 배관은 그 관경이 1¼＂이며 2개의 

25A 분사 노즐이 설치되어 있다.

(3) ACP 핫셀용 하론 약제량 계산

M8a (Process용 핫셀)

- Room 체적 : 8.45 × 2 × 4.3 = 72.67 ㎥

- 환기량 : 1,580 ㎥/h (0.46 ㎥/s)

- 환기에 의한 부가량 :

     Q = (5 × 0.46) / {0.15915(100-5)(1-e
-0.46÷72.67×30)} × 30 = 26.39 ㎏

- 소요 약제량 : G = 72.67 × 0.32 + 26.39 = 49.64 ㎏

- 하론 용기수(50 ㎏) : Nc = 49.64 ÷ 50 = 0.993 (1 BTS)

라. 계산 결과

계산결과 기존 Room실 9104를 위한 약제량은 1.32 ㎏, 2 BTS이며, 차세

대 실증시설용 핫셀을 위한 하론의 소요 약제량은 1.27 ㎏, 2 BTS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기존 IMEF의 화재방호계통, 하론1301 계통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단지 분사 nozzle의 위치만 핫셀 구성에 따라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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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안전성분석 및 환경 향평가

1. 개 요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의 예비핫셀을 개조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조에 따른 설계내용을 반 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

정의 실증시험을 위한 시설 운 으로 인한 안전성분석 및 환경 향평가를 수행하

여 시설 내 작업 종사자와 시설 주변에 대한 보수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에 

반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선의 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

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안전성,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

증시설 핫셀을 포함한 조사재시험시설 전체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방사선 차폐 

안전성, 핵임계 안전성을 분석하고, 정상운전 및 사고시 환경 향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통하여 설계된 실증시설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안전성분석 결과는 인허가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제출되어 차세대관리 종합

공정 실증시설에 대한 KINS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 공정 안전성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설의 운 으로 인한 작업자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

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성 확보

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과 같이 공정의 운전 경험이 없는 

고온의 용융염 매질에서 반응성이 매우 높은 화학물질들을 취급하게 되는 공정의 

실증을 위해서는 공정의 정상 운전 중에는 물론 이상 발생 시에도 안전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공정의 안전성분석은 각 단위 공정별로 공정 운전 중에 발생 가능

한 fault들의 유형을 설정하고, 그와 같은 fault들이 발생되는 원인과 그로 인해 

전개될 수 있는 가능한 사고들을 예측하여 이와 같은 fault들을 미리 방지하거나, 

fault들이 발생하더라도 2차적인 중대한 사고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설

계과정에서 P. & I. diagram과 control logic diagram에 반 하여 설계되도록 함

으로서 예상되는 공정의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고려하

다.  여기서는 주요공정 및 유틸리티 failure에 따른 안전성분석 내용을 기술하

으며, 그 내용들을 요약하여 Table 3-4-2-1에 표기하 다.



Table 3-4-2-1. Process safety analysis (1/2)



Table 3-4-2-1. Process safety analysi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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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말화(Vol-oxidation) 공정

분말화 공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fault의 유형으로는 분말화 과정에서 압

력과 온도의 제어에 실패하여 압력과 온도가 제어 범위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

우를 예상할 수 있다.압력이 상승하는 경우는 압력을 제어하는 controller나 계측

기기의 오작동이나 분말화 장치 배기구에 설치된 미세 분말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sintered metal filter의 pore들이 막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 압력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반응기로부터 U3O8 분말이 누출되어 핫

셀 내부를 오염시키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fault에 대비하여 반응

기 내부 압력을 감시 제어하는 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압력이 기준 설정치 이

상에 이르게 되면 반응을 위해 공급되는 압축공기의 공급을 차단함으로 더 이상

의 압력 상승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설계에 고려하 다.  또한 sintered metal 

filter의 pore들이 막힘으로 인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sintered metal 

filter 차압이 기준 설정치 이상에 이르면 back flushing에 의해 막힘 현상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 하 다.

온도 상승의 경우는 온도를 제어하는 controller나 계측기기의 오작동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이 경우 U3O8 분말이 부분적으로 소결되는 현상에 의해 입자들

이 크게 형성되어 배출되지 않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fault에 대비하여 반응기 내부 온도 감시 제어하는 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온

도가 기준 설정치 이상에 이르게 되면 자동으로 전기 heater로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설계에 반 하 다.

나. 금속전환(Metalization) 공정

금속전환 공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fault의 유형도 분말화 공정에서와 같

이 금속변환 과정에서 반응기 내부 압력과 온도의 제어에 실패하여 압력이나 제

어 범위를 초과하여 상승하거나 온도가 제어 범위를 벗어나 높게 상승하거나 낮

아지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는 반응기 내부로 공급되는 

Ar 가스의 압력을 제어하는 controller나 계측기기의 오작동이나 금속전환 장치 

배기구가 응고된 LiCl이 침적되어 막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응기 내부 압력 상승으로 인해 반응기 외부로 LiCl fume이 누출되고 이로 인해 

핫셀 내부가 오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fault에 대비하여 반응기 내부 압력을 감

시 제어하는 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압력이 기준 설정치 이상에 이르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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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위해 공급되는 Ar 가스의 공급을 차단함으로 더 이상의 압력 상승을 원천

적으로 방지하도록 설계에 고려하 다.

온도 제어의 failure 경우는 기준 상한 설정치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와 LiCl 

용융염의 용융온도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로 가정할 수 있다.  온도가 높게 상승하

는 경우는 LiCl 용융염의 증기압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반응기 내부 압력이 높아

지고 앞에서 기술한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와 동일한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온

도가 기준 설정치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는 전기 heater의 element가 failure된 경

우로 이 경우에는 반응기 내부 용융염들이 응고됨으로 인해 더 이상의 운전이 불

가하고, 핫셀 내 조작을 고려할 때 heater element의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fault에 대비하여 반응기 내부 온도 감시 제어하는 장치도 이중으로 설치하고, 온

도가 기준 설정치 이상 에 이르게 되면 자동으로 전기 heater로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설계에 반 하 으며, heater element 이상으로 인해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heater element가 신속히 원격조작에 의해 교체될 수 있도록 장치의 구

조설계에 반 하 다.

다. 주조(Smelting) 공정

금속전환체 주조 공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fault의 유형도 앞에서 기술한 

공정들과 같이 반응기 내부 압력과 온도의 제어에 실패하는 경우는 동일한 설계 

반 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주조 공정에서는 취급되는 금속전환체가 높

은 온도에서 높은 산화성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엄격한 불활성 분위기 유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불활성 분위기 유지에 failure 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되는 Ar 가스의 공급 중단과 vacuum system의 trouble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조과정에서 생성되는 우라늄 산화물로 인해 용융온도가 상승

하게 되고, 원하는 사양의 금속전환체가 제조되지 않으며, 산화반응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온도 제어가 용이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 대비하여 Ar 공급시스템

과 vacuum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성하여 설계에 반 하 다.

라. 폐용융염(Waste MS) 처리공정

폐용융염 처리공정에서의 faults 유형은 다른 공정과 같이 온도 및 압력의 

제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유사한 원인과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같은 내용

을 설계에 반 하 고, 추가적으로 금속전환 공정장치로부터 폐용융염 처리장치로 

이송되는 line에서의 막힘으로 인해 폐용융염의 이송이 중단되는 경우를 예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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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는 이송 line에 설치되는 전기 tracing 장치의 이상으로 인해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로 특히 설계에 이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유의하여 설계되도

록 고려하 다.

마. 유틸리티 Failure

유틸리티 failure는 Ar 가스 공급중단과 air 공급중단, 전기 중단으로 구분

되며, Ar 가스 공급 중단은 고급시스템을 이중으로 설계하여 이상시 stand-by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 으며, air공급 중단의 경우는 제어시스템에서 제어용 

발브에 공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발브가 닫히는 것이 안전한 경우와 열리는 

것이 안전한 경우로 구분하여 normal close type과 normal open type으로 분리하

여 선정되도록 설계에 고려하 다.  전원 공급 중단은 현재 확보된 비상전원 공급

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정전시 공정장치들을 shut-down 하는 것을 전제로 

emergency shut-down을 위해 기본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vacuum system과 제어

시스템은 일반전원이 중단되더라도 전원이 공급되도록 각각 비상전원 공급설비와 

UPS 공급설비로부터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서 정전시에도 안전한 대

처가 가능하도록 고려하 다.

3. 핵임계 안전성

가. 개 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서 사용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초기 농축도

가 3.5 wt%로 노심내에서 43,000 MWd/tU로 연소된 후 발전소의 냉각 수조에서 

10년 동안 냉각된 것을 사용한다.  이 집합체는 조사후시험시설(PIEF)의 기존 설

비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운반과 공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축방향으로 25 ㎝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된다.  실증실험을 위하여 사용되는 핵물질양은 batch당 20 ㎏HM

이며, 1 batch 공정이 완료되어 공정물질(우라늄금속)이 반출 또는 storage vault

에 저장된 후 다음 batch 공정을 위한 핵물질이 핫셀 내로 반입된다.  따라서, 핫

셀 내에 존재하는 핵물질은 사용후핵연료 20 ㎏ (소결체 또는 분말 형태)과 우라

늄금속(최대 5 batch분)이 전부이며 공정폐기물인 폐용융염에 소량의 핵물질이 포

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시설에서는 물이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핫셀 내부에 어떠한 물 공급라인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시설의 보수적인 핵임계도 해석을 위하여 핫셀 내



- 238 -

부 침수를 가정하며, 각 공정 기기 내 핵물질이 최적감속 상태임을 가정한다.  

Storage vault에 보관된 우라늄금속을 제외하고는 핫셀 내에 존재하는 핵물질은 

20 ㎏이고, slitting machine을 제외하고는 핵물질 20 ㎏이 전량이 한 개의 공정기

기에서 취급되며, 두 개의 공정기기가 동시에 운전되지도 않는다.  또한, 각 공정

기기간 이격 거리가 충분하고 물전반사체를 가정하므로 각 공정 기기 간 중성자 

향은 배제된다.  따라서 핫셀 내부 전체에 대한 핵임계도 계산은 불필요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개별 기기에 대한 핵임계도만을 평가한다.

나. 핵임계 평가방법

(1) 적용기준

NUREG-0800 (Standard Review Plan)에 따르면 신연료의 핵임계 안전 

평가 기준은 최적감속조건에서 0.98 이하, 침수조건에서 0.95이하이어야 하며, 사

용후핵연료는 침수조건에서 0.95 이하이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수적인 관

점에서 핵물질을 신연료로 가정하고 모든 조건에서 0.95를 적용한다.

(2) 검증계산 및 계산 오차 처리

본 실증시설의 핵임계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산코드는 SCALE 4.4a

이며, 핵단면적 자료는 ENDF 44-group Cross Section Library를 사용하고 유효

증배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Monte Carlo 전산코드로서 KENO V.a를 사용한다.  

핵임계 분석 시 유효증배계수는 전산코드의 계산 오차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유

효증배계수는 계산 값과 계산오차 그리고 전산코드의 계산편차 및 입력 자료의 

불확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식 (3-14)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

 k eff =  k cal + Δk b + Δk c      (3-14)

여기서, k cal는 계산오차를 고려한 95 % 신뢰범위에서 결정된 계산 코드의 유

효증배계수를 나타내며, Δkb는 검증계산을 통해 결정한 계산 코드의 편차를 나타

낸다.  마지막으로 Δkc는 검증계산시의 불확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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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kb= Δk=

∑
n

i

Δk i

s
2
Δk i

∑
n

i

1

s 2Δk i
      (3-15)

상기 식 (3-15)에서, Δk i = k cal, i - k exp ,i  , s Δk i= σ
2
cal, i + σ

2
exp,i  이다. 검증 

계산시 불확정도는 검증 계산시 표준표차에 95 % 신뢰도 구간에 대한 허용한계

인자 2.065를 곱하여 결정한다.

Δk c=2.065 ×s=2.065 ×
n

(n-1)

ꀌ

ꀘ

︳︳︳︳︳︳︳︳︳︳︳︳

∑
n

i (
Δk i
s Δk i )

2

∑
n

i

1

s
2
Δk i

- Δk
2

ꀍ

ꀙ

︳︳︳︳︳︳︳︳︳︳︳︳      (3-16)

SCALE 4.4a 전산코드의 검증계산을 위하여 OECD NEA의 임계실험 자료를 

이용하 으며, 임계실험 장치의 대략적인 제원 및 상기 식 (3-16)에 따른 계산결

과를 Table 3-4-3-1에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SCALE 4.4a 전산코드는 유효증

배계수를 계산시 0.00331만큼 과소평가하며, 따라서 검증계산시의 불확정도를 고

려하여, SCALE 4.4a 계산결과에 0.00734를 더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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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3-1. SCALE 4.4a verification result (1/2)

Case
General

Specification

Absorb.

Plate /

Thick.

(㎝)

Plate

to

Cluster

Dist.

(㎝)

Separation 

of

Clusters

(㎝)

Calculation

Δk i sΔk i
keff s

1 Three
Steel /

0.485
0.245 8.58 0.99907 0.00190 -0.00093 0.00283

2 Rectangular
Steel /

0.485
3.277 9.65 0.99688 0.00202 -0.00312 0.00291

3 Clusters,
Steel /

0.302
0.428 9.22 0.99455 0.00176 -0.00545 0.00274

4 15 × 8
Steel /

0.302
3.277 9.76 0.99294 0.00199 -0.00706 0.00289

5 Rods per
Steel+B/

0.298
0.432 6.10 0.99740 0.00171 -0.00260 0.00271

6 Cluster,
Steel+B/

0.298
3.277 8.08 0.99935 0.00192 -0.00065 0.00285

7 Pitch =
Steel+B/

0.298
0.432 5.76 0.99583 0.00196 -0.00417 0.00287

8 2.540 ㎝,
Steel+B/

0.298
3.277 7.90 0.99671 0.00204 -0.00329 0.00293

9 U-235
Boral /

0.713
3.277 6.72 0.99704 0.00183 -0.00296 0.00279

10 Enrichment
Cu /

0.646
0.084 8.15 0.99391 0.00177 -0.00609 0.00275

11 = 4.31 w/o
Cu /

0.646
3.277 9.42 0.99657 0.00187 -0.00343 0.00281

12
Cu /

0.337

-0.057

5
8.48 0.99501 0.00185 -0.00499 0.00280

13
Cu /

0.337
4.241 9.64 0.99684 0.00187 -0.00316 0.00281

14
Cu+Cd /

0.357

-0.057

5
6.66 0.99420 0.00224 -0.00580 0.00307

15
Cu+Cd /

0.357
4.241 8.35 0.99453 0.00181 -0.00547 0.0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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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3-1. SCALE 4.4a verification result (2/2)

Case
General

Specification

Absorb.

Plate /

Thick.

(㎝)

Plate

to

Cluster

Dist.

(㎝)

Separation 

of

Clusters

(㎝)

Calculation

ΔK SΔK

keff S

16
Cd /

0.0291
0.7009 5.93 0.99729 0.00181 -0.00271 0.00277

17
Cd /

0.0291
3.277 7.42 0.99438 0.00239 -0.00562 0.00318

18
Cd /

0.061
0.669 5.96 0.99926 0.00205 -0.00074 0.00293

19
Cd /

0.061
3.277 7.42 1.00023 0.00190 0.00023 0.00283

20
Cd /

0.0901
0.64 5.87 0.99508 0.00208 -0.00492 0.00296

21
Cd /

0.0901
3.277 7.38 0.99662 0.00204 -0.00338 0.00293

22
Cd /

0.2006
0.529 5.68 0.99629 0.00180 -0.00371 0.00277

23
Cd /

0.2006
3.277 7.28 0.99864 0.00222 -0.00136 0.00306

24
Al /

0.625
0.105 10.72 0.99982 0.00192 -0.00018 0.00285

25
Al /

0.625
3.277 10.77 0.99742 0.00205 -0.00258 0.00293

26
Zir-4 /

0.652
0.078 10.92 0.99861 0.00184 -0.00139 0.00279

27
Zir-4 /

0.652
3.277 10.86 0.99594 0.00191 -0.00406 0.00284

Δk±s -0.00331±0.00195

Δkb + Δk c 0.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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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핵임계 분석

(1) 핵물질의 형태 및 취급량

핫셀 내의 핵물질은 UO2 소결체와 분말의 두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각 

공정기기별 핵물질의 형태 및 취급량은 Table 3-4-3-2와 같다.

Table 3-4-3-2. Uranium formation and treatment amount 

for process equipments

공정 기기 핵물질

기 기 명 크기 (㎝) 핵물질 형태 취급량

Slitting Machine Pellet 수집용기 ψ12×15 소결체(UO2) 5 ㎏HM

Vol-Oxidizer

가열로
Fig. 3-4-3-1 

참조
소결체(UO2) 20 ㎏HM

분말용기
Fig. 3-4-3-1 

참조
분말(U3O8) 20 ㎏HM

metalizer

반응기 ψ50×100
분말+3U (granule)

LiCl 용융염매질내
20 ㎏HM

Magnesia 

Filter
ψ15×30 U 20 ㎏HM

Smelter

반응기 ψ60×70 Molten U 20 ㎏HM

Magnesia 

Filter
ψ15×30 U 20 ㎏HM

MS Receiver ψ25×28 U 미량

UO2 소결체 및 U3O8 분말의 사양은 Table 3-4-3-3과 같이 신연료에 대한 것

을 적용하며, 농축도는 보수적으로 5 w/o U235를 적용한다.

Table 3-4-3-3. Sintered UO2 and U3O8 powder properties

구   분 제  원 U235 농축도

UO2 소결체

(16×16, 17×17기준)

직  경 0.8204 ㎝

5 w/o
높  이 1.04 ㎝

  도 Max. 10.6 g/㏄

U3O8 분말   도 8.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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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변수 및 핵임계 안전성

시설 내에서 핵물질은 UO2 소결체, U3O8 분말, 용융우라늄, 우라늄금속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핵물질의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안전변수는 

ANSI/ANS 8.1(1983)에 따라 Table 3-4-3-4와 같이 계산된다.

Table 3-4-3-4. Subcritical limit & safety parameter

구  분

미임계한계치

(Subcritical Limit) 안전여유도

(SafetyFactor)
(c)

안전 변수

(Safety Parameter)

비균질계(a) 균질계(b) 비균질계 균질계

질량

(㎏-U)

(㎏-UO2)

27.2 31.0 1/2.3 11.82

13.40

13.47

15.28

부피( l ) 19.5 26.0 1/1.3 15.0 20.0

원통직경(㎝) 22.3 24.3 1/1.1 20.2 22.0

평판두께(㎝) 9.79 11.2 1/1.2 8.15 9.33

면적농도(g/㎤) 10.24 11.0 1/1.3 7.87 8.46

주)

 (a) ANSI/ANS 8.1(1983) 자료로 부터 인용하 으며, 정확한 수치자료는

    TID-7018, DP-1014로 부터 이용하 음.

 (b) TID-7016로 부터 인용하 음.

 (c) TID-7028 및 MOX-Fabrication 관련 Reference로부터 인용하 음.

※ (a),(b)값은 30 ㎝ 반사체 조건임.

※ 핵분열물질의 형태는 UO2-H2O 혼합체이며, 농축도는 5 w/o임.

상기 안전변수 중 한 개의 변수만이라도 만족하면 핵물질은 임계에 도달하지 

않는다.  본 핵임계도 분석에서 상기 안전변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핵임

계도 계산을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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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임계 해석

(가) Slitting Machine

Slitting machine은 절단 핵연료봉(rod cut)으로부터 소결체(pellet) 및 

cladding을 분리하는 장치로서 분리된 소결체는 장치 하부에 있는 용기에 수집된

다.

① 설계 및 운전조건

소결체 수집용기의 설계 및 운전조건은 아래와 같다.

- 소결체 수집용기 크기 : 12 ㎝ D × 15 ㎝ H

- 핵연료물질 취급량 : 소결체 5 ㎏HM

② 임계도 해석결과

Table3-4-3-4에서 제시된 원통직경에 대한 안전변수는 비균질계에서 

20.2 ㎝이며, 소결체 수집용기의 직경이 12 ㎝이므로 소결체 수집용기에서 핵임계

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나) Vol-Oxidizer

Vol-oxidizer는 UO2 소결체를 산화시켜 U3O8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서 상부 가열로에서 생성된 U3O8 분말이 하부 분말용기에 수집된다.  U3O8 분말

용기는 Fig. 3-4-3-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최대 직경이 20 ㎝로서 Table 

3-4-3-4에서 제시된 안전직경 20.2 ㎝ 보다 작으므로 핵임계 위험이 없다.  따라

서, U3O8 분말용기는 본 핵임계 해석에서 제외한다.

① 설계 및 운전조건

- 가열로 크기 : Fig. 3-4-3-1 참조

- 핵연료물질 취급량 : 핵연료물질 20 ㎏-HM

- 반응온도 : 500 ℃

② 핵임계 해석 모델링

- 가열로에는 UO2 소결체가 채워지나, 보수적으로 가열로 및 분말용기

에 UO2 분말이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가정하며, 최적 도 및 최적감

속 조건을 도출하여 핵임계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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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O 코드가 원뿔형의 geometry는 지원하지 못하므로, 이 부위는 

높이가 낮은 여러 개의 원판이 쌓여있는 상태를 가정한다.  (Fig. 

3-4-3-2 참조)

- 보수적인 침수상태를 가정하기 위하여, 가열로의 내부온도를 상온으

로 가정한다.

- 가열로 외부에 30 ㎝ 물 전반사체를 가정한다.

- U235의 농축도는 5 w/o를 가정한다.

③ 최적 도 및 최적감속 조건 도출

- UO2 분말의 도를 이론 도(10.96 g/㏄)까지 변화시키면서 완전침수 

상태를 가정하여 임계도 계산을 수행하여, 유효증배계수가 최대가 되

는 도(최적 도)를 도출한다.  임계도 계산결과는 Fig. 3-4-3-3과 

같으며, 최대유효증배계수는 분말 도 2.5 g/㏄에서 0.89903 (k-eff 

+ 2σ)으로 계산되었다.

- UO2 분말의 최적 도(2.5 g/㏄) 조건에서 분말 사이의 공극에 채워진 

물의 양을 완전건조 상태에서부터 완전침수조건(23.56 w/o)까지 변화

시키면서 임계도 계산을 수행하여, 유효증배계수가 최대가 되는 수분

함량(최적감속 조건)을 도출한다.  임계도 계산결과는 Fig. 3-4-3-4

와 같으며, 최대유효증배계수는 완전침수 상태에서 0.89903 (k-eff + 

2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므로, 본 모델의 경우 완전침수 상태가 최

적감속 조건이 된다.

④ 계산결과

가열로에 UO2 분말이 최적 도 및 최적감속 조건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UO2 분말 36.5 ㎏)를 가정하여 유효증배계수를 계산한 결과 기준치인 

0.95미만으로서 가열로에서 핵임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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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 Furnace and vol-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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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 Criticality analysis model of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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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3. UO2 density vs. criticality calculation for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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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4. Water contents density of UO2 powder vs. crit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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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etalizer

metalizer는 고온의 용융염 (LiCl+Li2O) 매질에 U3O8를 녹인 후 마그

네시아 필터로 우라늄금속을 걸러내는 장치이다.

① 설계 및 운전조건

- Metalizer 크기 : Fig. 3-4-3-5 참조

- 핵연료물질 취급량 : 핵연료물질 20 ㎏-HM

- 반응온도 : 650 ℃

② 핵임계 해석 모델링

- Metalizer의 핵임계 해석은 다음의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한다.

• 마그네시아 필터내에 U3O8 분말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 경우

• U3O8 분말이 반응로 전체에 최적 도로 채워져 있는 경우

• 마그네시아 필터내에는 우라늄 금속이 반응로에는 U3O8 분말이 최

적 도로 채워져 있는 경우

- 반응로 내부 온도는 공정온도인 650 ℃를 적용한다.

- 반응로 외부에 30 ㎝ 물전반사체를 가정한다.

- U
235의 농축도는 5 w/o를 가정한다.

③ 계산결과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U3O8 분말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 경우에 U3O8 

분말의 도를 변화시키면서 LiCl 용융염내에 완전히 잠긴 상태를 가정하여 핵임

계도를 계산한 결과는 Fig. 3-4-3-6과 같다.  Fig. 3-4-3-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U3O8 분말의 도가 증가할수록 유효증배계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이론

도 (8.3 g/㏄)의 96 %인 8.0 g/㏄에서 계산된 유효증배계수는 0.14334 (k-eff + 2

σ)로서 핵임계도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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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5. Criticality analysis model of metalizer.

마그네시아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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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6. U3O8 density vs. criticality calculation for metalizer 

magnesia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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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3O8 분말이 8.0 g/㏄의 도로 LiCl 용융염내에 완전히 잠긴 상태(최적 도)로 

반응로 전체에 채워져 있는 경우에 계산된 유효증배계수는 0.62901 (k-eff + 2σ)

로서 이 경우에도 핵임계도는 위험성은 없다.

마그네시아 필터내에 우라늄 금속이 들어차 있고, 반응로 전체에 U3O8 분말이 

8.0 g/㏄의 도로 LiCl 용융염내에 완전히 잠긴 상태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 계산

된 유효증배계수는 0.64313 (k-eff + 2σ)로서 이 경우에도 핵임계도는 위험성은 

없다.

(라) Smelter

Smelter는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포함된 우라늄 금속전환체를 고온

에서 녹여 우라늄 금속으로 만드는 장치이다.

① 설계 및 운전조건

- Smelter 크기 : Fig. 3-4-3-7 참조

- 핵연료물질 취급량 : 핵연료물질 20 ㎏-HM

- 반응온도 : 1,400 ℃

② 핵임계 해석 모델링

- Smelter의 핵임계 해석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한다.

•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우라늄 금속이 채워져 있는 경우

•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우라늄 금속이 채워져 있고 smelter 내부가 

물에 침수된 경우

- 반응로 내부 온도는 공정온도인 1,400 ℃를 적용한다.  smelter 내부 

침수의 경우에는 상온을 적용한다.

- 반응로 외부에 30 ㎝ 물 전반사체를 가정한다.

- U235의 농축도는 5 w/o를 가정한다.

③ 계산결과

마그네시아 필터내에 우라늄 금속이 채워져 있는 경우 계산된 유효증

배계수는 0.38012 (k-eff + 2σ)로서 기준치인 0.95 보다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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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우라늄 금속이 채워져 있고 smelter 내부가 물에 침수된 

경우 계산된 유효증배계수는 0.58921 (k-eff + 2σ)로서 기준치인 0.95 보다 훨씬 

낮다.

(마) Storage Vault

Storage vault는 생성된 우라늄 금속을 핫셀내에 보관하기 위한 저장

고이다.  Storage vault는 납으로 제작되며, 5 batch의 공정으로부터 만들어진 우

라늄 금속 5개가 개별 용기에 담겨 Fig. 3-4-3-8과 같이 저장된다.

① 설계 및 운전조건

- Storage vault 크기 : Fig. 3-4-3-8 참조

- 핵연료물질 취급량 : 핵연료물질 100 ㎏HM

② 핵임계 해석 모델링

- 우라늄 금속은 Fig. 3-4-3-8과 같은 배열로 저장된다.

- Storage vault 내부가 완전히 침수된 경우를 가정한다.

- Storage vault 외부에 30 ㎝ 물전반사체를 가정한다.

- U235의 농축도는 5 w/o를 가정한다.

③ 계산결과

이 경우 계산된 유효증배계수는 0.75562 (k-eff + 2σ)로서 핵임계 위

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각 단위 공정기기에 대한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하 고 이 계산에서 95 

% 신뢰도 구간에서의 유효증배계수를 계산하 으며, 이미 평가된 오차 및 불확정

도를 고려하더라도, 기준치 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서는 물사용이 완전히 배제되며, 보수적으로 침수 및 최적감

속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각 공정기기가 핵임계에 도달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254 -

Fig. 3-4-3-7. Criticality analysis model of smelter.

마그네시아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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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8. Criticality analysis model of storage v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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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운전시 환경 향평가

가. 평가 목적

방사선 환경 향평가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정상운전시 배기

체를 통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 피

폭선량을 계산하여 원자력법령에 따른 기준과 비교, 평가하여 시설운 에 따른 안

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나.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원

방사선원의 산정을 위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 사용할 가압경수로형 사

용후핵연료의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사용후핵연료 취급량 : 20 ㎏HM/Batch

- U235 농축도 : 3.5 wt%

- 연소도 : 43,000 MWd/tU

- 냉각기간 : 10 년

핫셀내에서의 연간취급량은 5 batch를 기준으로 100 ㎏/년으로 설정하 으며 

사용후핵연료내의 방사성물질의 양은 ORIGEN-2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

하 다.  사용후핵연료 100 ㎏의 방사선원은 Table 3-4-4-1과 같다[23].

다. 방출 방사선원 산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로부터 조사재시험시설의 배기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의 산출을 위해서는 먼저 유사한 공정특성을 갖는 시

설의 방출자료를 검토하여 본 시설의 누출특성을 결정하고 또한 배기가스처리장

치의 핵종제거특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핫셀의 배기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

출되는 방사선원을 계산한다.

(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방사성물질 수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각각의 공정으로부터의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정에 대한 방사성물질수지를 결정해야 한다.  본 종

합공정의 공정특성에 따른 방사성물질수지를 바탕으로 방출방사선원의 산정을 위

해 보수적으로 가정한 방사성물질수지는 Fig. 3-4-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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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1. Activities in spent fuels (1/3)

Nuclides

Activities (Ci) in Spent Fuel 100 ㎏-U

Activation

Product

Actinides +

Daughters

Fission

Production
Total

H-3 1.623×10
+01

4.136×10
+01

5.759×10
+01

C-14 7.545×10
-02

7.545×10
-02

P-32 3.482×10
-09

3.482×10
-09

S-35 1.319×10
-12

1.319×10
-12

Cl-36 1.502×10
-03

1.502×10
-03

Ar-37 2.944×10
-33

2.944×10
-33

Ar-39 7.724×10
-06

7.724×10
-06

Ca-41 2.421×10
-05

2.421×10
-05

Ca-45 1.193×10
-08

1.193×10
-08

Sc-46 5.608×10
-16

5.608×10
-16

Cr-51 6.606×10
-40

6.606×10
-40

Mn-54 4.773×10
-05

4.773×10
-05

Fe-55 9.207×10
-02

9.207×10
-02

Fe-59 4.204×10
-26

4.204×10
-26

Co-58 6.285×10
-16

6.285×10
-16

Co-60 5.587×10
+00

5.587×10
+00

Ni-59 1.250×10
-03

1.250×10
-03

Ni-63 2.022×10
-01

2.022×10
-01

Zn-65 5.453×10
-04

5.453×10
-04

Se-79 5.282×10
-02

5.282×10
-02

Kr-85 6.212×10
+02

6.212×10
+02

Sr-89 1.720×10
-17

1.720×10
-17

Sr-90 7.274×10
+03

7.274×10
+03

Y-90 7.276×10
+03

7.276×10
+03

Y-91 2.189×10
-14

2.189×10
-14

Zr-93 2.317×10
-01

2.317×10
-01

Zr-95 1.317×10
-12

1.317×10
-12

Nb-93M 9.849×10
-02

9.849×10
-02

Nb-95 2.923×10
-12

2.923×10
-12

Nb-95M 9.768×10
-15

9.768×10
-15

Mo-93 8.200×10
-05

8.200×10
-05

Tc-99 1.912×10
-05

1.668×10
+00

1.668×10
+00

Rh-103M 2.061×10
-23

2.061×10
-23

Ru-103 2.286×10
-23

2.286×10
-23

Ru-106 7.820×10
+01

7.820×10
+01

Rh-106 7.820×10
+01

7.820×10
+01

Pd-107 1.591×10
-02

1.591×10
-02

Ag-108 1.355×10
-04

1.355×10
-04

Ag-108M 1.522×10
-03

1.522×10
-03

Ag-109M 6.469×10
-04

9.017×10
-07

6.478×10
-04

Ag-110 9.973×10
-08

3.875×10
-04

3.876×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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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1. Activities in spent fuels (2/3)

Nuclides

Activities (Ci) in Spent Fuel 100 ㎏-U

Activation

Product

Actinides +

Daughters

Fission

Production
Total

Ag-110M 7.498×10
-06

2.913×10
-02

2.914×10
-02

Cd-109 6.469×10
-4

6.469×10
-04

Cd-113M 5.007×10
+00

5.007×10
+00

Cd-115M 8.953×10
-25

5.919×10
-23

6.009×10
-23

In-113M 3.543×10
-1

3.543×10
-11

In-114 1.342×10
-22

1.342×10
-22

In-114M 1.402×10
-22

1.402×10
-22

In-115M 4.160×10
-27

4.160×10
-27

Sn-113 3.541×10
-11

3.541×10
-11

Sn-119M 2.765×10
-05

1.030×10
-03

1.058×10
-03

Sn-121M 7.029×10
-05

7.029×10
-05

Sn-123 1.526×10
-10

1.480×10
-06

1.480×10
-06

Te-125M 4.533×10
-03

3.731×10
+01

3.731×10
+01

Te-127 1.618×10
-07

1.618×10
-07

Te-127M 1.652×10
-07

1.652×10
-07

Te-129 8.295×10
-26

8.295×10
-26

Te-129M 1.274×10
-29

1.274×10
-29

Sb-124 1.434×10
-16

1.434×10
-16

Sb-125 1.858×10
-02

1.529×10
+02

1.529×10
+02

Sb-126 1.432×10
-02

1.432×10
-02

Sb-126M 1.023×10
-01

1.023×10
-01

Sn-126 1.023×10
-01

1.023×10
-01

I-129 4.103×10
-03

4.103×10
-03

Cs-134 9.220×10
+02

9.220×10
+02

Cs-135 4.061×10
-02

4.061×10
-02

Cs-137 1.081×10
+04

1.081×10
+04

Ba-137M 1.022×10
+04

1.022×10
+04

Ce-141 3.229×10
-29

3.229×10
-29

Ce-144 1.895×10
+01

1.895×10
+01

Pr-144 1.895×10
+01

1.895×10
+01

Pr-144M 2.275×10
-01

2.275×10
-01

Pm-147 9.574×10
+02

9.574×10
+02

Pm-148 3.644×10
-25

3.644×10
-25

Pm-148M 6.470×10
-24

6.470×10
-24

Sm-151 4.060×10
+01

4.060×10
+01

Eu-154 2.322×10
-03

6.769×10
+02

6.769×10
+02

Eu-155 7.373×10
-04

2.361×10
+02

2.361×10
+02

Gd-153 5.353×10
-06

5.353×10
-06

Tb-160 1.732×10
-15

1.249×10
-13

1.266×10
-13

Ho-166M 5.248×10
-04

5.248×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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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1. Activities in spent fuels (3/3)

Nuclides

Activities (Ci) in Spent Fuel 100 ㎏-U

Activation

Product

Actinides +

Daughters

Fission

Production
Total

W-181 3.914×10
-11

3.914×10
-11

W-185 3.302×10
-15

3.302×10
-15

W-188 1.625×10-17 1.625×10-17

Re-188 1.642×10
-17

1.642×10
-17

Po-210 7.512×10
-11

7.512×10
-11

Th-230 1.111×10
-05

1.111×10
-05

Th-234 3.140×10
-02

3.140×10
-02

Pa-233 4.928×10
-02

4.928×10
-02

Pa-234M 3.140×10
-02

3.140×10
-02

U-234 1.039×10-01 1.039×10-01

U-236 2.988×10
-02

2.988×10
-02

U-237 2.202×10
-01

2.202×10
-01

U-238 3.140×10
-02

3.140×10
-02

Np-237 4.928×10
-02

4.928×10
-02

Np-238 7.414×10-03 7.414×10-03

Np-239 3.700×10
+00

3.700×10
+00

Np-240M 1.429×10
-07

1.429×10
-07

Pu-238 4.382×10
+02

4.382×10
+02

Pu-239 3.535×10
+01

3.535×10
+01

Pu-240 6.198×10
+01

6.198×10
+01

Pu-241 8.975×10
+03

8.975×10
+03

Pu-242 2.705×10-01 2.705×10-01

Pu-243 6.415×10
-08

6.415×10
-08

Am-241 1.954×10
+02

1.954×10
+02

Am-242M 1.483×10
+00

1.483×10
+00

Am-242 1.475×10
+00

1.475×10
+00

Am-243 3.700×10+00 3.700×10+00

Cm-242 1.222×10
+00

1.222×10
+00

Cm-243 2.937×10
+00

2.937×10
+00

Cm-244 4.383×10
+02

4.383×10
+02

Cm-245 5.717×10
-02

5.717×10
-02

Cm-246 1.718×10
-02

1.718×10
-02

Total 1.143×10
-10

1.016×10
+04

1.016×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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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원항의 결정

(가) 탈피복(Slitting) 공정

탈피복공정에서는 펠릿과 피복재 사이에 존재하는 일부의 핵분열가

스가 방출될 수 있으나 이미 핵연료봉의 절단이 조사후시험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대부분이 누출되므로 여기에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핵분열 가스는 

후속공정인 분말화 공정에서 모두 누출된다고 가정하 으므로 환경 향평가의 보

수성에 아무런 향을 끼치지 않는다.

(나) 분말화(Vol-oxidation) 공정

분말화 공정은 500 ℃의 공기분위기 하에서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

여 산화우라늄 형태의 분말로 전환시키는 공정이다.  건식재처리공정의 산화․환

원공정에서는 700 ℃의 환원공정을 포함하므로 핵분열가스뿐만이 아니라 Cs, Te, 

Rb와 같은 일부의 휘발성핵종도 방출하나 본 분말화 공정에서는 핵연료의 온도를 

500 ℃ 이하로 억제하므로 Kr, Xe, I, H와 같은 방사성가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휘

발성핵종은 방출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분말화 공정에서는 방

사성가스만이 전량 방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 금속전환(Metalization) 공정

금속전환공정은 650 ℃ 이하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전기화학적 

분해반응에 의해 우라늄 산화물을 우라늄 금속으로 전환/추출하는 공정이다.  본 

공정의 운전온도(650 ℃)의 설정은 휘발성핵종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온도를 

한 것이다.  따라서 금속전환 공정에서는 보수적으로 Ru, Tc, Mo, Se, Rb, Te와 

같은 휘발성핵종만이 1 % 방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 주조(Smelting & Casting) 공정

주조공정은 금속전환공정에서 제조된 금속전환체를 고온에서 용해하

고, 제조된 금속용탕을 저장하기 용이한 형태로 성형, 주조하는 공정으로서 운전

온도는 약 1,400 ℃ 정도이며 이 운전온도에서는 Ru, Tc, Mo, Se, Rb, Te와 같은 

휘발성핵종의 상당한 양이 방출하고 Cs, Cd, Sb, C와 같은 준휘발성 핵종이 일부 

방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공정에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금속전

환체에 잔류하는 휘발성핵종 및 준휘발성핵종이 전량 방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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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용융염 처리공정

폐용융염 처리공정은 약 550 ℃에서 일정량의 zeolite, glass frit과 혼

합하여 불활성 분위기에서 대기 온도로 냉각하여 bead 형태로 인출, 성형하는 공

정으로서 공정운전온도가 550 ℃로 제한되므로 핵분열 가스를 제외한 모든 핵종

은 잔류한다.  따라서 폐용융염 처리공정에서는 방사성핵종의 방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3) 방출선원항의 결정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의 방사성물질의 

수지 및 각 공정에서의 누출율은 Fig. 3-2-1-5와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각 핵종의 공정별 방출량은 Table 3-4-4-2과 같다.

(4) 환경으로의 방출량 결정

Table 3-4-4-2의 방출량은 각공정의 처리기기의 배기체를 통해 방출하

는 방사성물질의 양이며 이들 배기체는 배기체 처리장치에 의해 방사성물질을 제

거한 후 핫셀의 배기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된다.

라. 정상운전중의 환경 향평가 방법

(1) 피폭경로

굴뚝을 통하여 환경으로 방출된 기체 방사성물질은 바람을 타고 환경으

로 확산되는데, 일부는 확산되면서 지표면에 침적된다.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은 인근 주민에게 직접, 간접으로 방사선피폭을 야기하며, 그 피폭경로로는 

대기로 방출된 방사능운에 의한 직접피폭, 방사능운의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방

사성물질의 침적에 의해 오염된 농축산물의 섭취를 통한 내부피폭 및 오염된 토

양으로부터의 외부피폭 등이 있다.

(2)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대기로 방출된 기체상 방사성물질은 주변의 기상 및 지형조건 등에 따

라 대기를 통하여 이동․확산된다.  연간 평균 대기확산인자는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에 확산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연간 평균 침적인자(이하 “침적인자”)는 대기중 

방사성물질이 중력등에 의해 지표에 침적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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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2. Release rates of radioactive nuclides for processes (Ci) (1/3)

핵종
탈피복/분말화 금속전환 주조 폐용융염 처리 합계

선원 방출량 선원 방출량 선원 방출량 선원 방출량 방출량

H-3 5.76×10
+01
5.76×10

+01
5.76×10

+01

C-14 7.55×10
-02

7.55×10
-02

1.74×10
-03
1.74×10

-03
7.37×10

-02
1.74×10

-03

P-32 3.48×10
-09

3.48×10
-09

8.01×10
-11

3.40×10
-09

S-35 1.32×10
-12

1.32×10
-12

3.03×10
-14

1.29×10
-12

Cl-36 1.50×10
-03

1.50×10
-03

3.45×10
-05

1.47×10
-03

Ar-37 2.94×10-33 2.94×10-33 6.77×10-35 2.88×10-33

Ar-39 7.72×10-06 7.72×10-06 1.78×10-07 7.55×10-06

Ca-41 2.42×10-05 2.42×10-05 5.57×10-07 2.37×10-05

Ca-45 1.19×10-08 1.19×10-08 2.74×10-10 1.17×10-08

Sc-46 5.61×10-16 5.61×10-16 1.29×10-17 5.48×10-16

Cr-51 6.61×10-40 6.61×10-40 1.52×10-41 6.45×10-40

Mn-54 4.77×10
-05

4.77×10
-05

1.10×10
-06

4.66×10
-05

Fe-55 9.21×10
-02

9.21×10
-02

2.12×10
-03

9.00×10
-02

Fe-59 4.20×10
-26

4.20×10
-26

9.67×10
-28

4.11×10
-26

Co-58 6.29×10
-16

6.29×10
-16

1.45×10
-17

6.14×10
-16

Co-60 5.59×10
+00

5.59×10
+00

1.29×10
-01

5.46×10
+00

Ni-59 1.25×10
-03

1.25×10
-03

2.88×10
-05

1.22×10
-03

Ni-63 2.02×10-01 2.02×10-01 4.65×10-03 1.98×10-01

Zn-65 5.45×10-04 5.45×10-04 1.25×10-05 5.33×10-04

Se-79 5.28×10-02 5.28×10-02 5.28×10-04 1.21×10-03 1.21×10-03 5.16×10-02 1.74×10-03

Kr-85 6.21×10+02 6.21×10+02 6.21×10+02

Sr-89 1.72×10-17 1.72×10-17 3.96×10-19 1.68×10-17

Sr-90 7.27×10+03 7.27×10+03 1.67×10+02 7.11×10+03

Y-90 7.28×10
+03

7.28×10
+03

7.13×10
+03

1.46×10
+02

Y-91 2.19×10
-14

2.19×10
-14

2.15×10
-14

4.38×10
-16

Zr-93 2.32×10
-01

2.32×10
-01

2.27×10
-01

4.63×10
-03

Zr-95 1.32×10
-12

1.32×10
-12

1.29×10
-12

2.63×10
-14

Nb-93M 9.85×10
-02

9.85×10
-02

2.27×10
-03

9.62×10
-02

Nb-95 2.92×10
-12

2.92×10
-12

6.72×10
-14

2.86×10
-12

Nb-95M 9.77×10-15 9.77×10-15 2.25×10-16 9.54×10-15

Mo-93 8.20×10-05 8.20×10-05 8.20×10-07 1.89×10-06 1.89×10-06 8.01×10-05 2.71×10-06

Tc-99 1.67×10+00 1.67×10+00 1.67×10-02 1.63×10+00 1.63×10+00 3.34×10-02 1.65×10+00

Rh-103M 2.06×10-23 2.06×10-23 2.02×10-23 4.12×10-25

Ru-103 2.29×10-23 2.29×10-23 2.29×10-25 2.24×10-23 2.24×10-23 4.57×10-25 2.26×10-23

Ru-106 7.82×10+01 7.82×10+01 7.82×10-01 7.66×10+01 7.66×10+01 1.56×10+00 7.74×10+01

Rh-106 7.82×10
+01

7.82×10
+01

7.66×10
+01

1.56×10
+00

Pd-107 1.59×10
-02

1.59×10
-02

3.66×10
-04

1.55×10
-02

Ag-108 1.36×10
-04

1.36×10
-04

1.33×10
-04

2.71×10
-06

Ag-108M 1.52×10
-03

1.52×10
-03

1.49×10
-03

3.04×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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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2. Release rates of radioactive nuclides for processes (Ci) (2/3)

핵종
탈피복/분말화 금속전환 주조 폐용융염 처리 합계

선원 방출량 선원 방출량 선원 방출량 선원 방출량 방출량

Ag-109M 6.48×10
-04

6.48×10
-04

6.35×10
-04

1.30×10
-05

Ag-110 3.88×10
-04

3.88×10
-04

3.80×10
-04

7.75×10
-06

Ag-110M 2.91×10
-02

2.91×10
-02

2.86×10
-02

5.83×10
-04

Cd-109 6.47×10
-04

6.47×10
-04

6.34×10
-04
6.34×10

-04
1.29×10

-05
6.34×10

-04

Cd-113M 5.01×10
+00

5.01×10
+00

4.91×10
+00
4.91×10

+00
1.00×10

-01
4.91×10

+00

Cd-115M 6.01×10-23 6.01×10-23 5.89×10-23 5.89×10-23 1.20×10-24 5.89×10-23

In-113M 3.54×10-11 3.54×10-11 8.15×10-13 3.46×10-11

In-114 1.34×10-22 1.34×10-22 3.09×10-24 1.31×10-22

In-114M 1.40×10-22 1.40×10-22 3.22×10-24 1.37×10-22

In-115M 4.16×10-27 4.16×10-27 9.57×10-29 4.06×10-27

Sn-113 3.54×10-11 3.54×10-11 8.14×10-13 3.46×10-11

Sn-119M 1.06×10-03 1.06×10-03 2.43×10-05 1.03×10-03

Sn-121M 7.03×10-05 7.03×10-05 1.62×10-06 6.87×10-05

Sn-123 1.48×10-06 1.48×10-06 3.40×10-08 1.45×10-06

Te-125M 3.73×10+01 3.73×10+01 3.73×10-01 8.58×10-01 8.58×10-01 3.65×10+01 1.23×10+00

Te-127 1.62×10
-07

1.62×10
-07
1.62×10

-09
3.72×10

-09
3.72×10

-09
1.58×10

-07
5.34×10

-09

Te-127M 1.65×10
-07

1.65×10
-07
1.65×10

-09
3.80×10

-09
3.80×10

-09
1.61×10

-07
5.45×10

-09

Te-129 8.30×10
-26

8.30×10
-26
8.30×10

-28
1.91×10

-27
1.91×10

-27
8.10×10

-26
2.74×10

-27

Te-129M 1.27×10
-29

1.27×10
-29
1.27×10

-31
2.93×10

-31
2.93×10

-31
1.24×10

-29
4.20×10

-31

Sb-124 1.43×10
-16

1.43×10
-16

1.41×10
-16
1.41×10

-16
2.87×10

-18
1.41×10

-16

Sb-125 1.53×10
+02

1.53×10
+02

1.50×10
+02
1.50×10

+02
3.06×10

+00
1.50×10

+02

Sb-126 1.43×10-02 1.43×10-02 1.40×10-02 1.40×10-02 2.86×10-04 1.40×10-02

Sb-126M 1.02×10-01 1.02×10-01 1.00×10-01 1.00×10-01 2.05×10-03 1.00×10-01

Sn-126 1.02×10-01 1.02×10-01 1.00×10-01 2.05×10-03

I-129 4.10×10-03 4.10×10-03 4.10×10-03

Cs-134 9.22×10+02 9.22×10+02 2.12×10+01 2.12×10+01 9.01×10+02 2.12×10+01

Cs-135 4.06×10-02 4.06×10-02 9.34×10-04 9.34×10-04 3.97×10-02 9.34×10-04

Cs-137 1.08×10
+04

1.08×10
+04

2.49×10
+02
2.49×10

+02
1.06×10

+04
2.49×10

+02

Ba-137M 1.02×10
+04

1.02×10
+04

2.35×10
+02

9.98×10
+03

Ce-141 3.23×10
-29

3.23×10
-29

7.43×10
-31

3.15×10
-29

Ce-144 1.90×10
+01

1.90×10
+01

4.36×10
-01

1.85×10
+01

Pr-144 1.90×10
+01

1.90×10
+01

1.86×10
+01

3.79×10
-01

Pr-144M 2.28×10
-01

2.28×10
-01

2.23×10
-01

4.55×10
-03

Pm-147 9.57×10+02 9.57×10+02 9.38×10+02 1.91×10+01

Pm-148 3.64×10-25 3.64×10-25 3.57×10-25 7.29×10-27

Pm-148M 6.47×10-24 6.47×10-24 6.34×10-24 1.29×10-25

Sm-151 4.06×10+01 4.06×10+01 9.34×10-01 3.97×10+01

Eu-154 6.77×10+02 6.77×10+02 1.56×10+01 6.61×10+02

Eu-155 2.36×10+02 2.36×10+02 5.43×10+00 2.3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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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2. Release rates of radioactive nuclides for processes (Ci) (3/3)

핵종
탈피복/분말화 금속전환 주조 폐용융염 처리 합계

선원 방출량 선원 방출량 선원 방출량 선원 방출량 방출량

Gd-153 5.35×10
-06

5.35×10
-06

1.23×10
-07

5.23×10
-06

Tb-160 1.27×10
-13

1.27×10
-13

2.91×10
-15

1.24×10
-13

Ho-166M 5.25×10
-04

5.25×10
-04

1.21×10
-05

5.13×10
-04

W-181 3.91×10
-11

3.91×10
-11

9.00×10
-13

3.82×10
-11

W-185 3.30×10
-15

3.30×10
-15

7.59×10
-17

3.23×10
-15

W-188 1.63×10-17 1.63×10-17 3.74×10-19 1.59×10-17

Re-188 1.64×10-17 1.64×10-17 3.78×10-19 1.60×10-17

Po-210 7.51×10-11 7.51×10-11 1.73×10-12 7.34×10-11

Th-230 1.11×10-05 1.11×10-05 1.09×10-05 2.22×10-07

Th-234 3.14×10-02 3.14×10-02 3.08×10-02 6.28×10-04

Pa-233 4.93×10-02 4.93×10-02 4.83×10-02 9.86×10-04

Pa-234M 3.14×10
-02

3.14×10
-02

3.08×10
-02

6.28×10
-04

U-234 1.04×10
-01

1.04×10
-01

1.02×10
-01

2.08×10
-03

U-236 2.99×10
-02

2.99×10
-02

2.93×10
-02

5.98×10
-04

U-237 2.20×10
-01

2.20×10
-01

2.16×10
-01

4.40×10
-03

U-238 3.14×10
-02

3.14×10
-02

3.08×10
-02

6.28×10
-04

Np-237 4.93×10
-02

4.93×10
-02

4.83×10
-02

9.86×10
-04

Np-238 7.41×10-03 7.41×10-03 7.27×10-03 1.48×10-04

Np-239 3.70×10
+00

3.70×10
+00

3.63×10
+00

7.40×10
-02

Np-240M 1.43×10-07 1.43×10-07 1.40×10-07 2.86×10-09

Pu-238 4.38×10
+02

4.38×10
+02

4.29×10
+02

8.76×10
+00

Pu-239 3.54×10+01 3.54×10+01 3.46×10+01 7.07×10-01

Pu-240 6.20×10
+01

6.20×10
+01

6.07×10
+01

1.24×10
+00

Pu-241 8.98×10+03 8.98×10+03 8.80×10+03 1.80×10+02

Pu-242 2.71×10
-01

2.71×10
-01

2.65×10
-01

5.41×10
-03

Pu-243 6.42×10-08 6.42×10-08 6.29×10-08 1.28×10-09

Am-241 1.95×10
+02

1.95×10
+02

1.91×10
+02

3.91×10
+00

Am-242M 1.48×10+00 1.48×10+00 1.45×10+00 2.97×10-02

Am-242 1.48×10
+00

1.48×10
+00

1.45×10
+00

2.95×10
-02

Am-243 3.70×10+00 3.70×10+00 3.63×10+00 7.40×10-02

Cm-242 1.22×10
+00

1.22×10
+00

1.20×10
+00

2.44×10
-02

Cm-243 2.94×10+00 2.94×10+00 2.88×10+00 5.87×10-02

Cm-244 4.38×10
+02

4.38×10
+02

4.30×10
+02

8.77×10
+00

Cm-245 5.72×10-02 5.72×10-02 5.60×10-02 1.14×10-03

Cm-246 1.72×10
-02

1.72×10
-02

1.68×10
-02

3.44×10
-04

Total 4.96×10+04 6.79×10+02 4.90×10+04 1.17×10+00 1.90×10+04 5.04×10+02 2.99×10+04 1.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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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평가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의 규제지

침(Regulatory Guide) 1.111에 제시된 모델에 준한다.  본 시설에서 방출된 방사

성물질은 하나로의 굴뚝을 통해 외부로 방출된다.  따라서 대기확산인자의 계산은 

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운 중 방사선환경 향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본 

평가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에 위치한 기상관측탑에서 측정한 연간 기상자

료의 통계치 및 방사성물질의 방출특성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한 “대덕 원자력관련

시설의 운 중 방사선 환경 향평가(2002년보)” 자료를 이용하 다.  이 보고서에

서는 대기확산인자의 평가를 위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1.111에 근

거하여 개발된 전산프로그램 XOQDOQ를 사용하 다.  하나로의 경우 방출유형특

성상 고도방출에 해당하며, 기상관측탑의 67 m 높이에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Table 3-4-4-3에 나타냈다.  부지경계에서의 대기확산인자는 남

(S)쪽 방향에서 최대치를 나타냈다.

(3) 방사선피폭선량 평가

최대피폭지점에서의 피폭경로별 피폭선량은 미 규제지침 1.109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며, 최대개인 피폭선량은 이들 모든 피폭경로에 대한 

피폭선량의 합이다.  최대개인이란 부지주변 주민중 생활습관, 음식물 섭취량, 주

거지 등 여러 조건이 방사능 피폭을 가장 많이 받도록 가정된 가상개인(최대개인)

을 말한다.  피폭선량계산은 미 규제지침서 1.109의 모델을 기준으로 한국의 실정

에 맞게 전산화한 GASDOS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개인의 소비량과 선량

환산인자는 연령에 따라 변하는 값으로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주민을 성인(17세 

이상), 십대(17세 미만 11세 이상), 소아(11세 미만 1세 이상) 및 유아(1세 미만)로 

구분하고, 피폭을 받는 장기는 전신, 소화기관, 뼈, 간, 신장, 갑상선, 폐 및 피부가 

고려된다.

(4) 피폭선량의 계산

주민피폭선량의 계산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1.111에 근거

하여 개발된 전산프로그램 GASPAR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우리나

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GASDOS[24]를 사용하 다.  최근 과기부 고시에

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의 신권고(ICRP 60)를 법제화하면서 신권고의 평

가체제를 반 한 선량환산인자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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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3. Atmospheric dispersion and deposition factor 

for normal operation

방위
거리

(㎞)
지 역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χ/Q

(sec/㎥)

(χ/Q)D

(sec/㎥)

(χ/Q)DD

(sec/㎥)

D/Q

(#/m-2)

S 0.8

부지경계

(최대피폭

지점)

1.308×10-4 1.278×10-4 1.186×10-4 6.353×10-8

NE 1.2 송강동 1.438×10-4 1.388×10-4 1.404×10-4 5.037×10-8

SE 2.0 관평동 1.002×10-6 9.605×10-7 9.835×10-7 9.780×10-10

ENE 6 신탄진 4.586×10-6 3.839×10-6 4.316×10-6 1.059×10-9

WSW 8
유성

관광단지
1.068×10-7 8.434×10-7 7.496×10-7 2.234×10-10

SSE 13
대전시

중심가
4.016×10-7 2.828×10-7 2.972×10-7 1.533×10-10

주) χ/Q    :  방사능붕괴 및 침적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확산인자

(χ/Q)D  :  방사능붕괴만을 고려한 대기확산인자

(χ/Q)
DD :  방사능붕괴 및 침적을 고려한 대기확산인자

D/Q    :  침적인자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신권고에 따른 선량환산인자를 적용하여 수정․보완된 

GASDOS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여러 화학

적 형태로 피폭을 줄 수 있는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에서는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화학적 형태의 선량환산인

자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들 원자력기구에서는 음식물 섭취에 의한 선

량환산인자는 예탁실효선량과 23개의 장기 등가선량에 대해, 그리고 호흡에 의한 

선량환산인자는 예탁실효선량과 26개의 장기 등가선량에 대해 선량환산인자 값을 

제시하고 있다.  본 평가에서는 유효선량과 상대적으로 선량환산인자가 높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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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에 대한 등가선량만 고려하여 결과를 제시하 다.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

의 경우 유효선량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본안전기준 (IAEA Safety Series 115)에 

제시된 선량환산인자를, 공기중 흡수선량과 피부선량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1.109에 제시된 값을 적용하 다.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

부피폭의 경우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1.109에 제시된 선량환산인

자 값을 적용하 다.  국제방사성방호위원회와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6 개의 연령

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평가에서는 성인, 십대, 소아 및 유아로 구분하여 피

폭선량을 평가하 다.

마. 계산결과

(1) 피폭기준

기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선량기준(과기부 

고시 제2002-23호,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감마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1 m㏉ (10 mRad)

- 베타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2 m㏉ (20 mRad)

-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 0.05 m㏜ (5 mrem)

-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등가선량 : 0.15 m㏜ (15 mrem)

- 입자상 방사성물질, H3, C14 및 방사성옥소에 의한 인체 장기 등가선량 : 0.15 

m㏜

한편 IMEF의 건설시에 적용된 피폭선량기준은 IMEF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기

재된 Table 3-4-4-4와 같다.

Table 3-4-4-4. Radiation dose standards of IMEF 

construction requirements

피폭 구분 IMEF 설계 기준 IMEF 평가결과

유효선량 0.05 m㏜/y 2.8×10-4 m㏜/y

갑상선 0.3 m㏜/y 3.3×10-4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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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F의 건설당시에는 국내의 원자력법령에는 기체상방출물에 일반주민의 피폭

선량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유효선량에 대한 연간기준치 0.05 m㏜는 일반

주민에 대한 연간피폭선량기준치인 5 m㏜의 1/100을 기준으로 하 다.

(2) 배기체 처리장치

차세대관리 공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배기체는 핫셀내에 설치된 배기체 

처리장치에 의해 처리된 후 핫셀의 배기계통을 통해 외부로 방출된다.  배기체 처

리공정은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핵분열생성물(I, H3, Kr, Cs, Sr, Ru 등)의 

제거를 주 목적으로 설치되며, 이외에 분말화 공정에서 미량 방출이 예상되는 미

세한 U3O8 분말, 고온의 반응온도로 인해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LiCl 용융염 fume

의 침적 포집, 반응기 내 불활성 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cover gas로 공급되는 Ar 

정제를 위한 처리 기능을 포함한다.  배기체 처리공정은 2단계의 off-gas 

absorber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는 molecular sieve, 2단계는 Ag zeolite로 이루

어져 있다.

(3) 핫셀 배기계통

핫셀의 배기는 셀내의 1차필터(PRE + HEPA + 활성탄)를 거쳐 셀밖으

로 배출되며 배출된 배기는 하나의 덕트로 모아진 후 2차필터(HEPA + 활성탄 + 

HEPA)를 거쳐 DUP fan을 통하여 하나로 스택으로 배출된다.  HEPA 필터는 0.3 

㎛ 미립자에 대해 최소 99.97 %의 제거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활성탄 필터는 

Iodine에 대한 제거효율이 최소 99.75 %이다.

(4) 환경으로의 방출량

차세대관리공정에서 배출된 배기를 통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의 양은 공정에서의 방출량에 배기체 처리장치 및 핫셀배기계통에 의해 제거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여기에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핫셀배기계통에 설

치된 필터에 의한 제거효과만을 고려한다.  핫셀의 배기계통을 통해 배출되는 배

기는 3단의 HEPA 필터 및 2단의 활성탄 필터를 거쳐 배기되나 여기에서는 2단

의 HEPA 필터 및 1단의 활성탄 필터만을 고려한다.  배기체 처리장치에는 미립

자 및 Iodine을 제거할 수 있는 2단계의 처리장치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보수적인 가정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가정에 따라 계산된 환경으로의 방출량은 

Table 3-4-4-5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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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5. Release rate of radioactive nuclides to environment (Ci)

핵종
공정에서의 

방출량

필터 효율 합계

1차

HEPA 필터

2차

HEPA 필터

활성탄

필터
방출량

H-3 5.76×10+01 5.76×10+01

C-14 1.74×10-03 1.74×10-03

Se-79 1.74×10-03 3.00×10-04 3.00×10-04 1.57×10-10

Kr-85 6.21×10+02 6.21×10+02

Mo-93 2.71×10-06 3.00×10-04 3.00×10-04 2.44×10-13

Tc-99 1.65×10+00 3.00×10-04 3.00×10-04 1.49×10-07

Ru-103 2.26×10-23 3.00×10-04 3.00×10-04 2.04×10-30

Ru-106 7.74×10+01 3.00×10-04 3.00×10-04 6.97×10-06

Cd-109 6.34×10-04 3.00×10-04 3.00×10-04 5.71×10-11

Cd-113M 4.91×10+00 3.00×10-04 3.00×10-04 4.42×10-07

Cd-115M 5.89×10-23 3.00×10-04 3.00×10-04 5.30×10-30

Te-125M 1.23×10+00 3.00×10-04 3.00×10-04 1.11×10-07

Te-127 5.34×10-09 3.00×10-04 3.00×10-04 4.81×10-16

Te-127M 5.45×10-09 3.00×10-04 3.00×10-04 4.91×10-16

Te-129 2.74×10-27 3.00×10-04 3.00×10-04 2.46×10-34

Te-129M 4.20×10-31 3.00×10-04 3.00×10-04 3.78×10-38

Sb-124 1.41×10-16 3.00×10-04 3.00×10-04 1.26×10-23

Sb-125 1.50×10+02 3.00×10-04 1.00×10-03 1.35×10-05

Sb-126 1.40×10-02 3.00×10-04 3.00×10-04 1.26×10-09

Sb-126M 1.00×10-01 3.00×10-04 3.00×10-04 9.02×10-09

I-129 4.10×10-03 2.50×10-03 1.03×10-05

Cs-134 2.12×10+01 3.00×10-04 3.00×10-04 1.91×10-06

Cs-135 9.34×10-04 3.00×10-04 3.00×10-04 8.41×10-11

Cs-137 2.49×10+02 3.00×10-04 3.00×10-04 2.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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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폭선량 평가결과

위와 같은 방출선원에 따른 부지주변 개인의 최대 피폭선량 및 기준치

와의 비교는 각각 Table 3-4-4-6 및 Table 3-4-4-7에 나타나 있다.

바. 결 론

위에서 검토한 결과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운전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방출로 인한 제한구역경계에서의 피폭선량은 적절한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치할 경우 원자력법령에 의한 피폭기준치를 모두 만족한다.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등가선량은 기준치의 23.3 % 정도이었으며 이는 주로 불활성기체인 Kr85 핵

종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핵종은 공정에서의 취급도중 100 % 모두 외부로 

방출하며 불활성기체이므로 배기체 처리장치나 핫셀 배기계통에서 전혀 제거되지 

않고 모두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내부피폭의 경우 최대의 등가

선량을 나타내는 장기는 갑상선으로서 이에 대한 등가선량이 규제치의 4.3 %에 

이르며 주로 I129 핵종에 의한 것이다.

Table 3-4-4-6. Radiation dose evaluation result

연령군 피폭종류

부지경계에서의 개인선량 (m㏜/y)

유효 소화기 뼈 간 콩팥 갑상선 폐 피부

성인

외부피폭 5.42×10
-04
5.42×10

-04
5.42×10

-04
5.42×10

-04
5.42×10

-04
5.42×10

-04
1.03×10

-03
3.49×10

-02

내부피폭 4.63×10
-03
4.62×10

-03
4.61×10

-03
4.61×10

-03
4.61×10

-03
5.07×10

-03
4.61×10

-03
4.60×10

-03

합    계 5.17×10
-03
5.16×10

-03
5.15×10

-03
5.15×10

-03
5.15×10

-03
6.61×10

-03
5.64×10

-03
3.95×10

-02

십대

외부피폭 5.42×10-04 5.42×10-04 5.42×10-04 5.42×10-04 5.42×10-04 5.42×10-04 1.03×10-03 3.49×10-02

내부피폭 5.13×10-03 5.11×10-03 5.10×10-03 5.10×10-03 5.10×10-03 5.75×10-03 5.09×10-03 5.09×10-03

합    계 5.67×10-03 5.65×10-03 5.64×10-03 5.64×10-03 5.64×10-03 6.29×10-03 6.11×10-03 4.00×10-02

소아

외부피폭 5.42×10-04 5.42×10-04 5.42×10-04 5.42×10-04 5.42×10-04 5.42×10-04 1.03×10-03 3.49×10-02

내부피폭 5.94×10-03 5.95×10-03 5.92×10-03 5.91×10-03 5.91×10-03 6.43×10-03 5.91×10-03 5.91×10-03

합    계 6.48×10-03 6.49×10-03 6.46×10-03 6.45×10-03 6.45×10-03 6.98×10-03 6.94×10-03 4.08×10-02

유아

외부피폭 5.42×10
-04
5.42×10

-04
5.42×10

-04
5.42×10

-04
5.42×10

-04
5.42×10

-04
1.03×10

-03
3.49×10

-02

내부피폭 6.16×10
-03
6.16×10

-03
6.15×10

-03
6.15×10

-03
6.15×10

-03
6.23×10

-03
6.15×10

-03
6.15×10

-03

합    계 6.71×10
-03
6.71×10

-03
6.69×10

-03
6.69×10

-03
6.69×10

-03
6.77×10

-03
7.18×10

-03
4.11×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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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7. Comparion between regulations and research results

피폭 구분 단위 기준치
차세대관리공

정
% 비고

감마선에 의한 

공기흡수선량
m㏉ 1.00×10-01 4.43×10-04 0.4

베타선에 의한 

공기흡수선량
m㏉ 2.00×10-01 5.02×10-02 25.1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m㏜ 5.00×10-02 6.12×10-04 0.1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등가선량
m㏜ 1.50×10-01 3.50×10-02 23.3

인체장기 

등가선량(내부피폭)
m㏜ 1.50×10-01 6.43×10-03  4.3

갑상선, 

소아

5. 사고시 환경 향평가

가. 단기 대기확산인자

사고시의 방사선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기대기확산인자는 부지에서 측

정된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미국 NRC 규제지침 1.145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동 분석에서는 사고의 특성상 2시간 이내에 모든 방사선원이 방출한다는 가정하

에 제한구역경계에서의 2시간 이내의 단기 대기확산인자를 사용한다.  또한 사고

시 방사성물질은 하나로 굴뚝을 통해 방출하므로 고도방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기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는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1 년간 측정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Nonfumigation 조건하에서의 고도방출에 대한 χ/Q를 부지

제한구역의 거리에 해당하는 모든 16 개 풍향소구역에 대해 식 (3-17)와 같이 계

산한다.

χ
Q 
=  

1
πUhσ yσ z

․ exp [-
h e
2

2 σ z
2 ]      (3-17)

여기서,

Uh  : 방출높이에서의 풍속 (m/sec)

he  : 유효굴뚝높이 (m)  

σ y, σ z  : 수평, 수직방향의 확산계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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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구역에 대해 각각의 풍속 및 대기안정도에 따라 계산된 χ/Q를 큰 값부터 

작은 값까지 순차적으로 분포시켜 누적확률분포를 유도한다.  이 분포에서 가장 

작은 χ/Q에 해당하는 누적확률분포값이 해당 소구역의 풍향분포값이 된다.  각각

의 16개 소구역에서, 그 소구역 총 자료의 0.5 %를 초과하는 χ/Q 값이 그 소구역 

χ/Q 값이 되며 16개의 최대소구역 χ/Q 값중 최대의 값이 최대소구역 χ/Q 값으

로 결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풍향에 관계없이 모든 χ/Q 값을 모든 방향에 대해 

누적확률분포를 유도한다.  이 분포에서 총시간의 5.0 %를 초과하는 값이 5 % 

부지 χ/Q 값으로 결정한다.  또한 본 부지가 내륙에 위치하므로 Fumigation 조건

하에서의 모든 16개 풍향소구역에 대해 식 (3-18)와 같이 계산한다.

χ
Q 
=  

1

(2π)
1/2
Uheσ y h e

, h e      (3-18)

여기서,

Uhe  : 깊이가 he인 층에서의 대표적인 풍속 (m/sec)

σ y  : 수평방향의 확산계수 (m)

Fumigation 조건하에서의 χ/Q 값이 Nonfumigation 조건하에서의 χ/Q 보다 큰 

경우에 사고발생후 30분 이내의 각풍향소구역에 대한 χ/Q 값은 Fumigation 조건

하에서의 χ/Q 값을 적용한다.  사고시 2시간 이내에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민의 피폭선량의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χ/Q 값은 위에서 구한 최대소구역 χ/Q 

값과 5 % 부지 χ/Q 값중에서 큰 값을 적용한다.  2시간 이후의 대기확산인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 1.111에 따라 계산된 장기 대기확산인자값과 2시

간 대기확산인자값을 내삽하여 계산한다.

본 평가에서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 1.145에 따라 개발된 PAVAN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기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 으며 방출지점주위의 지형

효과를 고려하 다.  기상자료는 2002년 1년간 하나로 기상대에서 측정된 값을 사

용하 다.  방향별 최대의 χ/Q 값을 갖는 거리에 대한 대기확산인자값을 각각 

Nonfumigation 조건하에서의 소구역별 대기확산인자((χ/Q)99.5), Fumigation 조건

에서의 소구역별 대기확산인자((χ/Q)f) 및 모든 방향에 대한 대기확산인자((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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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5)에 대해 Table 3-4-5-1에 나타내었다.  Table 3-4-5-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Nonfumigation 조건하에서의 소구역별 대기확산인자값이 Fumigation 조건

하에서의 소구역별 대기확산인자값이나 모든 방향에 대한 대기확산인자값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0∼2시간 사이의 대기확산인자값은 소구역별 대

기확산인자값중 최대값을 갖는 W 방향 400 m 지점에서의 값인 1.38×10-2을 사용

한다.

Table 3-4-5-1. Atmospheric dispersion factor for 2 hours in 

the accident case (sec/㎥)

방 향 거리 (m) (χ/Q)99.5 (χ/Q)f (χ/Q)95

S

SSW

SW

WSW

W

WNW

NW

NNW

N

NNE

NE

ENE

E

ESE

SE

SSE

700

800

1000

700

400

400

700

600

700

700

900

800

300

300

300

800

7.56×10-3

3.17×10-4

1.03×10-3

6.30×10-3

1.38×10-2

8.67×10-3

2.27×10-3

4.56×10-3

5.47×10-3

6.34×10-3

2.78×10-3

2.92×10-4

8.59×10-5

6.13×10-5

7.84×10-5

1.53×10-3

5.60×10-4

1.83×10-4

2.70×10-4

5.60×10-4

1.43×10-3

1.43×10-3

5.60×10-4

7.24×10-4

5.60×10-4

5.60×10-4

3.68×10-4

1.74×10-4

2.37×10-4

2.24×10-4

2.30×10-4

3.88×10-4

5.01×10-3

나. 사고시의 피폭선량 계산 방법

본 항에서는 사고시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부지주변의 개인

(성인)이 받는 피폭선량을 계산하는 모델을 기술한다.  소외 개인의 피폭선량은 

외부 및 호흡 피폭선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외부피폭에 대한 유효선량은 불

활성기체에 대해서만 고려하며 피폭받는 개인이 지표면위에 무한하게 퍼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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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의 중심에 있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다.  즉, 무한 반구형의 방사성운

(Semi-infinite Hemi-spherical Cloud)의 농도는 일정하며, 선량을 계산하는 지점

에서의 방사능 농도는 방사능 확산 중심선상의 최대 지표면 농도로 가정한다.  주

어진 기간동안 감마선에 의한 개인 유효선량은 다음 식 (3-19)으로부터 계산된다.

 Dwb = 10
12 × χ/Q × ∑

i
(DCFwbi × Qi)      (3-19)

여기서, Dwb  : 사고기간동안 불활성기체로부터 

      소외개인이 받는 유효선량 (m㏜)

10
12  : 환산인자 (pCi/Ci)

χ/Q  : 주어진 계산기간 동안의 대기확산인자(sec/㎥)

DCFwbi  : 방사성핵종 i에 대한 

          유효선량환산계수(m㏜-㎥/pCi-sec)

Qi  : 주어진 계산기간 동안의 환경으로의 

     방출 방사능량 (Ci)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에 대한 유효선량 환산인자는 Eckerman등이 개발한 

값을 사용한다.  방사성운내에서의 호흡시 흡입된 핵종으로부터 받게되는 개인 피

폭선량은 유효선량 및 갑상선등가선량에 대해 계산하며 계산은 다음 식 (3-17)과 

같이 표현된다.

Dth = 10
12
 × χ/Q × B × ∑

i
(DCFthi × Qi)      (3-17)

여기서, Dth  : 유효 또는 갑상선 등가선량 (m㏜)

10 12  : 환산인자 (pCi/Ci)

χ/Q  : 주어진 계산기간 동안의 대기확산인자 (sec/㎥)

B  : 피폭중 호흡율 (㎥/sec)

DCFthi  : 방사성 핵종 i에 대한 유효 또는 

         갑상선 등가선량 환산계수 (m㏜/pCi-inhaled)

Qi  : 계산기간 동안의 환경으로의 방출 방사능량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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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에 대한 선량환산인자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신권고

(ICRP 60)에 따른 값을 사용한다.  사고기간동안의 호흡율은 US NRC 

Regulatory Guide 1.4에 제시된 3.47×10-4 ㎥/sec를 적용하 다.

다. 사고해석

(1) 대상사고의 선정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가능한 사고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사재

시험시설의 사고해석시에 분석된 사고의 종류를 참고한다.  조사재시험시설의 안

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한 사고해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배기덕트 파단사고

- 배기팬실 화재

- 핫셀내 화재

- 핵연료 추락사고

- 핵분열가스 포집중의 사고

위의 사고해석내용을 검토한 결과 핫셀내 화재를 제외하고는 차세대관리 종합

공정의 도입으로 인해 사고해석의 결과에 큰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핫

셀내 화재의 경우에는 취급물질의 변화로 인해 방사선원이 달라지며 따라서 사고

해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핫셀내 화재는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2) 핫셀내 화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설의 방사선 위험이 가장 커지게 될 가능성은 

화재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누출이다.  그러나, 시설에서 취급되는 핵연료는 자체

로서는 인화성 및 발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융점도 상당히 높고, 시설내부에는 화

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진화할 수 있는 화재방호설비(halon 계통)가 마련되어 있으

므로 화재시 핵연료 파손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누출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본 절에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적절한 가정을 통해 화재사고시의 누출방사능

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 피폭선량을 평가한다.

핫셀내에는 기본적으로 배기필터 및 전기 케이블외에는 가연성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화재 발생시에도 확산가능성이 없어 국부적인 화재에 그치며 셀내에 설

치된 화재감지기와 halon 계통에 의해 즉시 진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화재로 

인한 잠재적인 방사선피폭을 평가하기 위해 핫셀내의 화재로 인해 핫셀내의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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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가 연소하여 배기필터에 축적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에 대해 평가하

다.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 다.

- 핫셀내 화재로 인해 핫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필터는 향을 받지만 배기팬실

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필터의 성능은 향을 받지 않는다.

- 핫셀내의 배기필터에는 최대 5 batch분의 핵연료를 취급할 때 발생하는 방사

성물질의 최대로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운

전기간에따른 방사성핵종의 붕괴는 고려하지 않는다.

- 핫셀내 화재시에도 핫셀의 기 성은 유지되므로 방출된 원소는 핫셀배기계통

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한다.  설령 핫셀외부로 누출되더라도 핫셀의 운전구

역 및 서어비스구역의 대기는 건물의 배기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한다.  

핫셀내 화재시에도 핫셀의 배기는 다른 핫셀의 배기와 합쳐져 냉각되므로 배

기팬실의 핫셀배기필터 또는 건물의 배기필터는 손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출된 원소는 대부분이 HEPA 필터에 의해 제거되며 극히 일부분만이 하나

로의 스택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된다.  핫셀배기계통에는 활성탄 필터가 설

치되어 있으나 사고시에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불활성 

기체는 공정운전시 모두 방출하여 핫셀내에는 잔류하지 않으나 보수적인 평

가를 위해 사고시 핫셀내에서 취급된 핵연료에 포함된 모든 불활성 기체가 

방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사고시 방사성물질은 2시간 이내에 전량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위와 같은 가정하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은 Table 3-4-5-2에 이에 따른 

최대개인 외부피폭선량과 내부피폭선량은 각각 Table 3-4-5-3 및 Table 3-4-5-4

에 나타나 있다.

(3) 평가결과

사고시의 피폭선량 기준 및 피폭선량 계산결과를 비교하면 Table 

3-4-5-5와 같다.  따라서 사고결과는 법규상의 기준치 및 조사재시험시설의 설계 

기준치를 모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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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5-2. Release rates of radioactive nuclides in the fire accident

핵종
사고시

부유선원 (Ci)

HEPA 여과기 방출선원

(Ci)DF=1000

H-3

C-14

Se-79

Kr-85

Mo-93

Tc-99

Ru-103

Ru-106

Cd-113M

Cd-115M

Te-125M

Te-127

Te-127M

Te-129

Te-129M

Sb-124

Sb-125

Sb-126

Sb-126M

I-129

Cs-134

Cs-135

Cs-137

5.76×10+01

1.74×10-03

1.74×10-03

6.21×10+02

2.71×10-06

1.65×10+00

2.26×10-23

7.74×10+01

4.91×10+00

5.89×10-23

1.23×10+00

5.34×10-09

5.45×10-09

2.74×10-27

4.20×10-31

1.41×10-16

1.50×10+02

1.40×10-02

1.00×10-01

4.10×10-03

2.12×10+01

9.34×10-04

2.49×10+02

1.000×10+00

1.000×10+00

3.000×10-04

1.000×10+00

3.000×10-04

3.000×10-04

3.000×10-04

3.000×10-04

3.000×10-04

3.000×10-04

3.000×10-04

3.000×10-04

3.000×10-04

3.000×10-04

3.000×10-04

3.000×10-04

3.000×10-04

3.000×10-04

3.000×10-04

1.000×10+00

3.000×10-04

3.000×10-04

3.000×10-04

5.76×10+01

1.74×10-03

5.23×10-07

6.21×10+02

8.12×10-10

4.95×10-04

6.79×10-27

2.32×10-02

1.47×10-03

1.77×10-26

3.69×10-04

1.60×10-12

1.64×10-12

8.21×10-31

1.26×10-34

4.22×10-20

4.50×10-02

4.21×10-06

3.01×10-05

4.10×10-03

6.36×10-03

2.80×10-07

7.46×10-02

Total 1.18×10
+03

6.79×10
+02

Table 3-4-5-3. Extenal dose rate for fire accident case

핵종
방출선원

(Ci)

외부피폭 환산인자

(m㏜/sec PER pCi/㎥)

유효선량

(m㏜)

Kr-85 6.21×10+02 4.403×10-15 3.77×10-02

Total 6.21×10+02 3.7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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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5-4. Internal dose rate for fire accident case

핵종
방출선원

(Ci)

유효선량 

환산인자

(m㏜/pCi-

inhaled)

갑상선 

등가선량

환산인자

(m㏜/pCi-

inhaled)

유효선량

(m㏜)

갑상선

등가선량

(m㏜)

H-3 5.76×10+01 6.660×10-10 6.660×10-10 1.84×10-01 1.84×10-01

C-14 1.74×10-03 2.290×10-10 2.290×10-10 1.90×10-06 1.90×10-06

Se-79 5.23×10-07 4.070×10-08 1.410×10-08 1.02×10-07 3.53×10-08

Mo-93 8.12×10-10 3.170×10-10 1.23×10-12

Tc-99 4.95×10-04 1.480×10-07 8.880×10-09 3.51×10-04 2.11×10-05

Ru-103 6.79×10-27 8.880×10-08 7.030×10-09 2.89×10-27 2.29×10-28

Ru-106 2.32×10-02 1.040×10-06 9.990×10-08 1.16×10-01 1.11×10-02

Cd-113M 1.47×10-03 4.970×10-08 3.50×10-04

Cd-115M 1.77×10-26 7.950×10-09 6.72×10-28

Te-125M 3.69×10-04 5.840×10-10 1.310×10-09 1.03×10-06 2.32×10-06

Te-127 1.60×10-12 3.870×10-13 1.320×10-12 2.97×10-18 1.01×10-17

Te-127M 1.64×10-12 2.740×10-07 3.180×10-08 2.15×10-12 2.49×10-13

Te-129 8.21×10-31 1.550×10-14 1.870×10-14 6.10×10-38 7.35×10-38

Te-129M 1.26×10-34 2.440×10-07 3.700×10-08 1.47×10-34 2.23×10-35

Sb-124 4.22×10-20 2.370×10-07 2.410×10-08 4.78×10-20 4.87×10-21

Sb-125 4.50×10-02 1.780×10-07 2.040×10-08 3.83×10-02 4.39×10-03

Sb-126 4.21×10-06 1.040×10-07 1.330×10-08 2.10×10-06 2.68×10-07

I-129 4.10×10-03 3.550×10-06 7.030×10-05 6.97×10-02 1.38×10+00

Cs-134 6.36×10-03 2.440×10-07 2.330×10-07 7.43×10-03 7.10×10-03

Cs-135 2.80×10-07 5.990×10-08 8.04×10-08

Cs-137 7.46×10-02 1.700×10-07 1.630×10-07 6.07×10-02 5.82×10-02

Total 5.77×10+01 4.76×10-01 1.65×10+00

Table 3-4-5-5. Radiation dose evaluation for accident case

구  분

피폭선량 (㏜)

유효선량

(외부)

유효선량

(내부)

장기등가선량

(갑상선)

피폭선량

기준

원자력법 0.25 0.25 3.0

IMEF

설계기준
2.5 × 10-3 2.5 × 10-3 3.0 × 10-2

핫셀내 화재 3.77 × 10-5 4.76 × 10-4 1.65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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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폐 안전성

핫셀 외부의 선량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QAD-CGGP 코드를 이용하여 차폐

벽 두께에 따른 선량율을 계산하 으며, 이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선량기

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강할 차폐벽의 두께를 결정하 다.  두께를 결정한 후 

차폐체 두께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QAD-CGGP 및 MCNP-4C 코드 계산 결과를 

비교하 다.  그러나 QAD-CGGP 코드의 경우 중성자에 대한 차폐 계산에는 적

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에 의한 선량율 평가는 MCNP-4C 코드 계산 결과만

으로 평가 하 으며, 방사선 차폐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 대하

여 모델링하 다.

Case 1. 현재 차폐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면부 및 후면부 일부를 중

량콘크리트 타설시(상시 운전구역)

Case 2. 기존의 중량콘크리트 벽체에 강판으로 보강차폐(상시 운전구역)

Case 3. 셀간 벽을 중량콘크리트로 타설시(작업구역)

차폐 계산 시 적용한 핫셀의 기하학적 구조, 차폐제들의 배치, 방사선원 및 선

량 측정지점은 Fig. 3-4-6-1 및 Fig. 3-4-6-2에 나타내었다.Fig. 3-4-6-1은 핫셀

의 평면 모델링 그림이며, Fig. 3-4-6-2는 후면부에 중량콘크리트로 보강되는 부

분에 대한 단면도이다.  Source point는 선원의 위치, detector point는 검출기의 

위치를 나타낸다.

Fig. 3-4-6-1. Horizontal model of hot cell for shielding calculation.

중량콘크리트 90 cm

중량콘크리트 80 cm + 스틸 4 cm
중량콘크리트 80 cm + 중량콘크리트 20 cm

중량콘크리트 70 cm

Source Point 1

Source Point 2

Source Point 3

Detector Point 2

Detector Point 3

Detector Poi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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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2. Axial model of hot cell for shielding calculation.

핫셀 전면부
(중량콘크리트 90 cm)

핫셀 후면부
(중량콘크리트 80 cm 

+ 중량콘크리트 20 cm)

Steel Support

Detector Point 1Source Point 1

선원은 핫셀내에서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나 계산결과의 보수성

을 위하여 한 지점에 점 선원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선원의 기

하학적인 위치는 핫셀 벽에서 30 ㎝, 높이는 공정장치 높이인 선반 위 120 ㎝ 위

치에 존재한다고 가정하 다.  상시 운전구역인 앞면 및 후면 일부는 중량콘크리

트로 차폐되며, 측면은 중량콘크리트를 타설할 공간이 부족하여 중량콘크리트보다 

차폐능이 우수한 강판으로 보강 차폐하 으며, 셀간 벽은 납 및 강판으로도 가능

하나, 시공성이 우수한 중량콘크리트로  설정하 다.  Table 3-4-6-1은 입력 자료

로 사용된 물질들의 구성 성분 및 각 원소별 도를 나타낸 표로서, 주 차폐체로 

사용되는 중량콘크리트의 도는 3.45 g/㎤이며 일반콘크리트에 비해 자철광이 많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차폐체의 물질 도는 조사재시험시설 안전

성분석 보고서[25]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 으며, 공기의 도는 LAUR 

99-4469[26] 값을 이용하 다.

QAD-CGGP는 geometric progression 방법에 의한 축적인자 근사법이 내장된 

코드이며, 포인트-커널 방법에 의한 감마선 차폐 계산을 수행한다.  QAD-CGGP 

코드를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모델링에 대한 감마선 차폐계산 결과는 

MCNP-4C 결과와 비교 검증 되었다.  그러나 QAD-CGGP코드의 경우 중성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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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차폐 계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에 의한 선량율 평가는 

MCNP-4C 코드만으로 계산하 다.

Table 3-4-6-1. Partial density of shielding materials

원자

번호

원소

기호

Partial Density(g/㎤)

공기 일반콘크리트 중량콘크리트 강판

1 H 0.00484 0.01035

6 C 0.13

7 N 9.098×10-4

8 O 2.796×10-4 1.149 1.104

12 Mg 0.00486 0.0207

13 Al 0.0119 0.10005

14 Si 0.438 0.12075

15 P 0.005865

16 S 0.00192 0.036915

18 Ar 1.567 × 10-5

20 Ca 0.581 0.210105

22 Ti 0.0966

25 Mn 0.002415

26 Fe 1.74225 7.8

28 Ni 0.00726

Total 0.001205 2.33 3.45 7.8

감마선 및 중성자에 의한 선량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선속-선량 환산

계수는 ICRP 74[27]에서 제시된 방사선의 조사방향이 전면에서 조사되는 AP 

(Antero-Posterior geometry)에서의 유효선량 환산계수 (Effective dose 

conversion coefficient)를 사용하 다.  AP는 방사선이 전면에서 조사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본 시설의 작업조건을 고려할 때 가장 타당한 모델로 가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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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ICRP-74의 AP geometry data는 broad parallel 광선을 가정하고 있

으므로, 본 차폐계산의 경우 broad parallel 광선이라고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유효선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폐벽 후방에 인체모형을 모델링 하여 각 

장기에 대한 선량을 구한 후 이를 근거로 유효선량을 계산하여야 하나, 본 설계의 

목적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선원에 대하여 차폐시설이 안전하다는 것에 중점을 두

었기 때문에, 방사선이 broad parallel 광선이라 가정하고, 유효선량을 계산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계산에 사용된 감마선의 단위 플루언스

(Unit Fluence)당 에너지별 유효선량 환산계수 Table 3-4-6-2에, 중성자에 대한 

환산계수는 Table 3-4-6-3에 나타내었다.

Table 3-4-6-2. Photon flux to dose conversion coefficient

MeV
Ka/Φ

(pGy㎠)
AP(㏜/Gy) MeV

Ka/Φ

(pGy㎠)
AP(㏜/Gy)

0.010 7.430 0.00653 0.500 2.38 1.056

0.015 3.120 0.0402 0.600 2.84 1.036

0.020 1.680 0.122 0.800 3.69 1.024

0.030 0.721 0.416 1.000 4.47 1.01

0.040 0.429 0.788 1.500 6.14 1.001

0.050 0.323 1.106 2.000 7.55 0.992

0.060 0.289 1.308 3.000 9.96 0.993

0.080 0.307 1.407 4.000 12.1 0.993

0.100 0.371 1.433 5.000 14.1 0.993

0.150 0.599 1.394 6.000 16.1 0.993

0.200 0.856 1.256 8.000 20.1 0.991

0.300 1.380 1.173 10.000 24.0 0.990

0.400 1.890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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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6-3. Neutron flux to dose conversion coefficient

MeV
AP

(p㏜ ㎠)
MeV

AP

(p㏜ ㎠)

0.05 38.5 4.0 458

0.07 47.2 5.0 474

0.1 59.8 6.0 483

0.15 80.2 7.0 490

0.2 99.0 8.0 494

0.3 133 9.0 497

0.5 188 10.0 499

0.7 231 12.0 499

0.9 267 14.0 496

1.0 282 15.0 494

1.2 310 16.0 491

2.0 383 18.0 486

3.0 432 20.0 480

각 경우에 대하여 차폐체 두께에 따른 선량율의 QAD-CGGP 결과 그래프는 

Fig. 3-4-6-3 부터 Fig. 3-4-6-5와 같고 이는 직선함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차폐체 

두께를 1 ㎝ 씩 증가시켜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내삽 fitting한 그래프이다.  Case 

1 및 Case 3의 선량기준치는 0.01 m㏜/h 이며, Case 2의 선량기준치는 0.15 m㏜/h 

이다.  선량치를 만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차폐두께는 Case 1 일 경우 83 ㎝, Case 

2일 경우 69 ㎝ 그리고 Case 3일 경우 강판 1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계

산치는 차폐 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 두께이며, QAD-CGGP 계산 결과는 중

성자를 고려하지 않은 감마선 단일선원에 대한 결과 값이므로, 핫셀 차폐벽 설계

치의 보수성을 주기 위하여 최종적인 핫셀 차폐벽의 두께는 Case 1 일 경우 90 

㎝, Case 2일 경우 70 ㎝, 그리고 Case 3일 경우 강판 4 ㎝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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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3. Effective dose rate as a function of shielding thickness for 

heavy concrete - case1 (Dose rate limit is 0.01 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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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4. Dose rate as a function of shielding thickness for 

steel - case2 (Dose rate limit is 0.01 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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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5. Dose rate as a function of shielding thickness for heavy 

concrete - case3 (Dose rate limit is 0.15 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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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폐두께에 따른 감마선에 의한 선량율은 Table 3-4-6-4에, 중성자에 의한 

선량율은 Table 3-4-6-5와 같다.  MCNP-4C 계산 시, 선량율을 구하기 위하여 

point detector tally(F5)를 이용하 으며, 본 계산의 경우 차폐체가 두껍기 때문에 

계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variance reduction 방법 중의 하나인 geometry 

Splitting/Russian Roulette[28]를 적용하 다.  차폐체의 감마선 및 중성자의 수

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총 18개의 단계별 importance를 주었으며, 각 단

계마다 importance가 2배가 되도록 하 다.  그리고 계산된 결과치의 상대오차가 

5 %이하가 되도록 초기 입자수를 108개로 설정하 다.  설계 기준치가 0.01 m㏜

/h 인 상시 작업구역의 경우 감마선에 의한 선량율은 QAD-CGGP 계산결과에 의

하면 중량콘크리트 90 ㎝일 경우 2.10 × 10-3 m㏜/h, 중량콘크리트 80 ㎝에 강판 

4 ㎝ 차폐체일 경우 2.97 × 10-3이며, MCNP-4C 계산 결과는 각각 1.60 × 10-3 m

㏜/h, 2.99 × 10-3 m㏜/h이다.  작업구역인 중량 콘크리트 70 ㎝로 차폐되는 구간

은 각각 1.01 × 10-1 m㏜/h, 7.88 × 10-2 m㏜/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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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6-4에서 QAD-CGGP와 MCNP-4C 계산 결과에서 Uncollided 선속

은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나, 총 선량율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냄을 볼 수 있었

으며, 이것은 QAD-CGGP 코드 자체의 축적인자 사용에 기인한 오차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QAD-CGGP 코드의 경우 콘크리트의 축적인자로서 중량콘크리트

에 대한 축적인자가 아닌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축적인자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오

차와, 두 번째로 다중차폐체일 경우에도 대표적인 한 물질의 축적인자만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QAD-CGGP 코드는 재료별로 GP 방법을 

이용하여 축적인자를 계산하며, 콘크리트가 차폐체일 경우, 일반 및 중량콘크리트

의 구분없이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축적인자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중량콘크리트는 일반콘크리트에 비해 철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

반콘크리트의 축적인자를 그대로 중량콘크리트 축적인자로 사용하는 것은 계산 

오차를 수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누적인자는 알루미늄과 철의 산술

평균값으로서 축적인자를 계산할 수 있으며[29], 참고문헌에 따르면 점선원에 대

한 알루미늄의 축적인자는 철의 축적인자보다 큰 값을 나타내며, 콘크리트는 철보

다 더 큰 축적인자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철을 다량 함유한 중량

콘크리트의 축적인자가 일반콘크리트 축적인자보다 적은 값을 가질 것임을 유추

할 수 있다. 일반콘크리트의 축적인자를 사용하는 QAD-CGGP 계산 결과가 

MCNP-4C 계산 결과치보다 높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중량콘크리트 및 

강판 다중 차폐체를 사용하는 경우, 중량콘크리트만을 사용하는 다른 두 가지 경

우와 다르게 MCNP-4C 계산 결과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중 차

폐체일 경우에 차폐체에 따른 각각의 축적인자를 고려하지 않고 콘크리트 단일 

축적인자를 사용해야 하는 QAD-CGGP 코드 자체특징에 의한 오차로 보인다.  

그러나 본 계산에서는 중량콘크리트 및 일반콘크리트의 물질 조성이 비슷하며, 중

량콘크리트의 두께가 강판에 비해 수십 배 크므로 이에 의한 오차는 미미한 것으

로 사료된다.  감마선에 의한 선량치 대하여 중성자의 향을 비교하기 위한 계산

결과는 Table 3-4-6-5와 같다. 핫셀의 경우 중성자 차폐능이 우수한 콘크리트를 

주요 차폐체로 사용하므로, 중성자에 의한 선량율은 감마에 의한 선량율의 약 20 

%미만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차 감마선에 의한 향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따라서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증을 위한 핫셀의 차폐 보강 설계치는 감마

선 및 중성자에 의한 선량율을 합한 총 선량율 기준으로 핫셀의 설계 기준치인 

0.01 m㏜/h 및 0.15 m㏜/h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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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6-4. QAD-CGGP and MCNP-4C calculated effective dose-rate 

on hot cell surface contributed by gamma sources

Shielding 

Material

and Thickness

Dose-rate (m㏜/h)

QAD-CGGP MCNP-4C

Uncollided
Effective 

Dose
Uncollided

Effective 

Dose

HC 90 ㎝ 6.93×10-5 2.10×10-3 7.04×10-5 1.60×10-3

HC 80 ㎝

+ S 4 ㎝
9.84×10-5 2.97×10-3 9.69×10-5 2.99×10-3

HC 70 ㎝ 3.84×10-3 1.01×10-1 3.75×10-3 7.88×10-2

Table 3-4-6-5. MCNP-4C calculated effective dose-rate on hot cell 

surface contributed by neutron sources

Shielding 

Material and 

Thickness

Dose-rate (m㏜/h)

MCNP-4C

Effective Dose
Relative 

Error (%)

Secondary 

gamma ray

Relative 

Error (%)

HC 90 ㎝ 4.09×10-4 3.66 5.05×10-5 1.47

HC 80 ㎝

+ S 4 ㎝
6.50×10-4 2.82 1.05×10-4 1.14

HC 70 ㎝ 3.74×10-3 1.84 3.35×10-4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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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차폐 안정성 평가에 의한 핫셀의 개념 설계도는 Fig. 

3-4-6-6과 같다.  실증시험을 위한 핫셀은 실증시험용 M8a 셀과 크레인 및 기타

장비의 보수를 위한 M8b 두 개의 셀로 구성되어 지며, M8b 셀은 핫셀 내부이지

만 보수 작업에 의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구역 기준

으로 설계되었다.  M8a 셀에 총 4개의 차폐창과 M8b 셀에 1개의 차폐창이 배치

되며, 총 10조의 원격조종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리고 공정물질 및 기기들의 

반입 및 출입을 위하여 M8a 및 M8b 셀에 각각 한 개씩의 차폐문을 설치하 다.

QAD-CGGP 및 MCNP-4C 코드를 이용하여 핫셀의 차폐 안전성을 평가한 결

과, 감마선에 의한 선량율은 QAD-CGGP 및 MCNP-4C 계산결과가 잘 일치 하

으며, 중성자에 의한 선량율은 감마에 의한 선량율의 20 % 이하인 것을 알 수 있

었다.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을 위한 핫셀의 선량

율은 감마선에 의한 향이 대부분이며, 중성자에 의한 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따라서 두꺼운 중량콘크리트를 차폐체로 사용할 경우, MCNP 코드를 

이용하여 믿을만한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시간과 계산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므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핫셀시설

의 경우 수십 %의 안전 여유도를 고려한다면, 간단한 QAD-CGGP 코드 계산에 

의한 감마선 향 평가만으로도 차폐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QAD-CGGP코드의 더욱 정확한 계산 결과치를 얻기 위하여 중량콘크리트에 대한 

축적인자 고려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체 모형을 이용하여 작업

자에 대한 정확한 유효선량을 구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핫셀의 차폐벽에 대한 선량 평가 결과, 핫셀의 각 구역에 대한 선량은 핫셀 설

계 기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본 결과는 핫셀 시설을 보강

하기 위한 상세 설계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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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6. Radiological design of hot cel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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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조 안전성

가. 개요

실증시설로 활용하게 될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은 주 구조물과 핫셀 구조물

로 구성되어 있다.  핫셀 구조물은 중량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고, 주 구조물은 

일반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다.  구조물의 주 구조체는 box wall system으로 구

성되어 상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은 내력벽 및 일부 기둥이 지지하고 측면에서 작

용하는 횡력은 슬라브 판의 diaphragm 현상에 의해 전단벽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예비핫셀의 구조물은 현재 중량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증시설의 설계에서

는 예비핫셀의 일부분을 개조 및 보완하는 것으로 설계하 다.

따라서 실증시설의 구조안전성 평가에서는 IMEF 건물에 기 적용된 구조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 다.  기존 IMEF 전체 구조물에 대

한 구조해석은 기존 구조계산서인 “Dynamic Analysis & Static and Dynamic 

Design for IMEF Building (EF-E-2420- DC-H101/102)"에 의해 구조적 건전성

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본 구조해석은 지하층의 예비 핫셀의 일부 변경부분

에 따른 구조건전성을 검토하 다.

나. 규격 및 표준

조사재시험시설 핫셀 구조물에 대한 구조설계에 적용된 규격 및 표준으로

는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ISI) 1968, American Society for 

Mechanical Engineers (ASME) 1989,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1989,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 318-830 및 349-80 

등의 미국의 기준과 한국건축 관련법규 1989, 건축구조 설계기준 (건설부) 1988,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97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988 및 한국공업규격 (KS) 

1989 등의 국내기준을 적용하 다.

다. 설계하중

구조설계에서는 정상가동 및 사고 시 구조물에 작용하는 자중, 활하중 및 

지진하중을 설계하중으로 적용하 다.  고정하중(D)은 구조물 및 기기, 배관, 케이

블 선반(Cable Trays) 등의 자중을 포함한다.  구조물에 장착된 기기에 대하여 기

본적으로 배관이나 케이블 선반의 고정하중 0.8 t/㎡를 가산하여 고려하 다.  활

하중(L)은 IMEF에서 사용중이 padirac 수송용기 등 이동 가능한 기기 및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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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하중을 해당 층에 대하여 적용 는데, 핫셀작업구역은 5.0 t/㎡, 핫셀 서

비스구역은 2.0 t/㎡으로 적용하 다.  실증시설의 구조 안전성 평가에 적용된 설

계하중은 다음과 같다.

(1) 고정하중(D)

(가) 고정하중

고정하중은 구조물 및 기기, 배관,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등의 자

중을 포함하 다.  구조물에 장착된 기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배관이나 케이블 

선반의 고정하중 0.8 t/㎡을 가산하여 고려하 다.

(나) 장비하중

Table 3-4-7-1. Equipment load

장 비 명 칭 하 중

Neutron Counter 0.5 t(가정치)

Slitting Machine 0.05 t

Vol-Oxidizer  0.15 t

Off-Gas Treatment Facility 0.2 t

metalizer  0.6 t

Smelter  0.1 t

Molten Salt Receiver  0.15 t

Radiation Shielding Window(001-003) 10 t/set

Radiation Shielding Window(004-005) 8 t/set

Manipulator 3.2 t(가정치)/set

Rear Door for Maintenance Cell 9.7 t/set

Rear Door for Process Cell 15.5 t/set

Storage Vault (A) 9.5 t

Storage Vault (B) 9.6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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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닥 및 벽체 하중

Table 3-4-7-2. Floor and wall load

항 목 하 중

지붕 670 ㎏/㎡

일반층 바닥 660 ㎏/㎡

1층 바닥 1,150 ㎏/㎡

외벽체 530 ㎏/㎡

내벽체 360 ㎏/㎡

(2) 적재하중(L) 

적재하중은 padirac 수송용기(cask) 등 기타 이동 가능한 기기 및 구조

물에 대한 하중을 해당 층에 대하여 적용하 다.  다음은 안전성 평가에 고려된 

최소 설계활하중이다.

Table 3-4-7-3. Minimum design live load

항 목 하 중

레일하중 0.075 t/㎡ 또는 0.01 t/㎡

핫셀작업구역 5.0 t/㎡

핫셀서비스 구역 2.0 t/㎡

지붕 0.13 - 0.18 t/㎡

일반층 0.5 t/㎡

(3) 충격하중

크레인이나 기타 장비등에 의한 충격하중은 기존 보고서인 “Dynamic 

Analysis & Static  & Dynamic Design for IMEF Building(EF-E- 

2420-DC-H101/102)”에 포함되어 있다.  지하의 예비 핫셀에 대해서는 충격하중

은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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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하중

풍하중은 일반적으로 다목적연구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3장이나 

ANSI A58.1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산정되나 본 IMEF 건물과 같은 R.C 구조물

에서는 풍하중에 의한 향은 미미하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5) 지진하중 

IMEF 건물은 내진 1등급 건물이다.  내진 1등급 건물은 SSE 상태에서

도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또한 OBE 상태에서 탄성한계 내에서 견디도록 설계

되어 있다.  구조해석시 수평 수직 가속도는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하 으

며, 각 지진에 대한 지진 가속도는 “Dynamic Analysis & Static & Dynamic 

Design for IMEF Bulding(EF-E-2420-DC-H101/102)”에서 적용된 지진하중을 적

용하 다.

(가) 안전 정지 지진하중 (SSE)

- SSE 에 대한 최대 수평 지반 가속도 :  수평 0.2 g

- 감쇠계수는 R.G. 1.61을 적용

(나) 운전 기준 정지 하중 (OBE)

- OBE 에 대한 최대 수평 지반 가속도 : 수평 0.1 g

- 감쇠계수는 R.G. 1.61을 적용

라. 하중조합 

하중조합은 SRP(Standard Review Plan) 구조물에 따라 아래 Table 

3-4-7-4과 같이 적용하 다.

마. 재료 물성치

실증시설의 구조 안전성 평가에서 사용한 구조용 재료에 대한 기계적 물

성치는 Table 3-4-7-5와 같이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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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7-4. Load combination for structure material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철골 콘크리트 참고

U

U

U

U

U

U

U

=

=

=

=

=

=

=

1.4D+1.7L

1.4D+1.7L+1.9E

1.4D+1.7L+1.7W

D+L+E'

1.4D+1.7L+T

1.4D+1.7L+1.9E+

T

D+L+E'+T

S

S

S

1.6S

S

S

1.6S

=

=

=

=

=

=

=

D+L

D+L+W

D+L+E

D+L+E'

D+L+T

D+L+E+T

D+L+E'+T

D

L

E'

E

W

T

S

U

:

:

:

:

:

:

:

:

고정하중

활하중

SSE에 의한 하중

OBE에 의한 하중

풍하중

온도하중

탄성설계시 요구되는

철구조물의 단면 강성

극한강 설계시 요구되는

철근 콘크리트 단면 강성

Table 3-4-7-5. Structural material properties

구  분 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선팽창계수

콘크리트
일반콘크리트 압축강도 240 2.3×105 0.167 1.0×10-5

중량콘크리트 압축강도 350 2.7×105 0.167 1.0×10-5

강재

철  근(SD40) 인장강도 4000 2.1×106 0.3 1.2×10-5

구조용강재

(SS400)
항복강도 2400 2.1×106 0.3 1.2×10-5

- 콘크리트의 강도는 원주형 공시체의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산정시 비중은 2.3 t/㎥으로 한다.(KCI-USD 

3.4.3)

• Ec = 15000 (fck) 0.5 ㎏/㎠  (fck ≤ 300 ㎏/㎠ )

• Ec = 10500 (fck) 0.5 + 70000 ㎏/㎠  (fck 〉 300 ㎏/㎠ )

- 각 재료의 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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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조해석

구조해석의 목적은 지진을 비롯한 설계하중에 대하여 조사재시험시설 건

물이 구조적 안전성을 갖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IMEF 건물은 내진범주 

1등급의 원자력 구조물이므로 지진 해석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내진해석은 범

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SAP2000을 사용하여 IMEF 건물을  스프링 지점을 갖는 

3차원 유한요소 모델로 모델링하여 평가하 다.  IMEF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벽

체와 슬래브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박스형태의 구조물로서, 핫셀 구조물은 방사선 

차폐를 위하여 두꺼운 벽체로 구성되어 있어 질량과 강성이 매우 크다.  Fig. 

3-4-7-1는 구조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IMEF 건물 전체의 3차원 유한요소 모델

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3-4-7-2는 Fig. 3-4-7-1의 전체 모델에 포함된 IMEF 

건물 내부의 실증시설을 나타내는 것이다.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전체 절점수는 

1,431개이며, 1,887개의 삼각형과 사각형 셸(shell) 요소를 사용하여 벽과 바닥 및 

슬래브 등을 모델링 하 고, 기둥은 빔(beam)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다.  구

조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2차 구조체인 조적벽체나 칸막이 벽체가 설치된 곳에는 

적정한 하중과 질량을 고려하여 해석하 다.  무거운 장비나 차폐도어 같은 큰 중

량물은 구조해석시 적절한 절점에 집중질량으로 고려하 다.

구조체 모델시 그리드 면적의 50 % 이상이 개구부를 갖는 부분은 완전한 개구

부로 모델을 단순화하 으며, 모델 그리드 면적의 50 % 이하의 개구부는 전체면

적에 대해 등가의 강도를 갖는 두께로 계산하여 모델링 하 다.  이러한 방법은 

건물의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Los Alamos Technical 

Assiates. Inc.에서의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Seismic Analysis of 

the FMEF Process Building"에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 다.  구조해석시 응답스

펙트럼 응력해석은 수평성분은 IMEF 건물의 설계시 적용된 KMRR의 응답스펙트

럼 곡선(USNRC Regulatory Guide 1.60 & CANS-N 298 3, M 81)을 적용하 고, 

수직성분은 ASCE(Structural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lant Facilities)의 

응답 스펙트럼 곡선을 적용하 다.  이 응답 스펙트럼은 OBE 상태에 대해서 수

평방향은 0.1 g, SSE 상태에서 수평방향 0.2 g를 적용하 다.  모델에서 감쇄율은 

OBE 상태에서 0.04, SSE 상태에서 0.07이다.

구조해석결과 140차 모드까지의 고유진동수는 5.0 Hz ∼ 36.9 Hz의 범위 안에

서 나타났으며, 누적참여질량비율은 91.97 %로 계산되었다.  구조물의 변위는 전

체적으로 gravity load case에 의해 지배적으로 발생하 다.  전체 구조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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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변위는 수직변위가 22.9 mm, 수평변위가 10.0 mm가 발생하 다.  따라서 인

접 건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하나로 건물의 안전성분석보고서

(KAERI/TR-710/96)에 제시된 원자로건물 4.9 mm, 동위원소 생산건물 7.9 mm로

서, 이들 인접건물과 IMEF 건물의 최대 변위와의 합인 14.9 mm, 17.9 mm가 모

두 인접한 건물과의 이격거리 제한치인 50 mm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갖는 작은 

값을 나타내, IMEF 건물이 지진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부재응력(member stress)에 대해서는 설계하중을 적용하여 SAP2000 프

로그램으로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극한강도 설계에 대한 하중조합을 통해 얻어진 

값들을 지하층 예비핫셀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슬래브, 벽체, 바닥 기초판에 대한 

최대값을 Table 3-4-7-6에 제시하 다.  Table 3-4-7-6에서 제시된 M11, M22 

는 셸(shell) 요소의 1축, 2축 방향의 moment를 의미한다.  Fig. 3-4-7-3은 실증

시설 전면 벽에 발생하는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3-4-7-4는 실증시설 

천정벽에 발생하는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실증시설의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구조계산서(ACP-TGE-01-001)에 제시되어 있다.  적용된 

하중에 대해서 해당 기준에 대한 구조 검토 결과 기존벽체에 차폐보강으로 인하

여 하중증가에 대해 충분히 구조물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특히, 원자력 관련 

구조물이 내진 1등급임을 고려하여 지진해석 결과 핫셀의 벽체 및 슬래브의 기 

설계된 부재력의 구조물이 안전함을 확인하 다.

Table 3-4-7-6. Maximum stress

NAME
THK.

(mm)

M11 M22

LOAD

CASE

Shell 

No.

Max.

(t.m)

LOAD

CASE

Shell 

No.

Max.

(t.m)

SLAB 700 CLCB3 226 12.54 CLCB3 779 8.94

M-A 벽체 800 CLCB3 339 7.59 CLCB2 336 22.06

N-1 벽체 900 CLCB2 26 12.38 CLCB3 35 48.51

13-2 벽체 800 CLCB3 391 9.43 CLCB3 1 51.61

HOT CELL 내부 

벽체
800 CLCB2 680 4.21 CLCB2 679 17.27

15-A 벽체 800 CLCB3 327 6.25 CLCB3 325 21.25

바닥 기초판 1200 CLCB3 614 38.74 CLCB3 642 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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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1. FEM model of the IMEF Building.

Fig. 3-4-7-2. Detail model of the ACP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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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3. Stress contour of ACP hot cell front wall.

Fig. 3-4-7-4. Stress contour of ACP hot cell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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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인허가

1. 개 요

조사재시험시설의 예비핫셀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로 개조하여 활

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반 한 인허가 서류를 제

출하여 과학기술부에 제출하면 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원자력안전기술

원(KINS)의 기술적 평가를 통하여 시설의 설계내용과 시설운 이 안전한지를 확

인하는 심사과정을 거쳐 과학기술부로부터 허가를 획득하여야 비로서 핫셀 개조 

및 장비 설치를 위한 건설공사가 가능하다.  설계 및 공사와 인허가 업무의 상호 

연계를 나타내는 업무 flow를 Fig. 3-5-1-1에 표기하 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은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게 되므로 독립시설

일 경우는 원자력법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이 핵연료주기사업으로 구분되어 있

으므로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운 (원자력법 제43조)에 준하는 시설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시설의 

경우 기존에 인허가를 획득하여 현재 운  중에 있는 조사재시험시설의 일부이고, 

유틸리티 및 일부시설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인허가 주무 부처인 과

학기술부(원자력 안전과) 및 KINS(안전규제부 규제2실)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재

시험시설의 건설, 운 의 변경허가 형태로 신청하기로 하 다.  조사재시험시설은 

현재 연구소가 운  중에 있는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와 함께 ‘하나로’ 부속시설로

서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운 (원자력법 제33조)에 준하여 인허가를 

득하 다.  따라서 조사재시험시설 내에 추가되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은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보완과 관련한 건설, 운  변경허가’로 인허가를 신청

하 다.

KINS의 심사과정에서 본 시설의 인허가 심사 주관부서가 당초 인허가 변경 신

청시 주관부서인 규제1실에서 규제2실로 변경되고, 담당 PM이 바뀌었으며, 2차례

의 설명회와 3차례에 걸진 심사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쳐 현재 심사를 완료하여 

시설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본 절에서는 인허가 신청 내용과 KINS로부터 접수

된 기술적 질의 내용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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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1. The work flow diagram for licensing linked with design 

& construction of ACP hot cel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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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허가 신청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을 위한 인허가 신청서류를 2003년 10월 02일

에 제출하 다.  (제출된 공문 : 핵주재 712-2619,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보완과 

관련한 건설, 운  변경허가 신청’)  제출된 인허가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변경 내용 및 변경사유

-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 내용(11.4. 조사재시험시설)

- 운 기술 지침서 변경 내용

3. 인허가 심사

인허가 신청 후 KINS의 요청에 의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사업설

명회를 2003년 11월 03일에 KINS 회의실에서 KINS PM 및 분야별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 으며, 이후 4차례의 심사질의서를 접수하고 답변서를 제출

하 다.

가. 1차 심사 질의서 접수 및 답변

KINS로부터 1차 질의서를 2003년 11월 07일(공문: 규이 0312-746, ‘하나

로 건설, 운  허가 변경신청서에 대한 질의서’)를 접수하 으며, 질의 내용은 구

조 분야 3건, 기계설비 분야 7건, 방사선평가 분야 9건, 계통평가 분야 3건, 기타 

분야 1건 등 총 23건이었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2003년 11월 20일(공문: 핵주

재 712-3089, ‘하나로 건설, 운  허가 변경신청서에 대한 질의서 답변서’)에 제출

하 다. {별책 ‘하나로 조사재 시험시설 보완 관련 건설․운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질의답변서’ 참조}

나. 2차 심사 질의서 접수 및 답변

KINS로부터 2차 질의서를 2003년 12월 09일(공문: 규이 0312-839, ‘하나

로 건설, 운  허가 변경신청서에 대한 2차 질의서’)를 접수하 으며, 질의 내용은 

기계설비 분야 2건, 환기설비 분야 1건 등 총 3건이었으며, 추가로 2차 보완질의

서를 2003년 12월 12일(공문: 규이 0323-860, ‘하나로 건설, 운  허가 변경신청서

에 대한 2차 보완질의서’)를 접수하 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2003년 12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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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공문: 핵주재 712-3436, ‘하나로 건설, 운  허가 변경신청서에 대한 2차 질의

답변서 및 보완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제출하 다. {별책 ‘하나로 조사재 시험시

설 보완 관련 건설․운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2차 질의답변서’ 참조}

다. 3차 심사 질의서 접수 및 답변

KINS로부터 3차 질의서를 2004년 01월 26일(공문: 규일 0323-58, ‘하나로 

건설, 운  허가 변경신청서에 대한 3차 질의서’)를 접수하 으며, 질의 내용은 구

조 분야 3건 이었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2004년 02월 04일(공문: 핵주재 

712-271, ‘하나로 건설, 운  허가 변경신청 관련 3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 

제출하 다. {별책 ‘하나로 조사재 시험시설 보완 관련 건설․운  변경허가 신청

에 대한 3차 질의답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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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연구 및 실적물 관리시스템 구축/운

1. 서버 구축의 배경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는 현재 여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

료의 장기적인 처리 문제에 관하여 좀더 효율적인 저장 방법의 방안으로 ‘사용후

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을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연구소 

부지내의 ‘조사재시험시설(IMEF)’ 지하에 공정개발을 위한 핫셀을 새롭게 설계․

건설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설을 건설함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양의 건

축 도면 및 관련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최근 

주요 업무수행 내용들이 컴퓨터로 저장․관리되므로 이러한 자료들의 백업의 중

요성도 함께 부각됨에 따라 이를 위한 서버를 구축하여 운 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새로운 운 체제인 Microsoft Windows 2003 Server와 부서원들 간의 효율

적 업무관리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Microsoft Project 2002,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쉽게 접속가능한 Web 환경에서의 업무내용 교환를 쉽게 해주는 Microsoft 

Sharepoint Team Services 2.0으로의 업데이트를 완료하여 연구업무 수행에 도움

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 서버의 구성

가.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구성

일반 Personal Computer 제품으로 Internet 연결이 가능해야 함

나. 서버 하드웨어 구성

- CPU : 인텔사의 Xeon CPU Duel 시스템

- Motherboard : Xeon CPU 용 Tyan Dual CPU Board

- Data Storage : 36 GB SCSI Type HDD 2개, 68 GB SCSI Type 

HDD 1개

다. Server 시스템 자료백업 장치 

- IEEE 1394 시리얼 인터페이스 사용 movable E-IDE hard disk

- Re-writable CD Driver

- Movable USB hard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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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설치

- 운 체제 : Microsoft 2003 Server Standard Edition

- 업무관리 프로그램 : Microsoft Project 2002 Server

- Database 프로그램 : Microsoft SQL Server 2000

- Web을 통한 연구과제물 관리 프로그램 : Microsoft Sharepoint 

Team Services 2.0

3. 서버 운 체제

가. Windows 2003 Server의 특징

- Windows 2003 Server는 외관상으로는 Windows XP와 비슷하고 기

능상으로는 Active Directory의 안정성과 기능을 개선하 다.

- 기존의 Windows 2000 Server를 업그레이드하 을 뿐 아니라 새로이 

부각되는 .NET frame work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구성 요소 서비스

를 지원한다.

- Windows 2003 제품군에는 클라이언트용 제품이 없다.

- Active Directory의 쉬운 접근으로 서버 그룹관리가 쉬워졌다.

- 상호 인증 및 인증서 관리자를 통해 보안정책이 훨씬 강화되었다.

- 도메인 컨트롤러를 통하여 광대네트워크(WAN)내에서의 원격 로그인

이 훨씬 간편하여 클라이언트들의 활용성이 증대되었다.

- Microsoft .NET 연결기술을 기반으로 XML 웹서비스를 개발, 배포 

및 실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클러스터 내의 노드 업그레이드를 오프

라인 상태가 아닌 온라인 상태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시스템의 새로

운 변화에 상관없이 전원을 껐다가 켤 필요성이 없어 중단없이 운

해야하는 서버의 신뢰성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 새롭게 향상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IIS) 6.0은 인트라넷, 인터넷 또는 

엑스트라넷을 통해 안정성, 확장성, 보안 및 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통합 웹 서버 기능을 제공한다.

- ASP .NET 과 IIS 를 통합시켜 프로그램 개발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언어(프로그램 개발 Language)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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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버 시스템

가. 연구관리 시스템

(1) 연구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보완/구축

2000년부터 사용되어왔던 Microsoft Project 2000 및 2000 Central은 대

과제 내 세부과제들의 다중 연구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으로 별다른 불편 없이 사

용되어 왔으나, 연구과제의 각 참여자들의 실적물들을 관리시스템과 연동할 수 없

는 등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 더 효율

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다중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로 Microsoft 사에서 2002

년 8월에 발표한 Project 2002 Professional 및 Project 2002 Server를 과제연구관

리 업무에 적용하 다.  Project Server는 Project 2000 Central과 마찬가지로 

Microsoft Project Standard와 Microsoft Project Professional로 대표되는 client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과제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과제 구성원들의 공동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새롭게 Microsoft Project 

Web Access라는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Microsoft Project 

Server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들은 연구과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

게 입력하고 저장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특징

(가) 실시간 업데이트

서버 운 에 대한 주된 역할을 하는 과제책임자는 과제 구성원 개인

에게 개인별작업을 배정하고 구성원들은 본인의 작업처리 상황을 서버에 실시간

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과제의 진행에 따라 최신의 정보가 프로젝트에 입력된다.  

또한 과제책임자는 자신이 원하는 형식의 프로젝트 상황 보고서 양식 한 부를 작

성하여 구성원들에게 일괄적 배분을 하여 각 구성원들의 보고서를 업무계획에 따

라 최종적으로 쉽게 종합할 수 있다.

(나) 복제 프로젝트

Microsoft Project Server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복제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원본 프로젝트에는 전혀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

서 과제 연구 진행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프로젝트 수행 비용 및 일정을 계산하고 과제 참여원의 가상적인 인적자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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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여 원본 프로젝트와의 비교를 통해 원본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을 바람

직하게 유도한다.

(다) 과제 구성원의 작업

과제 구성원은 과제 책임자가 자신에게 배정한 작업 배정을 검토하

여 그에 대한 답변을 보내고 완료한 작업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과제 책임자에

게 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작업이 필요할 시에는 창의적으로 새 

작업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과제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고 이를 원래 과제 계획 

파일에 수정 및 통합시킬 수 있다.  과제 구성원은 Microsoft Project Server 관리

자(Administrator)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본인에게 배정된 작업은 물론, 과

제 전체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볼 수 있으며 Gantt 차트 메뉴에서 관심있는 작업을 

그룹화, 정렬, 필터링하여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

(라) 과제 책임자의 작업

과제 책임자는 과제, 작업 및 과제 참여원 정보를 검토하여 과제 전

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직접 Microsoft 

Project Server 정보에 액세스하여 과제 구성원들과 쉽게 과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Microsoft Project Web Access에 직접 액세스

하여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과제 구성원도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Microsoft Project Web Access 페이지에 표시된 정보에 액세스하고 답변을 보낼 

수 있다.  Microsoft Project 또는 Microsoft Project Web Access에 Microsoft 

Project Server의 정보를 표시하려면 인증 방식에 따라 ID와 암호가 같은 로그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마) 상황 보고서

Microsoft Project Server를 사용하여 만든 상황 보고서는 과제 구성

원이 Microsoft Project Web Access에서 작업 상황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폼 형태이다.  작업 업데이트와는 달리 과제에 대한 수치 정보가 포함되

지 않아 이를 사용하여 과제수행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없으며 과제 달성도, 목

표, 주요 문제 및 과제 구성원의 작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소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상황 보고서는 조직 내의 다

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모든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중앙 서버에 게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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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과제 구성원의 개별 보고서를 과제 전체에 대한 상황 보고서 하나에 통합

할 수도 있다.  효율적인 작업 상황 보고를 위해서 과제 책임자는 상황 보고서의 

내용 부분을 정의하고 과제 구성원이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 간격을 

지정하여 구성원들이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Microsoft Project

에서 직접 상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지만 Microsoft Project Web Access에서

는 제출된 상황 보고서를 검토만 할 수 있다.

(바) 작업 위임

Microsoft Project Web Access를 사용하는 과제 구성원들은 프로젝

트의 진행 계획상의 변경이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작업을 서로 위임할 수 있다.  

작업 위임에 참여할 해당 구성원들은 과제 책임자의 승인하에 작업에 대한 상황

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 위임 받은 구성원은 작업에 대한 최종적인 완료

를 수행해야 한다.

(사) 작업 관리

Microsoft Project Server를 통해 Microsoft Project와 Microsoft 

Project Web Access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과제 책임자와 과

제 구성원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작업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과제 책임자가 Microsoft Project Server에 작업 배정을 게시하면 과제 구성원은 

Microsoft Project Web Access의 작업표를 사용하여 이 작업 배정을 검토하고 

배정된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작업표에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 작업 정보를 변경

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  과제 구성원이 업데이트된 작업 정보를 보내면 과제 

책임자는 작업 진행 상황이나 변경 사항을 Microsoft Project에 통합하는 한편 업

데이트 및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내도록 과제 구성원에게 요청하고, 해당 날

짜 전에 과제 구성원에게 미리 알림을 보냄으로써 프로젝트 진행 일정이 원만하

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

(아) Microsoft Outlook과의 연계

과제 구성원은 Microsoft Project Server를 사용하여 Microsoft 

Outlook 항목을 통합할 수 있으며 Microsoft Project Web Access 작업표에서 

Outlook 약속 있음 및 부재 중 달력 항목을 통합하고 휴무 시간 항목의 일부 또

는 전체를 과제 책임자에게 보내어 과제 책임자가 Microsoft Project에서 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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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Microsoft Project Web Access 보기를 업데이

트하고 Outlook에 있는 상황 보고서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Outlook 디지털 대

시보드에 Microsoft Project Server의 Web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전자 메일을 통한 Project Server 접근

Microsoft Project Server의 프로젝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는 과

제 구성원이 있을 경우 Microsoft Project에서 지원하는 MAPI 기반 전자 메일 통

신 시스템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전자 메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에 대

한 기본 정보를 교환하고 작업을 배정하고 업데이트된 작업 정보를 과제 계획에 

통합시킬 수 있다.

(3) 시스템 구성/구축

Microsoft Project Server를 중심으로 구성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 

연구관리 시스템은 다음 Fig. 3-6-4-1과 같다.

Fig. 3-6-4-1. Research management system of 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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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관리 시스템의 활용

연구관리 시스템이 보완 및 구축된 다음 각 세부과제 및 대과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연구관리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세부과제 별로 Project 

2002 professional clien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과제별 계획을 작성한다.

(가) 과제별 연간 과제수행 계획 챠트 및 다이어그램

Fig. 3-6-4-2는 각 과제별 연간 과제수행 계획을 Gantt 차트형식으

로 나타내어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보여지는 화면이다.  

Fig. 3-6-4-3은 각 과제별 과제수행 계획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데 사용자가 해

당 항목들을 임의의 위치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창의적인 계획을 수

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 인원배정 현황 그래프 및 과제원 정보관리 화면

Fig. 3-6-4-4와 같이 과제내에 속에 있는 구성원들의 인적 자원을 

기간별로 배분할 수 있는 인원배정 현황을 제공하여 업무의 추진계획과 연계시켜 

적정한 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원 배정뿐만 아니라 Fig. 3-6-4-5

와 같이 해당 인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도 관리하여 과제 진행에 따른 업무

배분 적용범위와 함께 해당 인원들의 급여 관리까지도 도와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부 계획들을 Project 2002 Server 시스템에 게시하여 종합

적인 과제 계획을 완성하게 된다.  Fig. 3-6-4-6은 사용자가 웹에 로그인하면 나

타나는 화면으로써 각 세부과제별 업무 업로드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그림

에서 보듯이 각 세부과제에서 작성 후 서버에 게시된 연간 과제계획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부과제 계획을 각 과제 참여원들이 서버에 로긴하여 참여원 자신

의 연구활동 및 여러 가지 활동에 따른 실적물 문서들의 공유를 업로드 할 수 있

고, 업로드된 각 실적물 및 공유자료들은 참여 과제원들 모두가 참조할 수 있도록 

보안 설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각 참여원들이 해당 과제 책임자에게 과제에 대

한 할당된 업무의 의견 및 새로운 작업에 대한 작성도 수행 할 수 있으며, 작성 

후 과제 책임자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승인된 과제업무는 자동으로 기존의 

계획에 첨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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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2. Gantt chart for annual project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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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3. Diagram for project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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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4. Human resources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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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5. Staff information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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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6. Uploading of sub-project plan to th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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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적물 관리 시스템

(1) Microsoft SharePoint Team Services 2.0프로그램의 특징

Windows SharePoint Team Services는 정보 공유 및 문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과 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웹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엔진이며 Windows SharePoint Team Services는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에서 제공하는 핵심적인 정보 작업자 인프라이며 Microsoft Office System 

및 기타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에 팀 서비스와 사이트를 제공하고 응용 프로그

램 개발 플랫폼의 역할도 수행한다.  SharePoint 사이트로 인해 파일 저장소는 파

일 저장에서부터 정보 공유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SharePoint 사이트는 또한 팀 공동 작업을 위한 커뮤니티를 제공하

여 사용자가 문서, 작업, 연락처, 이벤트 및 기타 정보에 관련된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팀과 사이트 관리자가 사이트 콘텐트 및 작업을 

쉽게 관리할 수 있어 사용하기 쉽고 유연한 응용 프로그램의 구축, 관리와 개발을 

위해 설계되었다.

(2) 프로그램 업데이트 내용

SharePoint 버전 1.0에 비해 두 번째 버전은 팀 및 모임 사이트를 만들

고 Office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라이브 문서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Microsoft Office System과의 통합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다.  새로운 

버전은 조직에서 고급 사용자 프로필 기능을 사용하여 조직의 인트라넷 및 익스

트라넷 포털 환경을 사용자 설정 및 사용자 지정하도록 하고, 하나의 통합된 포털 

보기로 SharePoint 사이트를 통해 내부 및 외부 팀 구성원과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 제공된 Microsoft BizTalk Server와의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구성하기 쉬운 웹 파트를 사용함으로써 기간 업무용 응용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액세스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업데이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문서 라이브러리

Fig. 3-6-4-7은 일반적인 문서 라이브러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좌측 메

뉴의 ‘모든 문서’ 보기 상태에서의 모습으로 문서에 대한 제목 및 파일의 종류(아

이콘으로 구분)와 파일에 대한 최종 정보(날짜, 사용자, 파일크기)를 함께 보여준

다.  임의의 파일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콤보박스 형태의 화살표가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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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아래 Fig. 3-6-4-7처럼 확장 기능을 위한 팝업 메뉴가 실행된다.  팝업 

메뉴의 기능 중에 새로운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서에 버전을 부여함으로써 

문서가 새롭게 저장되어질 때마다 백업 파일을 저장하여 문서의 안전성을 확보하

고 또한 문서의 수정사항에 대한 history를 남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서에 

Check 기능을 부여하여 한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Check-In 하고 문서를 편집중

일 때에는 다른 사용자가 그 문서를 덮어쓰기나 기타 다른 편집을 할 수 없게 하

는 것이다.  기존의 Check-In 했던 사용자가 문서 작업을 다 마치고 난 후에 

Check-Out을 하여야 다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러 사용자가 문

서를 동시에 편집할 수 없게 하여 문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그러나 

Check 기능은 문서의 동시 편집에 대한 기능이므로 여러 명이 동시에 복사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다.

Fig. 3-6-4-7. Document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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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ffice 2003 패키지 내의 Infopath 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면 문서를 

업로드할 시에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업로드시킬 수 있다.  Fig. 3-6-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일의 저장위치를 윈도우 탐색기 형태의 폴더 구조로 찾아 갈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며 해당 폴더에서 업로드시킬 파일들을 체크한 후 ‘저장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또한 현재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는 문서 라이브러리의 목록을 Excel과 같은 데

이터시트로 Fig. 3-6-4-9처럼 내보내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4) 그림 라이브러리

 Fig. 3-6-4-10처럼 그림 라이브러리를 새롭게 추가하여 디지털화 된 

그림파일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그림 및 사진 자

료들을 과제원간에 자유롭게 게시 및 확인할 수 있어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Fig. 3-6-4-8. Uploading of plural documents to th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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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9. Exporting document library list to data sheet.

Fig. 3-6-4-10. Pictur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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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 참여원 연락처관리

연구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제

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기본적인 연락처와 함께 사용자가 원하는 

컬럼을 추가하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

한 기능들을 모두 적용할 수 있어 Fig. 3-6-4-11처럼 데이터시트 편집과 

Microsoft Outlook으로 연락처 내보내기 및 Outlook으로부터의 연락처 가져오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6) 업무일정 관리

업무관련 일정을 각 이벤트별로 관리하여 목록형태와 날짜단위(일, 주, 

월)로 나타내어 전체적인 업무 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

다.  Fig. 3-6-4-12의 메뉴바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일정을 원하는 옵션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사무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Microsoft Outlook의 일정관리부분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쉽게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7) 토론 및 게시판

게시판 기능을 개선하여 특정한 논의 사항에 대하여 과제원들간의 의견

을 게제하며 게재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당 항목 아래에 리플할 수 있어 논의 

내용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전 버전에서는 텍스트로된 게시 만 

게재할 수 있었으나 새 버전에서는 html형식의 도 가능하며 파일과 그림도 업

로드할 수 있다.

(8) 설문조사

설문조사 기능은 과제 참여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운 의 방

향을 정하려 할 때 모든 과제원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한다.  당

면한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여러 단계에 걸쳐 작성할 수 있으며 과제원들의 설문 

결과를 막대 그래프 형태로 비주얼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빠른 과제운  방향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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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11. Managing staff information with MS Outlook.

Fig. 3-6-4-12. Managing project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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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eb Part

새롭게 등장한 Web Part 기능으로 보다 역동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가

능해졌다.  Web Part는 특정한 기능을 가진 모듈 개념으로써 Web Part기능을 제

공하는 서버로의 자동 연결을 통해 실시간적인 데이터를 문자 및 그래픽으로 보

여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임의의 위치로 이동도 가능하다.  Fig. 3-6-4-13은 

Smater 서버의 초기 화면으로써 뉴스와 날씨 정보에 관한 Web Part 기능을 보여

준다.

Fig. 3-6-4-13. Web Part.

다. 공유폴더를 통한 백업시스템

분산된 PC 환경에서 각 과제 참여원들의 중요한 실적물 및 자료들을 성

능이 입증된 SCSI 방식의 서버 디스크 내에 직접 백업함으로써 개인별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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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백업 시스템을 확보하지 않고도 신뢰성 있는 자료백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사용 시스템은 연구관리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서버)을 사용하며 접속방법은 

client 컴퓨터 운 체제인 윈도우의 탐색기 프로그램 메뉴 중에서 ‘도구’-‘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이용한다.  Fig. 3-4-6-14은 이 메뉴를 실행하 을 때 나타나는 

연결화면이며 ‘폴더’ 항목에 “\\smater\sf관리이용기술개발”을 입력한 후 ‘마침’을 

누르면 서버와의 접속을 시도하여 로그인 대화상자를 출력하는데 서버안에 허가

된 client의 ID와 비 번호를 입력하면

Fig. 3-6-4-15와 같이 서버에 미리 공유폴더로 지정된 ‘sf관리이용기술개발’ 폴

더가 client 컴퓨터의 새로운 드라이브로 인식되어 파일의 이동 및 기타 작업을 

마치 본인의 컴퓨터에서 하듯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제

원들이 속한 세부과제 폴더 내에 공적인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별 

폴더를 생성하여 신뢰성 높은 자료백업을 수행할 수 있다.

Fig. 3-6-4-14. Window for network conn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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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15. Final window of network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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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품질보증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법규에는 주요 원자력 관련 기간 시설들의 설계, 

건설 및 운 에 있어서 품질보증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적 규정

을 명시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여 과학기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보증조

직에 독립성을 보장해 주도록 원자력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소는 이들 

시설의 운 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을 원자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립 이행하여

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적용을 받는 원자력 시설로는 하나로와 핵연료주기시

험시설(조사재 시험시설, 조사후핵연료시험시설 및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등이 있

으며 앞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원자력 시설도 품질보증시스템을 적용할 의무가 있

는 것이다.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 1층에 위치한 예비핫셀을 보완하여 건조될 본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은 앞서 언급한데로 원자력법이 정하는 품질보증체

계 수립요구 시설의 부속시설이므로 실증시설과 직접 관련된 조사후 및 조사재시

험시설의 법적 요건에 따라 모든 품질보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소

의 품질보증체계, 조사후시험시설의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조사재시험시설의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를 검토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개발과 관

련한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하 다.

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개발 품질관리 체계 구축

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개발 품질보증계획서

(1) 조 직

본 장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하나로 부속시설

인 조사재시험시설에 보완 설치되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을 

위한 핫셀 보완시설(이하 ‘실증시설’이라 한다)의 설계, 건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요원과 조직의 권한, 임무 및 책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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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 Organization chart of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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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보증계획

본 장에서는 실증시설과 관련하여 품질에 향을 주는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 요건으로 적용될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절차서 등

의 개발과 품질에 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설계관리

본 장에서는 실증시설 건조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관리요건을 기술한다.

- 적용 규제요건 및 설계기준이 설계문서에 정확하게 반 되었는가의 여

부 확인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각 설계조작의 설계업무 한계 조정, 분류 및 관리

- 설계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발생, 배포 및 개정업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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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서류관리

본 장에서는 실증시설의 설계 및 건설과 관련하여 품질에 향을 주는 

업무와 관련된 품목 및 용역에 대한 규제요건, 설계요건, 기술요건 및 품질요건 

등이 구매문서에 적절히 반 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구매서류 관리 요건과 구매

시방서, 구매계약서 및 구매관련서류의 작성, 검토, 승인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

여 기술한다.

(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본 장에서는 실증시설의 설계 및 건설과 관련하여 품질에 향을 주는 

업무를 지침서, 절차서 및 도면 등에 적절히 기술하여 관련 업무가 이에 따라 수

행됨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서, 절차서 및 도면 등에 관한 관리요건에 대하여 기술

한다.

(6) 서류관리

본 장에서는 품질에 향을 주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이행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

여 제반 서류의 승인, 발행, 배포 및 폐기 등의 관리요건에 대하여 기술한다.

(7) 구매자재, 기기 및 용역의 관리

본 장에서는 실증시설의 안전성 품목의 자재, 기기 및 용역의 구매(하도

급 계약자를 통한 구매 포함)가 구매서류 요건과 일치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요건과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8) 자재, 부품 및 기기의 식별관리

본 장에서는 실증시설의 건설을 위한 조사재시험시설의 개조 및 보수 

업무활동과 관련된 자재, 기기 및 부품에 대한 식별 및 관리요건에 대하여 기술한

다.

(9) 특수작업의 관리

본 장에서는 실증시설의 특수공정 즉 용접, 비파괴 시험, 열처리 등과 

같은 특수작업이 자격 부여된 절차, 장비 및 요원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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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 사

 본 장에서는 실증시설의 장치제작과 건설 중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

무가 관련 문서에 일치됨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리요건에 대하여 기술한다.

(11)  시험관리

 본 장에서는 실증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이 

가동 중에 만족스러운 기능 보장을 위한 시험관리요건에 대하여 기술한다.

(12)  측정 및 시험기기의 관리

 본 장에서는 실증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품질에 향을 미치는 모든 

측정업무가 주기적인 검교정의 실시 및 적절히 관리된 계측기를 사용하여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요건을 기술한다.

(13)  취급, 저장 및 출하

 본 장에서는 실증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조사된 시료, 자재, 기기 및 

조립품 등의 세정, 취급, 저장 및 운송 등의 과정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일

반요건을 기술한다.

(14)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본 장에서는 실증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조사된 시료, 자재, 기기 및 

조립품 등의 세정, 취급, 저장 및 운송 등의 과정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일

반요건을 기술한다.

(15)  부적합 자재, 부품 및 기기

 본 장에서는 실증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품질에 향을 미치는 부적

합 품목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 품목의 관리에 관한 일반요건을 기술

한다.

(16)  시정 조치

 본 장에서는 품질에 악 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들을 식별하고 근본적

인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여 시정함으로써 적합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요건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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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품질보증 기록

 본 장에서는 품질에 향을 미치는 활동이 품질보증계획서 및 관련 절

차서 등에 따라 수행됨으로써 요구 품질이 만족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품질보증기록의 보존을 위한 일반요건을 기술한다.

(18)  감  사

 본 장에서는 품질보증계획의 효율성과 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

인, 평가함으로서 안정적 품질수준의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일반요건을 기술한다.

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개발 품질보증절차서

연구소가 작성한 주요 핵물질 취급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보증절차서

들 중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설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서들을 

선정하여, 실증시설에 적합한 품질보증절차서를 개발하 다.  차세대관리종합공정 

실증시설 품질보증절차서의 문서번호, 절차서명 및 개정번호는 Table 3-7-1-1과 

같다.

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용역 품질관리 체계

품질보증계획서의 18개의 기본 요구 사항 중 차세대관리종합공정 실증시

설 설계용역 특성에 적합한 품질요건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를 수행하 다.  품질

보증계획서의 18개 기본 요구 사항 중 Table 3-7-1-2에 표시된 9개 항목을 설계

용역 업무에 적용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하 다.  또한 설계

업무에 적용되는 실증시설 설계용역업체의 품질보증절차서 및 설계관리절차서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하여 실증시설 설계용역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 다.  실증시

설 설계용역수행 시 적용한 설계용역업체의 품질보증절차서 및 설계관리절차서 

목록은 Table 3-7-1-3과 Table 3-7-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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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1-1. Contents of documented procedure of experimental 

facilities for ACP

문서번호 절 차 서 명  개정번호 날   짜

QAP-BS- 2.3 교육 및 훈련 1 2001. 9.20

QAP-BS- 3.1 설계관리 0 2001.12.28

QAP-BS- 3.3 설계도면의 작성 및 관리 0 2001.12.28

QAP-BS- 4.1 구매서류 관리 2 2001. 9.25

QAP-BS- 6.1 서류관리 3 2001. 8.17

QAP-BS- 7.1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1 2002. 6.29

QAP-BS-10.1 검사계획의 수립 및 관리 0 2002. 6.29

QAP-BS-10.2 품질검사자 자격부여 0 2001. 1.18

QAP-BS-15.1 부적합사항 관리 2 2001.12.28

QAP-BS-16.1 시정 및 예방조치 3 2001.11. 9

QAP-BS-17.1 품질보증기록 0 2001. 7. 2

QAP-BS-18.1 품질보증감사 1 2001.11. 9

QAP-BS-18.2 감사자 자격부여 0 200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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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1-2. Application of quality assurance manual

품질보증계획서

적 용 여 부

적  용 비적용

1장  조직 ○

2장  품질보증계획 ○

3장  설계관리 ○

4장  구매문서관리 ○

5장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

6장  문서관리 ○

7장  구입품목 및 역무의 관리 ○

8장  부품의 식별과 관리 ○

9장  공정관리 ○

10장  검사 ○

11장  시험관리 ○

12장  측정 및 시험장비 ○

13장  취급, 저장 및 운송 ○

14장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

15장  부적합품목의 관리 ○

16장  시정조치 ○

17장  품질보증기록 ○

18장  품질보증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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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1-3. Contents of documented procedure of HYUNDAI 

engineering company

문서번호 문서명 개정번호 비고

NQAP- 1.1  품질보증 조직 및 업무분장 ○

NQAP- 1.2  품질보증요원 업무부여 및 자격관리 ○

NQAP- 2.1  원자력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

NQAP- 2.2  사업품질보증계획(품질시스템)의 평가 ○

NQAP- 2.3  품질보증 교육 및 훈련 ○

NQAP- 2.4  품질보증 감사자 자격부여 및 관리 ○

NQAP- 3.1  설계문서 품질검토 ○

NQAP- 3.2  설계품질 모니터링 ○

NQAP- 5.1  원자력품질보증절차서의 작성 및 관리 ○

NQAP- 5.2  품질관련 절차서의 검토 ○

NQAP- 7.1  공급업체 품질평가 및 자격관리 ○

NQAP- 7.2  공급업체 품질보증계획 검토 ○

NQAP-16.1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및 관리 ○

NQAP-16.2  중대품질위배사항 및 작업중지 ○

NQAP-18.1  품질보증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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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1-4. Contents of management procedure for nuclear design 

of HYUNDAI engineering company

문 서 번 호 문    서    명 개정번호

NDCP- 1 . 1  사업부서의 조직, 기능 및 책임 ○

NDCP- 1 . 2  사업수행 직위자 업무부여 및 자격관리 ○

NDCP- 1 . 3  사업수행요원의 서명 등록, 관리 ○

NDCP- 2 . 1  사업교육 및 훈련 ○

NDCP- 3 . 1  설계문서 승인권한 및 위임전결 ○

NDCP- 3 . 2  규격, 표준 및 참고자료 ○

NDCP- 3 . 3  설계기준서의 작성 및 관리 ○

NDCP- 3 . 4  도면의 작성 및 관리 ○

NDCP- 3 . 5  계통설명서 및 발전소 지침서 ○

NDCP- 3 . 6  기술규격서의 작성 및 관리 ○

NDCP- 3 . 7  설계계산서 작성 및 관리 ○

NDCP- 3 . 8  기술검토 보고서 ○

NDCP- 3 . 9  기자재 목록의 작성 및 관리 ○

NDCP- 3 10  분야간 설계검토 ○

NDCP- 3 . 11  설계 공유 역 관리 ○

NDCP- 3 . 12  설계 확인 ○

NDCP- 3 . 13  도면 변경 통보서 ○

NDCP- 3 . 14  설계 보류사항 관리 ○

NDCP- 3 . 15  공급자 및 현장 설계변경 요청서 ○

NDCP- 3 . 16  등록 기술자 관리 ○

NDCP- 3 . 17  설계 결함사항의 처리 ○

NDCP- 5 . 1  설계관리절차서의 작성 및 관리 ○

NDCP- 6 . 1  사업문서 화일링 ○

NDCP- 6 . 2  사업번호 부여 ○

NDCP- 6 . 3  사업문서 배포관리 ○

NDCP- 7 . 1  입찰 기술평가 ○

NDCP- 7 . 2  공급자 문서 검토 ○

NDCP- 11 . 1  전산프로그램 시험 및 관리 ○

NDCP- 15 . 1  공급자 부적합 보고서 검토 ○

NDCP- 17 . 1  사업기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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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개발 품질보증 활동

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개발 설계 품질보증 활동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개발 설계 업무와 관련된 조직 간의 모든 

결정사항, 회의록, 보고서 및 조치사항 등을 문서화하기 위하여, 조직 간에 전달 

및 교환하기 위한 공문서 및 설계용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기술도서의 분류 및 작

성 방법을 준수하여 품질보증 활동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렇게 작성된 공문서 및 

기술도서는 연구소와 설계용역업체 사이의 승인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관리되었

다.

(1) 설계용역 문서의 분류

(가) 계약상의 공문서

본 문서는 계약상의 과업 범위, 과업기간 및 계약금액과 같이 양사 

간의 중요한 계약사항과 그에 관련된 계약변경사항 및 과업수행 및 운 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을 전달하고자 할 때 공식문서를 사용한다.  본 문서는 각 사

의 계약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의 서명으로 수, 발신되며 각 사의 내규에 준하

여 관리한다.

(나) 설계 용역 문서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소와 현대간의 의사

교환을 원활하고 신속히 전달 및 교환하기 위하여 계약상의 공식 문서를 대신하

여 설계 용역 문서를 사용한다.  설계 용역 문서는 일반적인 용역문서와 모든 설

계 기술문서 등의 수, 발신과 용역관련 협의 및 협조사항 전달 시 적용한다.

(다) 보조 문서

공식 문서 외에 관련 조직 간의 의사를 보다 신속히 전달하고 결정

하기 위하여 공문서의 보조 수단으로 보조 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보조 문서는 

공식 문서로 조직 간에 문서전달 및 교환되어야 그 효력이 유효하며, 보조 문서의 

종류에는 회의록, FACSIMILE, E-mail 등이 있다.

(라) 용역관련 문서 및 보고서

설계 용역사는 과업 착수일로부터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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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익월 10일 까지 월간진도보고서를 제출하며, 본 보고서는 전월 말일을 기준으

로 하여 전월에 수행한 과업 사항에 대한 과업 진도 현황, 추진사항 및 활동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 기술도서의 분류 및 작성

(가) 설계기술 문서

설계기술 문서는 승인이 요구되는(되지 않는) 문서와 공사용 및 준공

용 설계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설계기술 문서는 설계용역업체의 내부 표

준절차에 따라 각 분야의 설계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사업관리인의 외부 

발행 승인을 받아 관련 내․외부 조직에 배부 및 제출한다.  연구소에 제출되는 

설계기술문서의 문서제출 목적을 설계기술문서 사본표지에 인장(Stamp)을 사용하

여 표기하며 설계기술문서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한다.  설계용역업체는 

Transmittal Sheet(문서 송부전)상에 설계도서의 제출목적을 명기하여 연구소로 

송부한다.  설계용역업체의 설계도서는 설계문서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연구소에 

제출하는 설계 도서를 승인이 요구되는 설계도서와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설계도

서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Table 3-7-2-1과 같다.

(3) 연구소/설계용역사간의 기술문서 관리절차

설계용역업체가 연구소에 제출하는 기술문서(도면/설계문서, 인허가문서 

등) 형식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명시함으로써 일관된 설계기술 문

서를 생산하고 또한 연구소와의 설계문서 제출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원활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설계기술 문서의 수행절차는 승인이 요구되

는 문서의 경우에는 Fig. 3-7-2-1과 같이 관리되며, 정보만을 위한 문서는 Fig. 

3-7-2-2의 설계기술 문서 흐름도에 따라 설계기술 문서를 작성, 제출 및 회신하

다.

(4) 설계기술 문서 제출, 검토 및 승인절차

설계용역업체는 문서 송부전 양식에 설계기술 문서의 제출 목적에 따라 

문서 송부전 제출목적 목적 약어 Table 3-7-2-2을 문서 송부전에 명기하고, 제출

되는 문서의 사본표지에 제출목적에 적용되는 Stamp를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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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2-1. Design material and approval criteria

설계도서명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문서

승인이 요구

되는 문서

 Engineering Note

 계산서

 검토보고서

 계통설명서

 P & ID

 Hot Cell Layout/상세도면

 Equipment Layout DWG.

 Piping/Duct Arrangement 및 상세도면

 Single Line Diagram 및 전기상세도면

 Logic Diagram 및 계장상세도면

 기자재 구매 사양서

 공사 시방서

 Instrument & Equipment List

 물량 및 공사비 산출

 운전 절차서 (Manual)

 공정설비 도면

 인허가 서류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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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1. Flow chart of technical document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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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2. Flow chart of technical documents (2/2).



- 338 -

Table 3-7-2-2. Transmittal subject abbreviation for  technical report of 

HYUNDAI engineering company

문서송부전

제출목적 

약어

설         명
문 서 표 지

STAMPING

APP

연구소의 승인이 요구되는 문서의 최

초 승인용(FOR APPROVAL) 으로 제

출하는 문서와 연구소 검토결과 “전면 

재작성(REF)”으로 회신된 문서의 승인

용으로 재 제출 시 사용된다.

For Approval

APPC

승인용(APP)으로 제출한 문서에 대한 

연구소의 검토결과 “의견부승인

(AWC)”으로 회신된 문서에 대해 연구

소 검토의견 반  후 재승인 요청 시 

사용된다.

For Approval

APPD

승인용(APP, APPC)으로 연구소에 제

출한 문서가 연구소의 검토결과 “의견

없이 승인(AWOC)”을 받은 경우, 설계

용역업체는 승인된 문서를 공사용

(CFC) 문서로 연구소에 제출하며, 이

때 본 약어를 사용한다.  공사용(CFC) 

문서로 제출된 후 설계변경 절차에 따

라 설계 변경되어 수정/개정된 문서 제

출 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For Construction

INF
연구소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문서 

제출 시 사용된다.

일반 : For Information

공사용 : Fo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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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용으로 제출된 설계용역업체의 설계기술 문서에 대하여 연구소의 검토결과

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다음의 약어 Table 3-7-2-3을 문서 송부전에 명기

하여 설계용역업체에 회신한다.

Table 3-7-2-3. Transmittal abbreviation for returning review results to 

HYUNDAI engineering company by KAERI

검토결과 약어 설    명

AWOC

(의견없이 승인)

Accepted Without 

Comment

설계용역업체의 승인 요청 문서에 대하여 연구소 검토결과 

모든 요건이 준수되어 의견 없이 승인할때 사용된다.  설계

용역업체는 “의견없이 승인(AWOC)”된 문서에 대해 공사용 

문서로 연구소에 제출한다.

AWC

(의견부 승인)

Accepted With 

Comment

연구소 검토결과 제출문서가 용역의 기본요건을 만족하여 

기본적으로 승인은 인정하나 일부 요건의 추가 또는 수정보

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 한 후 승인용으로 재 제출 요구

시 사용한다.

설계용역업체는 “의견부 승인(AWC)”으로 받은 문서에 대

해 연구소의 검토의견을 반 하여 연구소에 재 승인용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소 검토의견이 사

소(Minor)한 사항이거나, 검토의견을 긴급히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설계문서 개정없이 설계용역업체 조치설명서에 연

구소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요약 기술하여 연구소에 

검토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연구소의 의견이 없으

면 (No Comment) 본 설계문서는 승인(AWOC)된 것으로 

간주한다.

REF

(전면 재작성)

To Be 

Resubmitted

연구소 검토결과 제출 문서가 용역의 기본요건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작성되어 전면적인 설계개념 또는 설계 기본방향

의 수정과 함께 설계용역업체문서의 재작성을 요구할 때 사

용된다.

연구소는 문서 재작성 요청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의견을 

관련문서 또는 문서 송부전에 상세히 명시하여 설계용역업

체가 문서 재 작성 시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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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및 부대시설 품질 등급분류

본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로 사용되는 핫셀 및 부대설비의 안전등

급, 내진등급 및 품질등급은 조사재 시험시설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공정 특성

을 고려하여 Table 3-7-2-4와 같이 정하 다.

 

Table 3-7-2-4. Classification criteria for quality category of hot cell 

and utility system

주요 기기 및 계통 안전등급 내진등급 품질등급

1. Hot Cell Structure SC -3 I Q

2. Hot Cell Liner NA Non S

3. Radiation Shielding Window NNS I T

4. Manipulator NA Non T

5. Rear Door NNS Non (SIR) T

6. In-cell Crane NA Non T

7. Inter-cell Door NA Non S

8. Padirac Adapter NA Non T

9. Fire protection system in hot cell NA Non S

10. Process equipments in hot cell NA Non S

11. Electrical system in hot cell NA Non S

12. Ar supply & purification system NA Non S

13. Outlet Filter NA Non T

14. Inlet Filter NA Non S

Table 3-7-2-4의 등급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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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등급

- SC-3(Safety Class-3) : 고장 발생시 종사자들의 피폭선량이 최대허

용 피폭선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구조 및 설비

- NNS(Non Nuclear Safety) : ANSI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NNS로 분

류되는 구조 및 설비로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규정된 사고시

의 종사자 및 주민 등에 대한 최대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지는 않으

나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 NA(Non Application) : 안전등급 분류기준를 적용할 수 없는 대상으

로 별도의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그 요건을 따른다.

※ 내진등급

미국 규제지침 1.29 (US NRC Reg.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에서 Seismic Category Ⅰ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발전소에서 안전성과 관련된 구조물중 지침에서 Seismic 

Category Ⅰ에 해당하는 구조물로 명시되어 있는 구조물 (Reg. 

Guide 1.29, C.a ∼ C.o).

- 기타 계통에서 파손되었다고 가정시 보수적으로 계산된 부지 외부에

서의 잠재적인 피폭선량이 전신에 대해 5 m㏜ 이상이거나 신체 일부

에 대해 허용선량 이상인 계통.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경우 원자력법상 규제요건에 의해 내진

범주 1등급에 해당하는 내진설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내진범주 1등급 구조

물로 설계, 건설된 조사재시험시설의 기존 설계요건을 따르도록 한다.

※ 품질등급

- Q : 안전등급 1,2,3으로 분류되는 시설 또는 기기

- T : 안전등급 1,2,3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기로서 방사능 물질을 포함

하고 있는 시설.  10CFR50 Appendix B의 품질요건을 선별적으로 적

용한다.

- S : 안전등급 NNS 또는 NA로 분류되면서 품질등급 Q나 T로 분류

되지 않는 시설 및 설비로서 제작자의 품질보증요건이나 산업규격을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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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세대관리종합공정 실증시설사업 품질보증문서 개정

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사업 품질보증계획서는 2001. 12. 30일자로 제

정되었고, KEPIC QAP-1의 18개 품질보증요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품질보증

계획서의 하위문서로서 실제 품질보증활동의 이행절차인 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

시설사업 품질보증절차서는 2001. 12. 30일자로 제정, 발행되었으며, 2002년도에 

Rev.1의 발행을 거쳐, 2003년도에는 두 번 개정되었다.  본 사업의 품질보증절차

서의 경우, 연구소 기본 품질보증절차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품질보증절

차서가 개정되는 경우, 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사업 품질보증절차서도 함께 

개정된다.  2003년에는 두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Rev.1에서 Rev.2로 개정당시에

는 구매서류관리, 서류관리, 부적합사항관리의 3개 절차가 개정되어 배부되었으며, 

현재 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품질보증절차서의 개정번

호는 Rev.3으로, Rev.2에서 Rev.3으로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류관리

(QM-BS-6.1)에서 서류의 검토시 검토자의 범위가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되었으

며, 시정 및 예방조치(QM-BS-16.1)에서 품질경향분석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다.

Table 3-7-2-5. Revised history of quality assurance manual and 

documented procedure

       개정번호

구 분
Rev. 0 Rev. 1 Rev. 2 Rev. 3

품질보증계획서 2001. 12. 30 - - -

품질보증절차서 2001. 12. 30 2002. 6. 29 2003. 2. 20 2003. 10. 2

Table 3-7-2-6. Revision summary of documented procedure

      개정번호

문서명
Rev. 0 Rev. 1 Rev. 2 Rev. 3

품질보증절차서 제  정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QM-BS-7.1) 

- 구매서류관리

  (QM-BS-4.1)

- 서류관리

  (QM-BS-6.1)

- 부적합사항관리

  (QM-BS-15.1)

- 서류관리

  (QM-BS-6.1)

- 시정 및

   예방조치

  (QM-BS-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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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계서류 검토

차세대실증시설은 조사재시험시설의 부속건물로서 원자력시설로서 분류된

다.  따라서 원자력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 요구되는 품질보증활동이 요구되며, 앞

에서 언급한 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사업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보증절차서

에 따라 품질보증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차세대실증시설의 설계업무 시 해당 도면 및 기술시방서에 대한 품질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대략적인 품질검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시방서 

- Padirac Transfer System

- Master-Slave Manipulator

- 계통설명서(전기계통)

- Radiation shielding window

- Crane

- Hot cell door

- 계통설명서- 핫셀

- 구조계산서

- Cable schedule

- Manufacturer's standard painting system data sheet

- Instrumentation and control equipment

- Electrical Apparatus standard

- Integral and Fractional Horsepower induction and DC Motors

- Chemical Requirement for Material used in contact with austenitic 

stainless steel

- General welding requirement

-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 for quality class 'T" item

- General requirement for surveillance and documentation for seller

- Filtration Units

- Glove box and gas purification system

- 차폐계산서(ACP-NRS-05-001)/재검토

- 차폐보강방안 검토보고서(ACP-NRS-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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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시설 현황조사보고서(ACP-GGE-30-001)

- 설계계산서(환기설비계통)

- 방사선환경 향평가보고서(ACP-LSA-95-102)

- 기술문서목록(ACP-TGE-99-100)

- 기기목록(ACP-GGE-40-001)

- Radiation Zone Map(ACP-LRS-70-001)

- Equipment Layout Plan of Process Cell외 7건(ACP-HK-T-020)

- 차폐계산서(ACP-NRS-05-001)

- ACP-ABL-10-101외 3건

- ACP-EEG-30-101(계통설명서)

- Engineering note

(2) 도면

- General layout(ACP-NHC-10), Hot Cell Arrangement Plan

  (ACP-NHC-10-101)외 14건

- P&ID For HVAC System of IMEF Building(도면)

- Technical Specification for Master-Slave Manipulator

  (ACP-NHC-75-101)

- Technical Specification for Radiation Shielding Window

  (ACP-NHC-75-111)

-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 for Quality Class " T" 

item

- General Requirement for surveillance and Documents for Seller

- P&I Diagram for Fire Protection System of IMEF Building

  (ACP-MFF-25-101)

- 도면 ACP-NHC-10-101(Hot Cell Arrangement Plan)외 5건

- 도면 ACP-NHC-12-201외 3건

- P&I Diagram 10개

- Layout of Manipulator 외 43개

- Architectural 도면 13개

- Mechanical 도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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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NHC-75-121, ACP-NHC-75-131

- Padirac Transfer System(ACP-NHC-75-141) 

- ACP-NHC-75-121

- ACP-NHC-75-131(Crane)

- ACP-NHC-75-141

- ACP-NHC-12-501

- ACP-NHC-12-502

- ACP-NHC-12-901

- ACP-EEG-05-001

(3) 기타

- 용역수행계획서

- 월간진도보고서

마. 공급자 품질보증감사

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의 설계는 현대엔지니어링(주)가 수행하 으

며, 설계업무에 대한 공급자감사가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 일자 : 2003. 7. 15(화)

- 감사자 : 임남진, 남지희, 조일제(observer)

- 감사범위 : 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 설계 품질관련 업무 및 

3-pin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 설계 품질관련업무

감사대상은 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 설계 감사를 수행하 다.  감사 수행

결과 설계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아 원설계자가 설계확인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발

견되었으며, 설계문서에 설계업무 시 이용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의 정보가 제대

로 기재되지 않아 프로그램의 추적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시정조치 요구하 다.  현대엔지니어링(주)에서는 설계확인자의 자격기준을 마련

하고, 설계확인의 적격자를 재선임하여 설계확인을 수행하 으며, 해당 설계문서

에 프로그램명/판, 실행번호, 입력자료, 결과자료, 해당 계산서 번호 등의 전산프

로그램에 대한 상세정보를 반 하여 조치결과를 송부하 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과 참고자료를 확인결과 적절하게 시정, 조치되어 지적사항을 종결

하 다.(200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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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은 고온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처

리하는 고온, 건식처리 공정으로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증시험이 계획되

어 있다.  본 과제에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공정조건, 공정설비, 운전특

성을 분석하고 기술 평가를 통하여 분야별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핫셀 및 설

비의 설계요건을 확립하고 실증시설의 기본설계와 시공 및 설비 구매를 위한 

도면, 시방서 등 상세설계를 수행하 으며, 기술검토를 통하여 설계기준요건

이 충족됨을 확인하 다.

- 실증시설의 안전성 분석 인자를 공정특성에 따른 방사선 차폐, 구조, 화재, 

독성 등으로 구분하여 각 인자들의 예상 가능한 사고조건에서의 시설의 안전

성을 분석하 다.  안전성 분석을 통해 실증시설이 국내법의 규제 및 기술기

준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사선 및 일반 위해로부터 보수적 안전성

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 다.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 취급할 방사선원 평가를 포함하여 정상운전과 운전 

중 예상되는 사고 시 주변 환경으로 방출될 수 있는 방사선에 의한 향을 

예측하기 위한 피폭선량평가를 수행하 으며, 실증시설이 환경 향평가에 대

한 국내법의 규제 및 기술기준들을 만족하고 시설 내 종사자는 물론 시설 주

변 거주자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 설계자료와 안전성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실증시설 공사와 운 을 위한 원자

력법에 규정된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고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IMEF 건설․운  변경허가서를 과학기술부에 정

식 접수하 으며, 3차례에 걸친 심사질의서 및 답변을 통해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으로 부터의 심사가 완료되었다.

- 실증시설의 핫셀 내에 설치되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장치들의 효율적인 조

작에 필요한 원격조종기와 실증시설의 필수 설비인 방사선 차폐창을 공정장

치의 운전특성들에 대한 분석과 vendor 자료, 견적서 등을 검토하여 기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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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선정하 고, 구매/발주를 완료하 다.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효율적 실증을 위하여 연구 및 실적물 종합관리시스

템(SMATER)을 구축하여 대과제 연구개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 다.  

Project 2002 Server로의 upgrade 및 1차년도에 구축된 MS Windows 네트

워크 환경을 이용한 공유폴더 방식에서 보다 효율적인 MS Sharepoint 

Team Services를 활용한 웹 방식으로 시스템을 보완/구축하 다.  이를 통

해 대과제 내 세부과제 간 interface 조정과 정보 공유를 통한 연구개발의 효

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시스템 형 과제 수행을 가능

케 하 다.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설계 및 구매, 시공을 위

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를 ASME NQA-1의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을 

완료하고, 실증시설의 기본 및 상세설계에 적용함으로써 설계자료에 대한 신

뢰성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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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공사계획

1. 과제명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개발

2. 시설명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3. 시설의 필요성 및 용도 

가. 필요성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ACP)의 공학적 자료 획득과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특성을 고려한 α-γ type 

핫셀 및 부대시설의 확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신규 핫셀을 건설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 조사재시험시설의 예비핫셀을 보완/활용토록 하 다.

나. 용도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을 위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용 핫셀시설

이며, 이 종합공정에는 사용후핵연료의 핵물질계량관리, 분말화 공정, 금속전환 공

정, 잉곳 제조 공정 및 기타 공정들이 포함된다.

4.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 계획일정

Fig. 5-1-1. Master schedule of of ACP demonstration.

2001 2002 2003

2 단계

2001 2002 2003

2 단계 3  단계

2005 20062004

3  단계

2005 20062004

개념설계
기본설계및

상세설계

안전성분석
및인허가

핫셀개조공사

및공정장치설치
Inactive

Test
Lab-scale
ActiveTest

IAEA 신고
JD

핫셀성능
및Cold 

Test 

인허가
획득

IAEA
시설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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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공사

가. 공사 일정

Fig. 5-1-2. Construction schedule of ACP facility.

2004 2005

12111098765432 12111098765432 4321 4321
구 분

구매/제작발주
핫셀 장비
제작/설치

제작/검수 설치

공정 장치
제작/설치

구매/제작발주 제작/검수 설치

실증시설
개조공사

기본품의 공사발주 핫셀 골조공사
Structure, 
건축공사 마감공사

Tray해체/이설
수배전/MCC 제작

전기설비 설치/배선

Control Panel 제작 Local Instrument, 
Control panel설치

배선 및
Hook-up 배괸

Filter 제작 및 제관 작업 Duct 설치 및 배관

Mechanic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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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 수행 방법

Fig. 5-1-3. Method of ACP facility constructon.

차 세 대 관 리 종 합 공 정

실 증 시 설 공 사

공 정 장 치 제 작
(공 정 개 발 과 제 )

핵 물 질 계 량 및
IA E A  장 비

(특 성 계 량 화 개 발 과 제 )

R M S 장 비
구 매 /설 치 지 원

(방 사 선 안 전 관 리 실 )

공 사 품 질 보 증 업 무
지 원 (품 질 보 증 실 )

원 격 조 작 및
취 급 장 치

(원 격 취 급 장 치 개 발 과 제 )

공 사 발 주 및
공 사 관 리 /감 독

(시 설 과 )

핫 셀 장 비 구 매 / 제 작
및 공 사 총 괄

(실 증 시 설 과 제 ))

차 세 대 관 리 종 합 공 정

실 증 시 설 공 사

공 정 장 치 제 작
(공 정 개 발 과 제 )

핵 물 질 계 량 및
IA E A  장 비

(특 성 계 량 화 개 발 과 제 )

R M S 장 비
구 매 /설 치 지 원

(방 사 선 안 전 관 리 실 )

공 사 품 질 보 증 업 무
지 원 (품 질 보 증 실 )

원 격 조 작 및
취 급 장 치

(원 격 취 급 장 치 개 발 과 제 )

공 사 발 주 및
공 사 관 리 /감 독

(시 설 과 )

핫 셀 장 비 구 매 / 제 작
및 공 사 총 괄

(실 증 시 설 과 제 ))

사 용 후 핵 연 료 기 술 개 발 부
(사 용 후 핵 연 료 관 리 .이 용 기 술 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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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기자재 내역

Table 5-1-1. Main equipments list

No 품  목
수량

(set)
주요 내역

금 액 

(천원)

1 MSM(원격조종기) 4 Seal type, 9 ㎏ 252,000

2 In-cell Crane 1 1 ton 47,900

3 Jib Crane 1 1 ton 16,000

4 Glove Box 1
모듈형 Box

Ar 순환정제장치 포함
70,000

5
Off-gas 

Treatment Device
2

Packing Column

진공시스템 포함
18,000

6 Padirac Adapter 1 RD-15/10 호환형 166,600

7 Rear Door 2
Plug Type

Turn Table 포함
157,300

8 Crane Door 1 Inter-Cell 57,200

9 Crane Gate 1 Inter-Cell 22,000

10 Pass-thru Door 1 핫셀간 Door 14,300

11 Storage Vault A/B 2 핵물질 임시 저장 64,900

12 Protection Screw 6 급,배기 닥트용 24,200

13 Toboggan 1 공구 및 소품 투입용 4,200

14 Shield Plug 4 Spare Penetration 15,400

15 Penetration 12 배관, 배선용 43,550

16 Filter Bank 4
핫셀 급기(1)

핫셀 배기(3)
132,000

17 Padirac 대차 1 RD-15 운반용 20,000

18 MSM 대차 1 MSM 유지보수용 30,000

19 RMS 장비 1 lot

Area Monitor(2)

Door Monitor(2)

Duct Monitor(1)

RMS Server

출입 카메라(3)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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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공사 내역

Table 5-1-4. ACP facility construction detail

34,282- 유틸리티 배관
- 공정배관배관 공사

209,796

103,724

513,918

197,758

소요 예산
(천원)

-주요 핫셀 장비는 실증 시
설 과제 구매발주및 설치
주관

-공정장치 제작발주는공정
개발과제 주관, 설치는 실
증시설과제주관

-공사 발주 및 관리, 감독은
실증시설 과제와 연구소
시설과 공동 주관

- 핫셀 콘크리트 구조 개조
- 핫셀 차폐 보강
- Isolation Room 설치
- 부대시설 구조물 설치

구조/건축 공사

- Rear door, Padirac 접속 및 운반설
비, Crane 등

- 환기설비 및 배관
- 공정기기 및 장치 설치

기계/장치 공사

- 수배전 및 MCC, 배선
- Grounding 및 Lighting 
- Fire Detector 및 Alarm
- 기존 Cable Tray 이설

전기 공사

- Local 및 Panel Instrument
- Control Panel
- Instrument 배선/ Hook-up 배관

계측제어 공사

공사 방법공사 내용실증시설공사 구분

34,282- 유틸리티 배관
- 공정배관배관 공사

209,796

103,724

513,918

197,758

소요 예산
(천원)

-주요 핫셀 장비는 실증 시
설 과제 구매발주및 설치
주관

-공정장치 제작발주는공정
개발과제 주관, 설치는 실
증시설과제주관

-공사 발주 및 관리, 감독은
실증시설 과제와 연구소
시설과 공동 주관

- 핫셀 콘크리트 구조 개조
- 핫셀 차폐 보강
- Isolation Room 설치
- 부대시설 구조물 설치

구조/건축 공사

- Rear door, Padirac 접속 및 운반설
비, Crane 등

- 환기설비 및 배관
- 공정기기 및 장치 설치

기계/장치 공사

- 수배전 및 MCC, 배선
- Grounding 및 Lighting 
- Fire Detector 및 Alarm
- 기존 Cable Tray 이설

전기 공사

- Local 및 Panel Instrument
- Control Panel
- Instrument 배선/ Hook-up 배관

계측제어 공사

공사 방법공사 내용실증시설공사 구분

6. 실증시험 상세계획

Table 5-1-5. Detail schedule of experimental test

3 개월-공정장치 개조 및 보완-공정장치 문제점 개선공정장치 보완

10 개월
-사용후핵연료 사용
- 종합공정 성능 확인 및 FP 영향 평가

-시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종합공정 최종 실증

Active Test

Inactive
Test

Mechanical
Test

1.5 개월

-γ Survey Test / Leak Test
-TAB 및 차압 측정
-MSM/고하중조작기/Crane 등 조작
-Rear Door 작동 및 Padirac Cask   
접속 시험
-방사선 측정 및 경보시험

-차폐/기밀 성능
-환기계통 성능
-원격조작 및 취급성능
-Rear Door/ Padirac Cask
조작 성능
-RMS 장비 성능

핫셀 및
부대설비
성능 시험

1.5 개월

-공정장치별 기능시험
-공정 계측제어계통 성능시험
-공정장치 가열 기능시험
-공정 모든 Work Flow 기능시험

-Cold Test
-Loop Test
-Heating Test
-공정 운전 Test 

공정장치
공운전 시험

3 개월
-천연우라늄 펠렛 사용
-설정된 공정조건,  운전방법에 따른
성능요건 및 운전성 평가 /보완

-공정 조건 확인
-운전 방법 확인
-공정 수율 확인

단위공정별
시험

5 개월
-Fresh 핵연료 사용
-종합공정 성능요건 및 운전성 최종평
가/보완

-설정된 종합공정 Work Flow  
및 운전절차 최종확인

종합공정
시험

소요 기간시험 방법시험 내용실증시험 구 분

3 개월-공정장치 개조 및 보완-공정장치 문제점 개선공정장치 보완

10 개월
-사용후핵연료 사용
- 종합공정 성능 확인 및 FP 영향 평가

-시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종합공정 최종 실증

Active Test

Inactive
Test

Mechanical
Test

1.5 개월

-γ Survey Test / Leak Test
-TAB 및 차압 측정
-MSM/고하중조작기/Crane 등 조작
-Rear Door 작동 및 Padirac Cask   
접속 시험
-방사선 측정 및 경보시험

-차폐/기밀 성능
-환기계통 성능
-원격조작 및 취급성능
-Rear Door/ Padirac Cask
조작 성능
-RMS 장비 성능

핫셀 및
부대설비
성능 시험

1.5 개월

-공정장치별 기능시험
-공정 계측제어계통 성능시험
-공정장치 가열 기능시험
-공정 모든 Work Flow 기능시험

-Cold Test
-Loop Test
-Heating Test
-공정 운전 Test 

공정장치
공운전 시험

3 개월
-천연우라늄 펠렛 사용
-설정된 공정조건,  운전방법에 따른
성능요건 및 운전성 평가 /보완

-공정 조건 확인
-운전 방법 확인
-공정 수율 확인

단위공정별
시험

5 개월
-Fresh 핵연료 사용
-종합공정 성능요건 및 운전성 최종평
가/보완

-설정된 종합공정 Work Flow  
및 운전절차 최종확인

종합공정
시험

소요 기간시험 방법시험 내용실증시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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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용역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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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일 반 사 항

1. 설계용역 명칭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용역

  2. 설계용역 수행 목적 및 배경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시된 

공정으로 아래 그림에 표기된 공정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VoloxidationVoloxidation

LiCl
Li

Ar

U

Reduction in
M olten Salt

(Removal of Cs &  Sr)

LiCl
Li

Ar

U

Reduction in
M olten Salt

(Removal of Cs &  Sr)

Casting &
Canistering
Casting &

Canistering

Dry StorageDry Storage

Permanent DisposalPermanent Disposal

Spent
Fuel

Spent
Fuel

이 공정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고, 고발열성 핵종(Cs, Sr)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발열량 및 방사선의 세기를 최대 1/4까

지 감소시키고, 처분용기의 소요량과 처분장의 소요면적을 1/2 이상으로 축소함으

로서 처분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처분장의 규모 축소로 인해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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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서 핵확산 관련 저항성

이 높으며, 미래 지향적인 건식핵연료주기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

술적인 장점으로 인하여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1단계(1997～2000년) 연구개발을 통하여 차세대관리공정의 요소기술과 시험 공정

장치들을 개발하 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단계(2001～2003년)에서는 개발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을 위한 설계와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는 것을 단계 목

표로 설정하 다. 그리고 3단계(2004～2006년)에서는 차폐시설 및 공정장치를 설치

하여 실증시설의 건설을 완료하고, 개발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을 이 

시설에서 수행 완료하는 것을 과제의 최종 목표로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을 위한 차폐시설의 확보

를 위하여 신규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므

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에 설치된 예비 hot 

cell을 선정하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특성 및 용도에 맞게 개조하여 실증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하 다.

특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경우 Air 분위기의 α-γ type의 hot cell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α-γ type의 건식공정용 hot cell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γ type의 hot cell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특성에 맞도

록 개조하여야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에 설치된 예비 hot cell은 현재 일부 벽체만 설치된 

상태로 이를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조를 위한 기

본설계와 상세설계는 물론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원자력 시설로서의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해석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향을 평가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

다. 

      

3. 지침서 효력

본 지침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그 효력이 있다.

4. 용역업체 자격

본 설계용역의 수행업체는 원자력 분야 기술용역 업체로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

체이어야 하며, 원자력 관련 hot cell의 설계, 방사선 안전성분석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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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용역의 내용

가. 용역 내용 : 차폐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방사선 안전성분석 및 KINS 인허가 

관련 기술적 지원 업무

나. 범  위 : 용역의 특수범위(제2편) 및 일반범위(제3편)

다. 설계용역 수행기간

- 설계 및 안전성분석 :계약 체결 후 12 개월

- KINS 인허가 관련 기술 지원 : 인허가 획득 시점까지 

7. 용역수행 책임자

본 설계용역의 수행업체는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본 용역의 총괄 책임자 및 분

야별 담당자를 결정하여 용역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용역 참여자

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8. 자료의 누출방지

본 설계용역의 수행업체는 본 용역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및 용역결과가 외부로 누

출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며, 외부로 누출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작업실 및 서류보관

함을 비치하는 등 누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9. 용역 수행내용의 변경

용역 수행내용 또는 기술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역 발주자는 용역 수행업체

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0. 자료제출

용역 수행업체가 도서 및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이 없는 경우는 단순 검토용으로 인정한다.

11. 기타사항

본 일반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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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설계용역의 특수범위

1. 수행계획서 작성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업체는 계약의 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용역 발주자는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 활용계획

- 용역 수행 일정표

- 용역 결과물 상세 목록

- 용역 결과물의 품질관리 및 보증을 위한 계획

2. Engineering Note

본 설계용역의 수행업체는 계약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engineering note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분야별로 적용되는 설계기준

   [기술 규격 및 기준, 법령(원자력법) 등을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명기]

- 설계기준 적용의 타탕성

- 사용되는 전산 Code 내용 및 검증 자료

3. 설계자료의 활용

본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 및 인허가 자료들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을 위

한 시설로 개조할 예정인 원자력연구소 내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의 예비 hot cell의 

차폐시설 개조공사와 부대시설의 제작/구매, 설치와 인허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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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설계용역의 과업범위

1. 설계용역 대상시설의 용도

본 설계용역의 대상시설인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

다.

-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

   (제시된 공정조건, 공정수율 확인과 공정장치 및 부대시설의 성능과 안전성) 

-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유사한 건식공정 개발을 위한 시험시설로 활용

2. 설계용역 개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사재시험시설 내 지하층에 설치된 예비 hot cell을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설로 활용하기로 하 다. 그러나 예비 hot cell은 콘크리트 

골조와 일부 벽체만 설치되어 있으며, 실증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폐 및 기

성 보강은 물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용도 및 특성에 맞도록 차폐시설과 부대시설

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설계용역에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폐셀의 개조와 부대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와 상

세설계를 수행하며,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로서 사용을 위해서 시설의 안전성 확보 

입증과 KINS 인허가를 위한 자료로서 실증시설의 안전성분석과 시설 운전으로 인

한 주변 환경에 대한 향평가를 수행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설계용역의 수행

은 원자력법 또는 관련 기술기준 및 규격과 첨부되는 실증시설의 설계요건서 및 개

념설계보고서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 설계요건서 

및 개념설계보고서의 기술된 내용은 설계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3. 설계대상 주요설비

가.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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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hot cell은 IMEF(조사재시험시설) 내 콘크리트 구조의 예비 hot cell을 개조/

차폐 보강한 Air 분위기의 1개의 α-γ type 공정용 hot cell과 1개의 유지,보수

용 hot cell로 구성된다. Hot cell은 다음과 같은 설비로 구성된다.

1) 차폐구조물 (보강차폐체 포함) 및 스테인레스 스틸 라이너

2) 셀내 크레인

3) 원격조정기 (Manipulator) [Telescope MSM 포함*]

4) 차폐창 (Radiation Shielding Window)

5) 출입용 뒷문 및 Padirac Adapter

6) Dividing Wall 및 Inter-cell Door

7) Material Transfer System

8) Material Handling System

9) 작업대

10) 각종 Penetration

11) 배기필터 및 조명설비

12) 제염설비

    * TSM의 상세 Spec 및 설계도는 발주자 제공

나.  Hot cell 부대설비

1) HVAC

2) 불활성 분위기 가스 정화/순환설비

3) 화재방호설비

4) Utility 공급설비 (기존의 IMEF 공급설비 이용)

 - Demi. water system

 - Service water system

 - Compressed air supply system

 - Communication system

5) 방사성폐기물 저장 및 이송설비

6) 방사선감시설비

7) 전원공급설비

8) Hot cell 제어반

9) 캐스크 이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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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설비 (공정폐가스 처리설비 포함)

1) 공정장치 

2) 공정장치 지지용 structure

3) 공정장치 배관 및 배선

4) 공정장치 계측제어설비

4.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

1) 기존시설(조사재시험시설) 내 구조물, Utility 공급, 공조 계통 등의 설계 자료 

및 인허가 자료

2) 설계될 시설 용도와 관련한 활용 개념 확정

3) 설계될 시설 및 장비 배치 개념도

    * 첨부되는 설계요건서 및 개념설계보고서 참조

4) 방사선원

5) Utility 공급요건

6)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기본자료

5. 계약자의 분야별 설계업무 범위

가. 기본설계

1) 공통사항

- 현장 조사 및 기존 도서 검토

- 설계기준의 정립

- 계통설명서(system description) 작성

- 기기 목록(Equipments list) 작성

- 기기배치(General Arrangement) 도면 작성

2) 공정 설계분야 (공정 폐가스 처리 및 분위기 gas 정제공정 포함)

- Heat and material balances (발주자와 공동작업)

- P.& I. Diagram (발주자와 공동작업)

- Fault-tree analysis Diagram (발주자와 공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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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pments Lay-out and Plot plan

- Operation Logic Diagram (발주자와 공동작업)

- Equipment List

- Process data sheet (발주자와 공동작업)

- Equipment Load data

3) 구조 설계분야

- 구조물 Lay-out

- 구조물 Load data

- 구조물 구조계산 및 평가방법

- 설계하중의 정의 및 조합

4) 원자력 설계분야

- Source-term 평가

- Hot cell type 선정

- 차폐체 선정 및 Hot cell 구조 확정

- 방사선 차폐계산 및 평가

- Radiation Zone Map 작성

5) 기계 설계분야

- 원격조작기 type 선정

- Material Transfer/Handling System(발주자와 공동작업)

- 차폐창 크기 및 type 선정

- 분위기 gas 공급계통도

- Ventilation 계통도

- Air balance 작성

- 화재감지 및 방호설비 계통도

- Utility 소요량 및 공급방법

- 배관 sizing

6) 전기 및 계장

- Single line Diagram

- Electric load data

- 전기공급(비상전원 포함) 방법확정

- Instruments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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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system 계획도 (Procss Logic digram 포함)

나. 상세설계

1) 공통 사항

- 기기 구매 기술시방서 (발주자와 공동 작성)

- 제작.설치 공사시방서

- 설비 및 장비 성능/운전 및 O/M manual 작성 guide

- 인허가 도서 작성 및 기술지원

- 공사 물량(B/M) 및 공사예가 산출

2) 공정설비

- 공정장치 Engineering 도면 (발주자와 공동 작성)

- 공정 제어 system arrangement 도면

3) 건축/구조 분야

- 설계 계산

 ‧ 건물 구조물 구조 계산
 ‧ 건물 내진해석
 ‧ 설계하중의 정의 및 조합 등
- 도면

 ‧ 건축도면
 ‧ Hot Cell support structure & foundation
 ‧ Structure frame work
 ‧ 골조 상세 도면 (매입 및 관통 layout & detail 포함)
 ‧ 마감 상세 도면 (매입 및 관통 layout & detail 포함)
 ‧ 구조물 상세 골조 도면
4) 원자력분야

- Hot cell 배치도 작성

- Manipulator/Radiation Shielding Window Coverage 작성

- Hot cell 상세도면(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상세도) 작성

5) 기계 분야

- 파이프 구경 및 파이프 압력강하 계산



- 367 -

- 배관재 등급 분류 등

- Utility 기기용량 상세계산

- Piping arrangement 도면

- Piping stress analysis

- Support & hanger design

- Duct Plan & Detail 도면

- Piping Plan & Detail 도면

- Piping Isometric 도면

- Hanger & Support Location Drawing

- Padirac 접속부 상세도면

6) 전기 및 계장분야

- 전기계통 계산

- 핫셀조도 계산

- 화재방호계통 계산

- 전기기기 용량 및 설정치 계산

- 전등/전열기본도 및 전기논리회로도

-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발주자와 공동작업)

- 동력설비 평면도

- Raceway 도면

- 전등, 전열 평면도

- 전화 및 방송평면도

- 접지설비 평면도

- Inter-connection Diagram

- Control Logic Diagram

- Cable Schedule

- Loop Diagram

- Control Panel, Instrument Location Drawing

다. 인허가 도서작성

- Source-term 추가에 따른 방사선 환경 향 평가(정상운전 및 사고해석 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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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임계 해석

- 수정 SAR(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 사용후핵연료 처리방법 (초안은 발주자가 제공)

- 분리된 핵연료물질 처리 및 처분방법 (초안은 발주자가 제공)

-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안전설계에 관한 설명서

바. 기타

시설의 설계와 KINS 인허가와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이상의 기

술된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편   일반 시방서

1. 설계 지침

계약자는 아래의 설계지침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가. 설계용역 수행지침

본 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경제적이며, 최적의 설계기준으로 연구시설을 건

설 할 수 있도록 본 용역 업무를 효과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착수

에 앞서 현황 및 설계에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를 상세히 조사하고 연구소가 수

립한 기본계획 및 생산 Process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

다.

나. 현장조사 및 기존 설계도서 검토

본 시설은 기존 조사재시험시설(IMEF) 지하층에 설치됨으로 계약자는 용역 착

수전에 설치 현장과 기존 설계도서를 면 히 조사하여 Interface 사항을 파악하

고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설계기준의 정립

연구소와 협의에 따라 본 시설의 설계에 관한 기본개념을 결정하고, 설비의 용



- 369 -

량, 수량, 형식, 자동화 범위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설정한 후, 설계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라. 계통설명서(System Description) 작성

본 설비에 대한 설계 설명서로써 설계 요구사항, 설비 및 계통상의 구성 기기, 

기기 성능, 제작 및 설치시 고려사항, 설계시 각종 고려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술

하고 건물 및 설비의 기본 설계개념을 설명하도록 작성한다. 

마. 기기 배치도(General Arrangement Drawing)

기기 배치도를 작성하되 차폐시설 내 공정장치와 부대설비 등의 운전, 보수가 편

리하고 안전하고도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바. 공조 방식

- 공조방식은 연구소가 제공하는 요건을 만족하고, 경제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 공조계통은 본 시설이 설치되는 기존 공간에 적합한 방식이어야 한다.

- 필요시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정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 흡기 및 배기 계통은 기존 환기설비계통과 공통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하며, 특

히, 타지역에 설치된 차폐셀과의 Cross Contamination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계통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 기타

- 마감재 및 구조는 제염이 용이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 배관 등의 관통부위는 폐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모서리 부분은 청소가 용이하고 때가 끼지 않는 것이어야 하다.

- 닥트는 공기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설계자료 작성지침

가. 설계내용의 적합성

계약자가 작성, 제출할 도면, 각종 Spec. 기타 설계도서의 내용은 본 시방서와 

첨부되는 설계요건서와 개념설계보고서의 요건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관

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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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적설계

계약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가장 합리적이며 제작.설치 가능한 최적의 설계를 해

야 하며, 만약 발주자가 기 승인한 설계도서라도 제작.설치시 불합리한 사항이 발

견되거나 최적의 설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변경 요청할 시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 상호간섭 발생방지

계약자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별 Interface 사항을 면 히 검토 협의하여 제작.

설치시 설계변경요청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품질보증 적용기준

계약자는 설계도서 작성전 본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품질보증 적용기준을 제시하

여 상호 협의후 적용하도록 한다.

마. 구매 사양서 작성

구매사양서를 작성할 때에는 물품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수한 품질과 성

능을 갖는 국내 조달가능 기자재가 우선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바. 사용용어

모든 설계자료는 한 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병기 가함) 도면 및 

기기 구매를 위한 구매사양서 등은 문으로 표기한다. 기본단위는 MKS 단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단위를 사

용할 수도 있다.

사. 도면 및 문서의 규격

도면 및 문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A0 : 840×1190mm

- A1 : 595×840mm

- A3 : 297×420mm

- A4 : 210×297mm

6. 설계용역 공정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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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계용역의 계획 공기 내 완성을 위한 도면, 기자재 구매사양서 작성, 설계계산

서 작성 등 주요사항을 분야별 및 요소별로 세분화하여 가중치를 명시한 bar chart 

또는 PERT-CPM 기법의 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대관청 인․허가 업무수행
대관청인허가 업무는 연구소가 수행하며, 계약자는 방사선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인허

가를 위한 기술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8. 제출할 주요자료, 각종 도면 및 검토승인

- 설계와 관련되는 각종 도면 및 자료는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소로부

터 수정지시를 받은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소로부터 반려된 도면 및 서류는 반려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또는 재작

성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 연구소에 제출할 자료, 부수,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연구소가 검토 의뢰한 도면 

및 서류는 15일 이내에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단, 설계용역 업무 진행에 따라 상기 제출일의 변경을 요할시는 쌍방 합의하여 

정한다.

- 연구소 검토 승인기간 : 승인용 도서(Rev. A, B, C) : 15일

- 준공자료는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으로 이용될 것이므로 기본 설계에서 준공

에 이르기까지 시행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 진도보고서는 계약 발효일자로부터 설계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각 공정에 

따른 시행사항 및 활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설계공정
‧ 기술인력 현황
‧ 참고자료 및 승인을 위하여 연구소에 제출한 도서목록 및 승인현황
‧ Project progress schedule chart
‧ 설계 highlight 및 pending 사항
‧ 기타 참고사항
각 사양서에는 원자력법 및 사용한 관련 규격, 법령 등을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명

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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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 부수 제출기간

    A. 사업수행 계획서

    B. Engineering Note

    B. 각 기자재 구매 시방서

    C. 승인을 요하는 도면 및 서류

        - 예비용 도면 및 서류

        - 승인용 도면 및 서류

        -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

3부

3부

3부

3부

3부

3부

설계용역 착수후 15일 이내

설계용역 착수후 30일 이내

설계용역 공정표에 준함

설계용역 공정표에 준함

설계용역 공정표에 준함

설계용역 공정표에 준함

    D. 승인된 도면 및 서류

        - 제작.설치용 최종 도면 및 서류

        - 시방서 및 설계서

    E. 도면 목록 및 각종 List

    F. 품질보증 계획서

    G. 월간진도 보고서

    H. 종합용역 보고서

5부

5부

5부

3부

5부

5부

승인후 15일

승인후 15일

매월 10일

    I. Utility system operation manual

    J. 분야별 최종 용량 계산서

    K. 연구소가 요구하는 자료 및 서류

    L. Auto Cad File(설계도면)

5부

3부

3부

 3 set

    * 모든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최종자료 CD에 저장된 file : 3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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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용역 기술문서목록 

(ACP-TGE-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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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기술문서 목록

Vol. 분 야 문서번호 문  서  명

Ⅰ 1. 사업공통 ACP-TGE-01-001 Engineering Note

ACP-GGE-30-001 기존시설 현황조사 보고서

ACP-GGE-40-001 기기 목록

ACP-GGE-75-001 Technical Specification - Appendix D-1

ACP-GGE-75-002 Technical Specification - Appendix Q-2

ACP-GGE-75-003 Technical Specification - Appendix W-1

ACP-GGE-75-004 Technical Specification - Appendix W-3

ACP-GGE-75-005 Technical Specification - Appendix E-2

ACP-GGE-75-006 Technical Specification - Appendix E-3

ACP-GGE-75-007 Technical Specification - Appendix J-1

ACP-GGE-75-008 Technical Specification - Appendix P-2

ACP-GGE-75-009 Construction Specification - Appendix D-2

ACP-GGE-75-010 Technical Specification - Appendix Q-1

2. 공정 ACP-RGE-20-001 Heat and Material Balance Diagram

ACP-RGE-75-001 Process Instrument Data Sheet

ACP-RSO-75-10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Vol-oxidizer

ACP-RME-75-10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Metalizer

ACP-RSC-75-10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Smelter

ACP-RLI-75-10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MS Receiver

ACP-RWG-75-10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Off-gas Absorber



- 375 -

Vol. 분 야 문서번호 문  서  명

Ⅰ 2. 공정 ACP-RSO-10-101 Engineering Drawing - Vol-oxidizer

ACP-RSO-10-111 Engineering Drawing - Air Surge Tank

ACP-RME-10-101 Engineering Drawing - Metallizer

ACP-RSC-10-101 Engineering Drawing - Smelter

ACP-RLI-10-101 Engineering Drawing - MS Receiver

ACP-RWG-10-101 Engineering Drawing - Off-gas Absorber

ACP-RWG-10-111 Engineering Drawing - Vacuum Surge Tank

Ⅱ
3. 건축/구

조
ACP-AST-05-001 구조계산서

4. 원자력 ACP-NRS-05-001 차폐계산서 (기본)

ACP-NRS-05-101 차폐계산서 (상세)

ACP-NRS-95-001 차폐보강방안 검토보고서

ACP-NHC-30-001 계통설명서 - 핫셀

Ⅲ ACP-NHC-75-10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Master-Slave 

Manipulator

ACP-NHC-75-11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Radiation Shielding 
Window

ACP-NHC-75-12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Hot Cell Door

ACP-NHC-75-13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Crane

ACP-NHC-75-14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Padirac Transfer 

System

ACP-NHC-75-15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Radiation Monitoring 
System

5. 기계 ACP-MMG-05-101 설계계산서 - 화재방호계통

ACP-MMG-05-102 설계계산서 - 환기설비계통

ACP-MMG-30-101 계통설명서 -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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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분 야 문서번호 문  서  명

Ⅲ 5. 기계 ACP-MAR-75-101 Technical Specification - Globe Box and Ar Gas 
Purification System

ACP-MVA-75-101 Technical Specification - Filtration Unit

ACP-MVA-75-102 Technical Specification - Protection Screw

Ⅳ 6. 전기 ACP-EEG-30-101 계통설명서 (전기계통)

ACP-EEG-05-001 조도계산서

ACP-EEG-40-001 Electrical Load List

ACP-EEG-40-101 Cable Schedule

7. 계장 ACP-JIG-40-001 Instrument List

ACP-JIG-40-002 Valve List

ACP-JIG-68-001 Instrument Wiring Diagram (Connection List)

ACP-JIG-75-002 Valve Data Sheet

ACP-JFI-90-101 Instrument Hook-up Drawing

ACP-JFI-90-102 Instrument Typical Installation Drawing

ACP-JCX-62-101 Instrument Control Loop Diagram

ACP-JCX-62-102 Instrument Control Logic Diagram

ACP-JRM-30-001 계통설명서 - 방사선감시계통

ACP-JRM-75-101
Technical Specification - Radiation Monitoring 

System

8. 인허가 ACP-LCA-95-101 핵임계 해석 보고서

ACP-LSA-95-101 안전성분석보고서

ACP-LSA-95-102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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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도면 목록

분 야 문서번호 문  서  명

1
P. & I. 

Diagram
ACP-GGE-25-001 P & I Diagram - Symbols and Legends

ACP-RSO-25-001 P & I Diagram - Vol-Oxidation System

ACP-RME-25-001 P & I Diagram - Metallization System

ACP-RSC-25-001 P & I Diagram - Smelting System

ACP-RLI-25-001 P & I Diagram - Waste MS Treatment System

ACP-RWG-25-001 P & I Diagram - Off-Gas Treatment System

ACP-MCA-25-001 P & I Diagram - Compressed Air System

ACP-MAR-25-001
P & I Diagram - Argon Supply and Purification 

System

ACP-MFF-25-001
P & I Diagram - Fire Protection System of IMEF 

Building

ACP-MVA-25-001 P & I Diagram - HVAC System of IMEF Building

2 Nuclear ACP-NHC-10-001 General Layout

ACP-LRS-70-001 Radiation Zone Map

ACP-NHC-10-051 Layout of Manipulator

ACP-NHC-10-052 Layout of Radiation Shielding Windows

ACP-NHC-10-101 Hot Cell Arrangement - Plan

ACP-NHC-10-111 Hot Cell Arrangement - Front View

ACP-NHC-10-121 Hot Cell Arrangement - Rear View

ACP-NHC-10-131 Hot Cell Arrangement - Section A,B

ACP-NHC-10-132 Hot Cell Arrangement - Sections C,D

ACP-NHC-10-133 Hot Cell Arrangement - Sections E, F

ACP-NHC-10-134 Hot Cell Arrangement - Section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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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문서번호 문  서  명

2 Nuclear ACP-NHC-12-101 In-Cell Liner - Plan & Section A

ACP-NHC-12-102 In-Cell Liner - Section B

ACP-NHC-12-103 In-Cell Liner - Section C, D, E, F

ACP-NHC-12-104 In-Cell Liner - Roof Details

ACP-NHC-12-111 In-Cell Liner - Typical Details (1)

ACP-NHC-12-112 In-Cell Liner - Typical Details (2)

ACP-NHC-12-113 In-Cell Liner - Typical Details (3)

ACP-NHC-12-114 In-Cell Liner - Typical Details (4)

ACP-NHC-12-201 Shielding Arrangement - Plan (1/4)

ACP-NHC-12-202 Shielding Arrangement - Plan (2/4)

ACP-NHC-12-203 Shielding Arrangement - Plan (3/4)

ACP-NHC-12-204 Shielding Arrangement - Plan (4/4)

ACP-NHC-12-211 Shielding Arrangement - Details

ACP-NHC-12-301 Working Table - Plan

ACP-NHC-12-302 Working Table - Details (1)

ACP-NHC-12-303 Working Table - Details (2)

ACP-NHC-12-400 Penetration List

ACP-NHC-12-401 Penetration Location (1/2)

ACP-NHC-12-402 Penetration Location (2/2)

ACP-NHC-12-411 Penetration Details (1/3)

ACP-NHC-12-412 Penetration Details (2/3)

ACP-NHC-12-413 Penetration Details (3/3)



- 379 -

분 야 문서번호 문  서  명

2 Nuclear ACP-NHC-12-414 Penetration Cap

ACP-NHC-12-415 Toboggan

ACP-NHC-12-421 Storage Vault - Type "A"

ACP-NHC-12-422 Storage Vault - Type "B"

ACP-NHC-12-501 Rear Door for M8b Cell (Maintenance Cell)

ACP-NHC-12-502 Rear Door for M8a Cell (Process Cell)

ACP-NHC-12-511 Incell Crane Door and Crane Gate

ACP-NHC-12-515 Shield Plug

ACP-NHC-12-516 Protection Screw

ACP-NHC-12-521 Pass Thru Door

ACP-NHC-12-901 Padirac Transfer System

ACP-RGE-10-101 Equipment Layout - Plan of M8a Cell (Process Cell)

3
Architectura

l
ACP-ABL-10-101 General Layout (EL+72,300)

ACP-ABL-10-102 Enlarged Plan

ACP-ABL-10-103 Enlarged Main Section A, B

ACP-ABL-10-104 Enlarged Main Section C, D, E

ACP-ABL-10-105 Isolation Room Elevations & Mesc. Detail

ACP-AST-12-101 Hot Cell - Framing Plan -1 (T.O.C EL+72,300)

ACP-AST-12-102 Hot Cell - Framing Plan -2 (T.O.C EL+73,194)

ACP-AST-12-103 Hot Cell - Framing Section A, B

ACP-AST-12-104 Hot Cell - Framing Section C, D, E

ACP-AST-12-105 Hot Cell Wall Reinf. Details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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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문서번호 문  서  명

3 Architectural ACP-AST-12-106 Hot Cell Wall Reinf. Details - 2

ACP-AST-12-107 Hot Cell Misc. Details

ACP-AST-12-201 Isolation Room Framing Plan & Elevations

4 Mechanical ACP-MVA-10-101 Hot Cell Exhaust Duct Plan (For Modification)

ACP-MVA-10-102 Ventilation Duct Plan For Inside Hot Cell

ACP-MVA-10-103 Ventilation Duct Sections For Hot Cell

ACP-MVA-10-104 Construction Detail for HVAC

ACP-MMG-10-101 Piping Arrangement Plan

ACP-MMG-50-101 Isometric Drawing (1/2)

ACP-MMG-50-102 Isometric Drawing (2/2)

5 Electrical ACP-EEG-25-100 Single Line Diagram - Symbol and Legends

ACP-EEG-25-101 Single Line Diagram - 460V Load Center

ACP-EEG-25-102
Single Line Diagram - 460V MCC and Power 

Distribution Board

ACP-EEG-25-103
Single Line Diagram - Emergency Power 

Distribution

ACP-EEG-25-104 Single Line Diagram - 120V UPS Distribution Panel

ACP-EFD-10-101 Fire Detection and Alarm Plan - Hot Cell Area

ACP-EFD-10-102 Fire Detection and Alarm System - Riser Diagram

ACP-EGR-10-101 Grounding Layout - Operating Area

ACP-EGR-10-102 Grounding Layout - Hot Cell & Service Area

ACP-ELT-10-101 Lighting Layout - Operating Area

ACP-ELT-10-102 Lighting Layout - Hot Cell & Service Area

ACP-ELT-10-103 Lighting Installation - Sectio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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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문서번호 문  서  명

5 Electrical ACP-ELT-10-104 Lighting Panel Board Schedule

ACP-EPS-10-100 Raceway Numbering System & Notes

ACP-EPS-10-101 Power Layout - Operation Area

ACP-EPS-10-102 Power Layout - Hot Cell & Service Area

ACP-EPS-10-103 Power Layout - Section Detail

ACP-EPS-10-104 Lighting Panel Board Schedule

ACP-EPS-10-105 Hot Cell Control Panel Detail

ACP-ELT-10-000 Removal Layout - Operating Area

6
Inst. & 

Control
ACP-JIG-00-001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ACP-JCX-10-101 Control Panel Arrangement Drawing

ACP-JFI-10-101 Instrument Signal Wiring Layout (1/4)

ACP-JFI-10-102 Instrument Signal Wiring Layout (2/4)

ACP-JFI-10-103 Instrument Signal Wiring Layout (3/4)

ACP-JFI-10-104 Instrument Signal Wiring Layout (4/4)

ACP-JFI-10-105 Instrument Air Piping Layout (1/2)

ACP-JFI-10-106 Instrument Air Piping Layout (2/2)

ACP-JRM-10-101 RMS Location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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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RA-PG-001 0   Regenerating Gas Cylinder Header PRESSURE GAUGE FIELD 0 ~ 10 Kg/cm2G 316 SS - Regen. Gas 5 Kg/cm2G AMB - - 1/2" ACP-NAR-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RA-BR010 - 1/2"

 ACP-HA-PG-002 0   Argon Gas Cylinder (High Purity) Header PRESSURE GAUGE FIELD 0 ~ 10 Kg/cm2G 316 SS - Argon Gas 5 Kg/cm2G AMB - - 3/4" ACP-NAR-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HA-BR010 - 1/2"

 ACP-HA-PG-003 0   Argon Gas Header PRESSURE GAUGE FIELD 0 ~ 10 Kg/cm2G 316 SS - Argon Gas 5 Kg/cm2G AMB - - 1/2" ACP-NAR-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HR-BR011 - 1/2"

 ACP-LA-PG-004 0   Argon Gas Cylinder (Low Purity) Header PRESSURE GAUGE FIELD 0 ~ 10 Kg/cm2G 316 SS - Argon Gas 5 Kg/cm2G AMB - - 3/4" ACP-NAR-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LA-BR010 - 1/2"

 ACP-HA-PG-006 0   Argon Gas Cylinder (High Purity) Header PRESSURE GAUGE FIELD 0 ~ 2 Kg/cm2G 316 SS - Argon Gas 1 Kg/cm2G AMB - - 1/2" ACP-NAR-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HA-BR012 - 1/2"

 ACP-LA-PG-008 0   Argon Gas Cylinder (Low Purity) Header PRESSURE GAUGE FIELD 0 ~ 2 Kg/cm2G 316 SS - Argon Gas 1 Kg/cm2G AMB - - 3/4" ACP-NAR-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LA-BR010 - 1/2"

 ACP-IA-PG-001A 0   Compressed Air Supply PRESSURE GAUGE FIELD 0 ~ 10 Kg/cm2G 316 SS - Comp. Air 7 Kg/cm2G AMB - - 1" ACP-MCA-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IA-BR001 - 1/2"

 ACP-SA-PG-001B 0   Compressed Air Supply PRESSURE GAUGE FIELD 0 ~ 10 Kg/cm2G 316 SS - Comp. Air 7 Kg/cm2G AMB - - 3/8" ACP-MCA-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SA-BR001 - 1/2"

 ACP-HA-PG-005 0   Argon Gas Cylinder (High Purity) Header PRESSURE GAUGE FIELD 0 ~ 10 Kg/cm2G 316 SS - Argon Gas 5.5 Kg/cm2G AMB - - 1/2" ACP-NAR-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HA-BR012 - 1/2"

 ACP-HA-PT-005 0   Argon Gas Cylinder (High Purity) Header PRESSURE TRANMITTER FIELD 0 ~ 10 Kg/cm2G 316 SS - Argon Gas 5.5 Kg/cm2G AMB - - 1/2" ACP-NAR-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12 - 1/2"

 ACP-HA-PI-005 0   Argon Gas Cylinder (High Purity) Header INDICATOR PANEL H : 5.5 Kg/cm2 - - - - - - - - ACP-NAR-25-101

PRESSURE - - - - - - - - - -

 ACP-HA-PA-005 0   Argon Gas Cylinder (High Purity) Header ANNUNCIATOR PANEL H : 5.5 Kg/cm2 - - - - - - - - ACP-NAR-25-101

PRESSURE - - - - - - - - - - -

 ACP-LA-PG-007 0   Argon Gas Cylinder (Low Purity) Header PRESSURE GAUGE FIELD 0 ~ 10 Kg/cm2G 316 SS - Argon Gas 5.5 Kg/cm2G AMB - - 3/4" ACP-NAR-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LA-BR010 - 1/2"

 ACP-LA-PT-007 0   Argon Gas Cylinder (Low Purity) Header PRESSURE TRANMITTER FIELD 0 ~ 10 Kg/cm2G 316 SS - Argon Gas 5.5 Kg/cm2G AMB - - 3/4" ACP-NAR-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LA-BR010 - 1/2"

 ACP-LA-PI-007 0   Argon Gas Cylinder (Low Purity) Header INDICATOR PANEL H : 5.5 Kg/cm2 - - - - - - - - ACP-NAR-25-101

PRESSURE - - - - - - - - - -

 ACP-LA-PA-007 0   Argon Gas Cylinder (Low Purity) Header ANNUNCIATOR PANEL H : 5.5 Kg/cm2 - - - - - - - - ACP-NAR-25-101

PRESSURE - - - - - - - - - - -

 ACP-CA-FE-101 0   Compressed Air to VOL-OXIDIZER ROTAMETER FIELD 0 ~ 100 L/min. 316 SS - Compressed Air 0.5 Kg/cm2G 100 ℃ - - 1/2' ACP-RSO-25-101

FLOW - - 1/2" NPT 316 SS - Gas - - CA-BR021 - 1/2"

 ACP-CA-FT-101 0   Compressed Air to VOL-OXIDIZER FLOW TRANMITTER FIELD 0 ~ 100 L/min. 316 SS - Compressed Air 0.5 Kg/cm2G 100 ℃ - - 1/2' ACP-RSO-25-101

FLOW - AI 1/2" NPT 316 SS - Gas - - CA-BR021 - 1/2"

 ACP-CA-FIC-101 0   Compressed Air to VOL-OXIDIZER INDICATING CONTROLLER PANEL H : 50 L/min. - - - - - - - - ACP-RSO-25-101

FLOW - - L : 20 L/min. - - - - - - - -

 ACP-CA-FA-101 0   Compressed Air to VOL-OXIDIZER ANNUNCIATOR PANEL H : 50 L/min. - - - - - - - - ACP-RSO-25-101

FLOW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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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CA-PG-101 0   Air Surge Tank Top Side PRESSURE GAUGE FIELD 0 ~ 3 Kg/cm2G 316 SS - Compressed Air 1 Kg/cm2G 100 ℃ - - VESSEL ACP-RSO-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ACP-CA-TK001 - 1/2"

 ACP-CA-PT-101 0   Air Surge Tank Top Side PRESSURE TRANSMITTER FIELD 0 ~ 3 Kg/cm2G 316 SS - Compressed Air 1 Kg/cm2G 100 ℃ - - VESSEL ACP-RSO-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ACP-CA-TK001 - 1/2"

 ACP-CA-PIC-101 0   Air Surge Tank Top Side INDICATING CONTROLLER PANEL - -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

 ACP-CA-PA-101 0   Air Surge Tank Top Side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 -

 ACP-CA-PG-102 0   Compressed Air to Sintered Filter PRESSURE GAUGE FIELD 0 ~ 5 Kg/cm2G 316 SS - Compressed Air 2 Kg/cm2G 100 ℃ - - 3/8" ACP-RSO-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CA-BR030 - 1/2"

 ACP-CA-PT-102 0   Compressed Air to Sintered Filter PRESSURE TRANMITTER FIELD 0 ~ 5 Kg/cm2G 316 SS - Compressed Air 2 Kg/cm2G 100 ℃ - - 3/8" ACP-RSO-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CA-BR030 - 1/2"

 ACP-CA-PIC-102 0   Compressed Air to Sintered Filter INDICATING CONTROLLER PANEL - -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

 ACP-CA-PA-102 0   Compressed Air to Sintered Filter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 -

 ACP-SO-PG-103 0   Vol-Oxidizer Pressure PRESSURE GAUGE FIELD -0.5 ~ 2 Kg/cm2G 316 SS - Compressed Air 0.5 Kg/cm2G 100 ℃ - - EQUIP. ACP-RSO-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 1/2"

 ACP-SO-PT-103 0   Vol-Oxidizer Pressure PRESSURE TRANSMITTER FIELD -0.5 ~ 2 Kg/cm2G 316 SS - Compressed Air 0.5 Kg/cm2G 100 ℃ - - EQUIP. ACP-RSO-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 1/2"

 ACP-SO-PI-103 0   Vol-Oxidizer Pressure INDICATOR PANEL -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

 ACP-SO-PI-103 0   Vol-Oxidizer Pressure INDICATOR M.PANEL -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

 ACP-SO-PA-103 0   Vol-Oxidizer Pressure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

 ACP-SO-PDI-106 0   PI-103 & PI-104 Diff. Pressure DIFF. PRESS. INDICATOR PANEL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ACP-SO-PDI-106 0   PI-103 & PI-104 Diff. Pressure INDICATOR M.PANEL -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ACP-SO-PDA-106 0   PI-103 & PI-104 Diff. Pressure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

 ACP-CA-PG-104 0   Sintered Filter Inlet Pressure PRESSURE GAUGE FIELD -0.5 ~ 2 Kg/cm2G 316 SS - Compressed Air 0.5 Kg/cm2G 100 ℃ - - 1/2" ACP-RSO-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CA-BR040 - 1/2"

 ACP-CA-PT-104 0   Sintered Filter Inlet Pressure PRESSURE TRANMITTER FIELD -0.5 ~ 2 Kg/cm2G 316 SS - Compressed Air 0.5 Kg/cm2G 100 ℃ - - 1/2" ACP-RSO-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CA-BR040 - 1/2"

 ACP-CA-PI-104 0   Sintered Filter Inlet Pressure INDICATOR PANEL -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

 ACP-CA-PA-104 0   Sintered Filter Inlet Pressure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

 ACP-CA-PDI-107 0   PI-104 & PI-105 Diff. Pressure DIFF. PRESS. INDICATOR PANEL - -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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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CA-PG-105 0   Sintered Filter Outlet Pressure PRESSURE GAUGE FIELD -0.5 ~ 2 Kg/cm2G 316 SS - Compressed Air 0.5 Kg/cm2G 100 ℃ - - 1/2" ACP-RSO-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CA-BR045 - 1/2"

 ACP-CA-PT-105 0   Sintered Filter Outlet Pressure PRESSURE TRANMITTER FIELD -0.5 ~ 2 Kg/cm2G 316 SS - Compressed Air 0.5 Kg/cm2G 100 ℃ - - 1/2" ACP-RSO-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CA-BR045 - 1/2"

 ACP-CA-PI-105 0   Sintered Filter Outlet Pressure INDICATOR PANEL -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

 ACP-CA-PA-105 0   Sintered Filter Outlet Pressure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SO-25-101

PRESSURE - - - - - - - - - -

 ACP-CA-PG-108 0   Compressed Air Inlet PRESSURE GAUGE FIELD 0 ~ 3 Kg/cm2G 316 SS - Compressed Air 1 Kg/cm2G 100 ℃ - - 1/2" ACP-RSO-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CA-BR010 - 1/2"

 ACP-SO-TE-101 0   Preheater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600 ℃ 316 SS - 0.5 Kg/cm2G 400 ℃ - - EQUIP. ACP-RSO-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Gas - - - - 1/2"  Surface type

 ACP-SO-TIR-101 0   Preheater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600 ℃ - - - - - - - - ACP-RSO-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SO-TR-101 0   Preheater Temperature RECORDER PANEL - - - - - - - - - ACP-RSO-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SO-TA-101 0   Preheater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H : 400 ℃ - - - - - - - - ACP-RSO-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SO-TE-102 0   Vol-Oxidizer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800 ℃ 316 SS - 0.5 Kg/cm2G 500 ℃ - - EQUIP. ACP-RSO-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ACP-SO-TI-102 0   Vol-Oxidizer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800 ℃ - - - - - - - - ACP-RSO-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SO-TR-102 0   Vol-Oxidizer Temperature RECORDER PANEL - - - - - - - - - ACP-RSO-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SO-TA-102 0   Vol-Oxidizer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H : 500 ℃ - - - - - - - - ACP-RSO-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SO-TI-102 0   Vol-Oxidizer Temperature INDICATOR M.PANEL 0 ~ 800 ℃ - - - - - - - - ACP-RSO-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SO-TE-103 0   Vol-Oxidizer Surface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800 ℃ 316 SS - 0.5 Kg/cm2G 500 ℃ - - EQUIP. ACP-RSO-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Surface type

 ACP-SO-TI-103 0   Vol-Oxidizer Surface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800 ℃ - - - - - - - - ACP-RSO-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SO-TR-103 0   Vol-Oxidizer Surface Temperature RECORDER PANEL - - - - - - - - - ACP-RSO-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SO-TA-103 0   Vol-Oxidizer Surface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H : 500 ℃ - - - - - - - - ACP-RSO-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HA-FE-201 0   Argon Gas (H.P) to Metallizer ROTAMETER FIELD 0 ~ 1 L/min.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3/8" ACP-RME-25-101

FLOW - - 3/8" NPT 316 SS - Gas - - HA-BR021 - 3/8"

 ACP-HA-FT-201 0   Argon Gas (H.P) to Metallizer FLOW TRANMITTER FIELD 0 ~ 1 L/min.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 ACP-RME-25-101

FLOW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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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HA-FIC-201 0   Argon Gas (H.P) to Metallizer INDICATING CONTROLLER PANEL H :  L/min. - - - - - - - - ACP-RME-25-101

FLOW - - L :  L/min. - - - - - - - -

 ACP-HA-FA-201 0   Argon Gas (H.P) to Metallizer ANNUNCIATOR PANEL H :  L/min. - - - - - - - - ACP-RME-25-101

FLOW - - - - - - - - - - -

 ACP-HA-FE-202 0   Argon Gas (H.P) to Metallizer ROTAMETER FIELD 0 ~ 1 L/min.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3/8" ACP-RME-25-101

FLOW - - 3/8" NPT 316 SS - Gas - - HA-BR024 - 3/8"

 ACP-HA-FT-202 0   Argon Gas (H.P) to Metallizer FLOW TRANMITTER FIELD 0 ~ 1 L/min.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 ACP-RME-25-101

FLOW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24 - -

 ACP-HA-FIC-202 0   Argon Gas (H.P) to Metallizer INDICATING CONTROLLER PANEL H :  L/min. - - - - - - - - ACP-RME-25-101

FLOW - - L :  L/min. - - - - - - - -

 ACP-HA-FA-202 0   Argon Gas (H.P) to Metallizer ANNUNCIATOR PANEL H :  L/min. - - - - - - - - ACP-RME-25-101

FLOW - - - - - - - - - - -

 ACP-LA-FI-203 0   Argon Gas (L.P) to Metallizer ROTAMETER FIELD 0 ~ 20 L/min.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3/4" ACP-RME-25-101

FLOW - - 3/4" NPT 316 SS - Gas - - LA-BR020 - 3/4"

 ACP-HA-AT-201 0   Off Gas Cold Trap Outlet 02 ANALYZER FIELD 0 ~ 10 % 316 SS - Off Gas 0.5 Kg/cm2G 70 ℃ - - 1/2" ACP-RME-25-101

-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28 - 1/2"

 ACP-HA-AI-201 0   Off Gas Cold Trap Outlet INDICATOR PANEL - - - - - - - - ACP-RME-25-101

- - - - - - - - - - -

 ACP-HA-PT-202 0   Argon Gas (H.P) to Metallizer PRESSURE TRANMITTER FIELD 0 ~ 1.5 Kg/cm2G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1/2" ACP-RME-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20 - 1/2"

 ACP-HA-PI-202 0   Argon Gas (H.P) to Metallizer INDICATOR PANEL - - - - - - - - ACP-RME-25-101

PRESSURE - - - - - - - - - -

 ACP-LA-PT-204 0   Argon Gas (L.P) to Metallizer PRESSURE TRANMITTER FIELD 0 ~ 1.5 Kg/cm2G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3/4" ACP-RME-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LA-BR020 - 1/2"

 ACP-LA-PI-204 0   Argon Gas (L.P) to Metallizer INDICATOR PANEL - - - - - - - - ACP-RME-25-101

PRESSURE - - - - - - - - - -

 ACP-HA-PG-205 0   Off Gas to Cold Trap PRESSURE GAUGE FIELD -1.0 ~ 3 Kg/cm2G 316 SS - Off Gas 0.5 Kg/cm2G 100 ℃ - - 1/2" ACP-RME-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HA-BR027 - 1/2"

 ACP-HA-PT-205 0   Off Gas to Cold Trap PRESSURE TRANMITTER FIELD -1.0 ~ 3 Kg/cm2G 316 SS - Off Gas 0.5 Kg/cm2G 100 ℃ - - 1/2" ACP-RME-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27 - 1/2"

 ACP-HA-PI-205 0   Off Gas to Cold Trap INDICATOR PANEL - - - - - - - - ACP-RME-25-101

PRESSURE - - - - - - - - - -

 ACP-HA-PA-205 0   Off Gas to Cold Trap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ME-25-101

PRESSURE - - - - - - - - - -

 ACP-HA-PI-205 0   Off Gas to Cold Trap INDICATOR
M.PANEL

-
- - - - - - - ACP-RME-25-101

PRESSURE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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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HA-PG-206 0   Off Gas Cold Trap Outlet PRESSURE GAUGE FIELD -1.0 ~ 3 Kg/cm2G 316 SS - Off Gas 0.5 Kg/cm2G 100 ℃ - - 1/2" ACP-RME-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HA-BR025 - 1/2"

 ACP-HA-PT-206 0   Off Gas Cold Trap Outlet PRESSURE TRANMITTER FIELD -1.0 ~ 3 Kg/cm2G 316 SS - Off Gas 0.5 Kg/cm2G 100 ℃ - - 1/2" ACP-RME-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25 - 1/2"

 ACP-HA-PI-206 0   Off Gas Cold Trap Outlet INDICATOR PANEL - - - - - - - - ACP-RME-25-101

PRESSURE - - - - - - - - - -

 ACP-ME-TE-201 0   Metallizer Surface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800 ℃ 316 SS - 0.5 Kg/cm2G 650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Surface type

 ACP-ME-TI-201 0   Metallizer Surface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800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ME-TR-201 0   Metallizer Surface Temperature RECORDER PANEL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ME-TA-201 0   Metallizer Surface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ME-TE-202 0   Metallizer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800 ℃ 316 SS - 0.5 Kg/cm2G 650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ACP-ME-TI-202 0   Metallizer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800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ME-TR-202 0   Metallizer Temperature RECORDER PANEL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ME-TA-202 0   Metallizer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H : 690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ME-TI-202 0   Metallizer Temperature INDICATOR M.PANEL 0 ~ 800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ME-TE-203 0   Metallizer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800 ℃ 316 SS - 0.5 Kg/cm2G 650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ACP-ME-TI-203 0   Metallizer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800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ME-TR-203 0   Metallizer Temperature RECORDER PANEL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ME-TA-203 0   Metallizer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H : 690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ME-TI-203 0   Metallizer Temperature INDICATOR M.PANEL 0 ~ 800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ME-TE-204 0   Metallizer Surface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800 ℃ 316 SS - 0.5 Kg/cm2G 650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Surface type

 ACP-ME-TI-204 0   Metallizer Surface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800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ME-TR-204 0   Metallizer Surface Temperature RECORDER PANEL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ME-TA-204 0   Metallizer Surface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H : 690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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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ME-TE-205 0   Metallizer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800 ℃ 316 SS - 0.5 Kg/cm2G 650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ACP-ME-TI-205 0   Metallizer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800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ME-TR-205 0   Metallizer Temperature RECORDER PANEL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ME-TA-205 0   Metallizer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H : 690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ME-TI-205 0   Metallizer Temperature INDICATOR M.PANEL 0 ~ 800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ME-TE-206 0   Metallizer Surface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800 ℃ 316 SS - 0.5 Kg/cm2G 650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Surface type

 ACP-ME-TI-206 0   Metallizer Surface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800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ME-TR-206 0   Metallizer Surface Temperature RECORDER PANEL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ME-TA-206 0   Metallizer Surface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H : 690 ℃ - - - - - - - - ACP-RME-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HA-FE-301 0   Argon Gas (H.P) to Smelter ROTAMETER FIELD 0 ~ 1 L/min.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3/8" ACP-RSC-25-101

FLOW - - 3/8" NPT 316 SS - Gas - - HA-BR031 - 3/8"

 ACP-HA-FT-301 0   Argon Gas (H.P) to Smelter FLOW TRANMITTER FIELD 0 ~ 1 L/min.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 ACP-RSC-25-101

FLOW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31 - -

 ACP-HA-FIC-301 0   Argon Gas (H.P) to Smelter INDICATING CONTROLLER PANEL H :  L/min. - - - - - - - - ACP-RSC-25-101

FLOW - - L :  L/min. - - - - - - - -

 ACP-HA-FA-301 0   Argon Gas (H.P) to Smelter ANNUNCIATOR PANEL H :  L/min. - - - - - - - - ACP-RSC-25-101

FLOW - - - - - - - - - - -

 ACP-HA-FE-302 0   Argon Gas (H.P) to Smelter ROTAMETER FIELD 0 ~ 1 L/min.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3/8" ACP-RSC-25-101

FLOW - - 3/8" NPT 316 SS - Gas - - HA-BR034 - 3/8"

 ACP-HA-FT-302 0   Argon Gas (H.P) to Smelter FLOW TRANMITTER FIELD 0 ~ 1 L/min.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 ACP-RSC-25-101

FLOW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34 - -

 ACP-HA-FIC-302 0   Argon Gas (H.P) to Smelter INDICATING CONTROLLER PANEL H :  L/min. - - - - - - - - ACP-RSC-25-101

FLOW - - L :  L/min. - - - - - - - -

 ACP-HA-FA-302 0   Argon Gas (H.P) to Smelter ANNUNCIATOR PANEL H :  L/min. - - - - - - - - ACP-RSC-25-101

FLOW - - - - - - - - - - -

 ACP-LA-FI-303 0   Argon Gas (L.P) to Smelter ROTAMETER FIELD 0 ~ 20 L/min.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3/4" ACP-RSC-25-101

FLOW - - 3/4" NPT 316 SS - Gas - - LA-BR030 - 3/4"

 ACP-HA-PT-302 0   Argon Gas (H.P) to Smelter PRESSURE TRANMITTER FIELD 0 ~ 1.5 Kg/cm2G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1/2" ACP-RSC-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3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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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HA-PI-302 0   Argon Gas (H.P) to Smelter INDICATOR PANEL - - - - - - - - ACP-RSC-25-101

PRESSURE - - - - - - - - - -

 ACP-LA-PT-304 0   Argon Gas (L.P) to Smelter PRESSURE TRANMITTER FIELD 0 ~ 1.5 Kg/cm2G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1/2" ACP-RSC-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LA-BR030 - 1/2"

 ACP-LA-PI-304 0   Argon Gas (L.P) to Smelter INDICATOR PANEL - - - - - - - - ACP-RSC-25-101

PRESSURE - - - - - - - - - -

 ACP-HA-PG-305 0   Off Gas to Cold Trap PRESSURE GAUGE FIELD -1.0 ~ 3 Kg/cm2G 316 SS - Off Gas 0.5 Kg/cm2G 70 ℃ - - 1/2" ACP-RSC-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HA-BR037 - 1/2"

 ACP-HA-PT-305 0   Off Gas to Cold Trap PRESSURE TRANMITTER FIELD -1.0 ~ 3 Kg/cm2G 316 SS - Off Gas 0.5 Kg/cm2G 70 ℃ - - 1/2" ACP-RSC-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37 - 1/2"

 ACP-HA-PI-305 0   Off Gas to Cold Trap INDICATOR PANEL - - - - - - - - ACP-RSC-25-101

PRESSURE - - - - - - - - - -

 ACP-HA-PA-305 0   Off Gas to Cold Trap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SC-25-101

PRESSURE - - - - - - - - - -

 ACP-HA-PI-305 0   Off Gas to Cold Trap INDICATOR M.PANEL - - - - - - - - - ACP-RSC-25-101

PRESSURE - - - - - - - - - -

 ACP-HA-PG-306 0   Off Gas Cold Trap Outlet PRESSURE GAUGE FIELD -1.0 ~ 3 Kg/cm2G 316 SS - Off Gas 0.5 Kg/cm2G 70 ℃ - - 1/2" ACP-RSC-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HA-BR038 - 1/2"

 ACP-HA-PT-306 0   Off Gas Cold Trap Outlet PRESSURE TRANMITTER FIELD -1.0 ~ 3 Kg/cm2G 316 SS - Off Gas 0.5 Kg/cm2G 70 ℃ - - 1/2" ACP-RSC-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38 - 1/2"

 ACP-HA-PI-306 0   Off Gas Cold Trap Outlet INDICATOR PANEL - - - - - - - - ACP-RSC-25-101

PRESSURE - - - - - - - - - -

 ACP-SC-TE-301 0   Smelter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1600 ℃ 316 SS - 0.5 Kg/cm2G 1400 ℃ - - - ACP-RSC-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ACP-SC-TI-301 0   Smelter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1600 ℃ - - - - - - - - ACP-RSC-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SC-TR-301 0   Smelter Temperature RECORDER PANEL - - - - - - - - - ACP-RSC-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SC-TA-301 0   Smelter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H : 1400 ℃ - - - - - - - - ACP-RSC-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SC-TI-301 0   Smelter Temperature INDICATOR M.PANEL 0 ~ 1600 ℃ - - - - - - - - ACP-RSC-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SC-TE-302 0   Smelter Surface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1600 ℃ 316 SS - 0.5 Kg/cm2G 1400 ℃ - - - ACP-RSC-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Surface type

 ACP-SC-TI-302 0   Smelter Surface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1600 ℃ - - - - - - - - ACP-RSC-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SC-TR-302 0   Smelter Surface Temperature RECORDER PANEL - - - - - - - - - ACP-RSC-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SC-TA-302 0   Smelter Surface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H : 1400 ℃ - - - - - - - - ACP-RSC-25-101

TEMPERATURE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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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HA-FE-401 0   Argon Gas (H.P) to Waste MS Receiver ROTAMETER FIELD 0 ~ 1 L/min.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3/8" ACP-RLI-25-101

FLOW - - 3/8" NPT 316 SS - Gas - - HA-BR040 - 3/8"

 ACP-HA-FT-401 0   Argon Gas (H.P) to Waste MS Receiver FLOW TRANMITTER FIELD 0 ~ 1 L/min.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 ACP-RLI-25-101

FLOW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40 - -

 ACP-HA-FIC-401 0   Argon Gas (H.P) to Waste MS Receiver INDICATING CONTROLLER PANEL H :  L/min. - - - - - - - - ACP-RLI-25-101

FLOW - - L :  L/min. - - - - - - - -

 ACP-HA-FA-401 0   Argon Gas (H.P) to Waste MS Receiver ANNUNCIATOR PANEL H :  L/min. - - - - - - - - ACP-RLI-25-101

FLOW - - - - - - - - - - -

 ACP-LA-FI-402 0   Argon Gas (L.P) to Waste MS Receiver ROTAMETER FIELD 0 ~ 10 L/min.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3/8" ACP-RLI-25-101

FLOW - - 3/8" 316 SS - Gas - - LA-BR040 - 3/8"

 ACP-LI-LT-401 0   Waste MS Receiver Level LEVEL TRANMITTER (UTRASONIC) FIELD 0 ~ 100 % 316 SS - Waste 0.5 Kg/cm2G 650 ℃ - - EQUIP. ACP-RLI-25-101

LEVEL - AI 2" 316 SS - - - - - -

 ACP-LI-LI-401 0   Waste MS Receiver Level INDICATOR PANEL - - - - - - - - ACP-RLI-25-101

LEVEL - - - - - - - - - -

 ACP-LI-LA-401 0   Waste MS Receiver Level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LI-25-101

LEVEL - - - - - - - - - - -

 ACP-HA-PT-402 0   Argon Gas (H.P) to Waste MS Receiver PRESSURE TRANMITTER FIELD 0 ~ 1.5 Kg/cm2G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3/8" ACP-RLI-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40 - 1/2"

 ACP-HA-PI-402 0   Argon Gas (H.P) to Waste MS Receiver INDICATOR PANEL - - - - - - - - ACP-RLI-25-101

PRESSURE - - - - - - - - - -

 ACP-LA-PT-404 0   Argon Gas (L.P) to Waste MS Receiver PRESSURE TRANMITTER FIELD 0 ~ 1.5 Kg/cm2G 316 SS - Argon Gas 0.5 Kg/cm2G 100 ℃ - - 3/8" ACP-RLI-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LA-BR040 - 1/2"

 ACP-LA-PI-404 0   Argon Gas (L.P) to Waste MS Receiver INDICATOR PANEL - - - - - - - - ACP-RLI-25-101

PRESSURE - - - - - - - - - -

 ACP-HA-PG-405 0   Off Gas to Cold Trap PRESSURE GAUGE FIELD -0.5 ~ 3 Kg/cm2G 316 SS - Off Gas 0 Kg/cm2G 70 ℃ - - 1/2" ACP-RLI-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HA-BR043 - 1/2"

 ACP-HA-PT-405 0   Off Gas to Cold Trap PRESSURE TRANMITTER FIELD -0.5 ~ 3 Kg/cm2G 316 SS - Off Gas 0 Kg/cm2G 70 ℃ - - 1/2" ACP-RLI-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43 - 1/2"

 ACP-HA-PI-405 0   Off Gas to Cold Trap INDICATOR PANEL - - - - - - - - ACP-RLI-25-101

PRESSURE - - - - - - - - - -

 ACP-HA-PA-405 0   Off Gas to Cold Trap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LI-25-101

PRESSURE - - - - - - - - - -

 ACP-HA-PI-405 0   Off Gas to Cold Trap INDICATOR M.PANEL - - - - - - - - - ACP-RLI-25-101

PRESSURE - - - - - - - - - -

 ACP-HA-PG-406 0   Off Gas Cold Trap Outlet PRESSURE GAUGE FIELD -0.5 ~ 3 Kg/cm2G 316 SS - Off Gas 0.5 Kg/cm2G 70 ℃ - - 1/2" ACP-RLI-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HA-BR04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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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HA-PT-406 0   Off Gas Cold Trap Outlet PRESSURE TRANMITTER FIELD -0.5 ~ 3 Kg/cm2G 316 SS - Off Gas 0.5 Kg/cm2G 70 ℃ - - 1/2" ACP-RLI-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HA-BR044 - 1/2"

 ACP-HA-PI-406 0   Off Gas Cold Trap Outlet INDICATOR PANEL - - - - - - - - ACP-RLI-25-101

PRESSURE - - - - - - - - - -

 ACP-WS-TE-401 0   Waste MS Receiver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800 ℃ 316 SS - 0.5 Kg/cm2G 680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ACP-WS-TI-401 0   Waste MS Receiver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800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WS-TR-401 0   Waste MS Receiver Temperature RECORDER PANEL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WS-TA-401 0   Waste MS Receiver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H : 650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WS-TI-401 0   Waste MS Receiver Temperature INDICATOR M.PANEL 0 ~ 800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WS-TE-402 0   Waste MS Receiver Surface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800 ℃ 316 SS - 0.5 Kg/cm2G 650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Surface type

 ACP-WS-TI-402 0   Waste MS Receiver Surface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800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WS-TR-402 0   Waste MS Receiver Surface Temperature RECORDER PANEL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WS-TA-402 0   Waste MS Receiver Surface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H : 650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HA-TE-403 0   Cooler Outlet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100 ℃ 316 SS - 0.5 Kg/cm2G 40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ACP-HA-TI-403 0   Cooler Outlet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100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HA-TA-403 0   Cooler Outlet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H : 40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HA-TE-404 0   Cooler Inlet Temperature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100 ℃ 316 SS - 0.5 Kg/cm2G 70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ACP-HA-TI-404 0   Cooler Inlet Temperature INDICATOR PANEL 0 ~ 100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HA-TA-404 0   Cooler Inlet Temperature ANNUNCIATOR PANEL H : 70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WS-TE-405 0   Metallizer to Waste MS Receiver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800 ℃ 316 SS - 0.5 Kg/cm2G 650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 - 1/2"

 ACP-WS-TI-405 0   Metallizer to Waste MS Receiver INDICATOR PANEL 0 ~ 800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WS-TR-405 0   Metallizer to Waste MS Receiver RECORDER PANEL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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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WS-TA-405 0   Metallizer to Waste MS Receiver ANNUNCIATOR PANEL H : 650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WS-TI-405 0   Metallizer to Waste MS Receiver INDICATOR M.PANEL 0 ~ 800 ℃ - - - - - - - - ACP-RLI-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WG-PDT-501 0   1st. Off Gas Absorber Diff. Pressure DIFF. PRESSURE TRANSMITTER FIELD 0 ~ 0.5 Kg/cm2G 316 SS - Off Gas 0.03 Kg/cm2G 40 ℃ - - EQUIP. ACP-RWG-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 - 1/2"

 ACP-WG-PDI-501 0   1st. Off Gas Absorber Diff. Pressure INDICATOR PANEL - - - - - - - - ACP-RWG-25-101

PRESSURE - - - - - - - - - -

 ACP-WG-PDA-501 0   1st. Off Gas Absorber Diff. Pressure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WG-25-101

PRESSURE - - - - - - - - - -

 ACP-WG-PDT-502 0   2nd. Off Gas Absorber Diff. Pressure DIFF. PRESSURE TRANSMITTER FIELD 0 ~ 0.5 Kg/cm2G 316 SS - Off Gas 0.03 Kg/cm2G 40 ℃ - - EQUIP. ACP-RWG-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 - 1/2"

 ACP-WG-PDI-502 0   2nd. Off Gas Absorber Diff. Pressure INDICATOR PANEL - - - - - - - - ACP-RWG-25-101

PRESSURE - - - - - - - - - -

 ACP-WG-PDA-502 0   2nd. Off Gas Absorber Diff. Pressure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WG-25-101

PRESSURE - - - - - - - - - -

 ACP-WG-PG-503 0   Vacuum Surge Tank PRESSURE GAUGE FIELD -1.0~0.5 Kg/cm2G 316 SS - Off Gas 0.5 Kg/cm2G 40 ℃ - - VESSEL ACP-RWG-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Gas - - - - 1/2"

 ACP-WG-PT-503 0   Vacuum Surge Tank PRESSURE TRANMITTER FIELD -1.0~0.5 Kg/cm2G 316 SS - Off Gas 0.5 Kg/cm2G 40 ℃ - - VESSEL ACP-RWG-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 - 1/2"

 ACP-WG-PIC-503 0   Vacuum Surge Tank INDICATING CONTROLLER PANEL - - - - - - - - ACP-RWG-25-101

PRESSURE - - - - - - - - - -

 ACP-WG-PA-503 0   Vacuum Surge Tank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WG-25-101

PRESSURE - - - - - - - - - -

 ACP-WG-PT-504 0   1st. Off Gas Absorber Inlet Pressure PRESSURE TRANMITTER FIELD -0.5 ~ 2 Kg/cm2G 316 SS - Off Gas 0.5 Kg/cm2G 40 ℃ - - 1" ACP-RWG-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WG-BR002 - 1/2"

 ACP-WG-PI-504 0   1st. Off Gas Absorber Inlet Pressure INDICATOR PANEL - - - - - - - - ACP-RWG-25-101

PRESSURE - - - - - - - - - -

 ACP-WG-PA-504 0   1st. Off Gas Absorber Inlet Pressure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WG-25-101

PRESSURE - - - - - - - - - -

 ACP-WG-PI-504 0   1st. Off Gas Absorber Inlet Pressure INDICATOR M.PANEL - - - - - - - - ACP-RWG-25-101

PRESSURE - - - - - - - - - -

 ACP-WG-PT-505 0   1st. Off Gas Absorber Outlet Pressure PRESSURE TRANMITTER FIELD -0.5 ~ 1 Kg/cm2G 316 SS - Off Gas 0.5 Kg/cm2G 40 ℃ - - 1" ACP-RWG-25-101

PRESSURE - AI 1/2" NPT 316 SS - Gas - - WG-BR003 - 1/2"

 ACP-WG-PI-505 0   1st. Off Gas Absorber Outlet Pressure INDICATOR PANEL - - - - - - - - ACP-RWG-25-101

PRESSURE - - - - - - - - - -

 ACP-WG-PA-505 0   1st. Off Gas Absorber Outlet Pressure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RWG-25-101

PRESSURE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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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LIST

FOR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Job No. : Date : 2003. 10. 28.

Project :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PROJECT Revsion : 0

Client : KOREA ATOMIC ENERGY RESERARCH INSTITUTE DOC No. : ACP-JIG-40-001

Rev

Service

Specification Operating Condition Others

Tag No. Instrument Type RFQ No. Location Range/Set Point Body 
Mat. I/O Fluid Pressure Temp. 

Nor.
Flow Rate 
Nor. M.W Line Size P&ID No.

Control Function MFR. Model Signal Conn. Rating Elem. Mat. Loop Fluid P DP Pressure SP. GR. Line No. Visc. Inst. Size Remark

 ACP-WG-TE-501 0   1st. Off Gas Absorber Outlet Temp. THERMOCOUPLE ("K" Type) FIELD 0 ~ 100 ℃ 316 SS - 0.5 Kg/cm2G 40 ℃ - - 1" ACP-RWG-25-101

TEMPERATURE - AI 1/2" NPT 316 SS - - - WG-BR002 - 1/2"

 ACP-WG-TI-501 0   1st. Off Gas Absorber Outlet Temp. INDICATOR PANEL 0 ~ 100 ℃ - - - - - - - - ACP-RWG-25-101

TEMPERATURE - - 1/2" NPT - - - - - - - -

 ACP-WG-TR-501 0   1st. Off Gas Absorber Outlet Temp. RECORDER PANEL - - - - - - - - - ACP-RWG-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WG-TA-501 0   1st. Off Gas Absorber Outlet Temp. ANNUNCIATOR PANEL H : 40 ℃ - - - - - - - - ACP-RWG-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WG-TI-501 0   1st. Off Gas Absorber Outlet Temp. INDICATOR M.PANEL 0 ~ 100 ℃ - - - - - - - - ACP-RWG-25-101

TEMPERATURE - - - - - - - - - - -

 ACP-VA-PDSH-101 0   HVAC System DIFF. PRESSURE SWITCH FIELD -- 316 SS - - - - - - Equip. ACP-MVA-25-101

PRESSURE - DI 1/2" NPT 316 SS - Air - - - - 1/2"  By HVAC Vendor

 ACP-VA-PDAH-101 0   HVAC System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MVA-25-101

PRESSURE - - - - - - - - - -

 ACP-VA-PDSL-101 0   HVAC System DIFF. PRESSURE SWITCH FIELD -- 316 SS - - - - - - Equip. ACP-MVA-25-101

PRESSURE - DI 1/2" NPT 316 SS - Air - - - - 1/2"  By HVAC Vendor

 ACP-VA-PDAL-101 0   HVAC System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MVA-25-101

PRESSURE - - - - - - - - - -

 ACP-VA-PDSL-102 0   HVAC System DIFF. PRESSURE SWITCH FIELD -- 316 SS - - - - - - Equip. ACP-MVA-25-101

PRESSURE - DI 1/2" NPT 316 SS - Air - - - - 1/2"  By HVAC Vendor

 ACP-VA-PDAL-102 0   HVAC System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MVA-25-101

PRESSURE - - - - - - - - - -

 ACP-VA-HZ-101 0   HVAC System DAMPER FIELD -- 316 SS - - - - - - Equip. ACP-MVA-25-101

- - 1/2" NPT 316 SS - Air - - - - 1/2"  By HVAC Vendor

 ACP-VA-ZSL-101 0   HVAC System LIMIT SWITCH FIELD -- 316 SS - - - - - - Equip. ACP-MVA-25-101

- DI 1/2" NPT 316 SS - Air - - - - 1/2"  By HVAC Vendor

 ACP-VA-ZAL-101 0   HVAC System ANNUNCIATOR PANEL - - - - - - - - ACP-MVA-25-101

- - - - - - - - - -

 ACP-VA-PDI-101A 0   HVAC System DIFF. PRESSURE INDICATOR FIELD -- 316 SS - - - - - - Equip. ACP-MVA-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Air - - - - 1/2"  By HVAC Vendor

 ACP-VA-PDI-101B 0   HVAC System DIFF. PRESSURE INDICATOR FIELD -- 316 SS - - - - - - Equip. ACP-MVA-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Air - - - - 1/2"  By HVAC Vendor

 ACP-VA-PDI-102 0   HVAC System DIFF. PRESSURE INDICATOR FIELD -- 316 SS - - - - - - Equip. ACP-MVA-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Air - - - - 1/2"  By HVAC Vendor

 ACP-VA-PDI-103A 0   HVAC System DIFF. PRESSURE INDICATOR FIELD -- 316 SS - - - - - - Equip. ACP-MVA-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Air - - - - 1/2"  By HVAC Vendor

 ACP-VA-PDI-103B 0   HVAC System DIFF. PRESSURE INDICATOR FIELD -- 316 SS - - - - - - Equip. ACP-MVA-25-101

PRESSURE - - 1/2" NPT 316 SS - Air - - - - 1/2"  By HVAC Ve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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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Advanced SF Conditioning Process: ACP)은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여, 고발열성 핵종(Cs, Sr)을 효율적으로 제거함으

로써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발열량 및 방사선의 세기를 최대 1/4까지 감소시키고, 

처분용기의 소요량과 처분장의 소요면적을 1/2 이상으로 축소시켜 처분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의 수행을 위해서

는 공정특성을 고려한 α-γ type 핫셀 및 부대시설이 필요하나 신규로 시설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조사재시험시설 지하

의 β-γ type 예비핫셀을 ACP 공정의 특성 및 용도에 맞게 개조하여 활용하기로 

하 으며, 이를 위하여 핫셀 개조 및 부대설비의 설치를 위한 설계 및 안전성분석

을 수행하고 보수적 안전성이 입증된 핫셀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

다. 본 과제에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공정조건, 공정설비, 운전특성을 분석하고 

기술 평가를 통하여 분야별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핫셀 및 설비의 설계요건을 확립

하고 기본설계와 실증시설의 시공 및 설비 구매를 위한 도면, 시방서 등 상세설계

를 수행하 으며, 안전성분석을 통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사용후핵연료, 핫셀, 실증, ACP, 기본설계, 상세설계, α-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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