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TR-3106/2005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보고서

Design Report of

 Hot Cell Facilities for Demonstration o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소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2005년  

수행 과제 기술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목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 보고서

                                                      2005.  12.

                                   작  성  자 :    유  길 성        

                                           정  원 명

                         구  정 회

                                                   조  일 제

국  동 학

                                                   권  기 찬

이  원 경

                                                   정  기 정

이  은 표

백  상 열 

이  규 일



α γ 



 T

α γ 

β γ 



- i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설계용역 발주 ··················································································· 3

  제 1 절  서 설 ······························································································· 3

  제 2 절  설계용역 지침 ··············································································· 3

       1.  일반사항 ·························································································· 4

       2.  설계용역의 특수범위 ···································································· 6

       3.  설계용역의 과업범위 ···································································· 7

       4.  일반시방서 ······················································································ 13

  제 3 절  설계용역 발주 및 기술관리 ······················································· 18

       1.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 ································································ 18

       2.  설계용역의 기술관리 ···································································· 20

       3.  설계용역의 일정관리 ···································································· 25

제 3 장  분야별 설계 내용 ············································································· 27

  제 1 절  서 설 ······························································································· 27

  제 2 절  공통 분야 ······················································································· 27

       1.  Engineering Note ·········································································· 27

       2.  기존시설 현황조사 보고서 ·························································· 28

       3.  기기 목록 및 공통 사항 ······························································ 28

  제 3 절  공정 분야 ······················································································· 29

       1.  설계요건 및 개념설계 수정 ························································ 29

       2.  공정 설계 내용 ·············································································· 42

  제 4 절  구조 건축 분야 ············································································· 50

       1.  구조 설계 ························································································ 50



- iv -

       2.  구조 해석 ························································································ 55

       3.  구조 건축 상세설계 ······································································ 58

  제 5 절  원자력 분야 ··················································································· 59

       1.  실증시설 및 핫셀 배치 설계 ······················································ 59

       2.  차폐 설계 ························································································ 61

       3.  핫셀 주요설비 설계 ······································································ 76

  제 6 절  기계 분야 ······················································································· 86

       1.  환기설비 ·························································································· 86

       2.  유틸리티 공급설비 ········································································ 90

       3.  화재 방호설비 ················································································ 92

  제 7 절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  93

       1.  전기설비 ·························································································· 93

       2.  계측제어설비 ·················································································· 98

 

제 4 장  안전성 분석 및 환경 향평가 ······················································· 106

  제 1 절  서 설 ······························································································· 106

  제 2 절  안전성 분석 ··················································································· 106

       1.  공정 안전성 분석 ·········································································· 106

       2.  구조 안전성 분석 ·········································································· 107

       3.  차폐 안전성 분석 ·········································································· 108

       4.  핵임계 해석 ···················································································· 109

  제 3 절  환경 향평가 ················································································· 111

       1.  정상운전시 환경 향평가 ···························································· 111

       2.  사고시 환경 향평가 ···································································· 112

       

참고문헌 ············································································································· 115



- v -

그 림 목 차

그림 2-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개념도 ·················································· 4

그림 2-2. 설계용역 계획일정표 ······································································ 26

그림 3-1.  Process block diagram(수정전)    ········································    30

그림 3-2.  Process block diagram(수정후)  ············································ 31

그림 3-3.  Process flow diagram(수정전) ·················································· 32

그림 3-4.  Process flow diagram(수정후) ·················································· 33

그림 3-5.  원소별 Mass balance diagram(수정전) ··································· 35

그림 3-6.  원소별 Mass balance diagram(수정후) ··································· 36

그림 3-7.  원소별 Radioactivity balance diagram(수정전) ····················· 37

그림 3-8.  원소별 Radioactivity balance diagram(수정후) ····················· 38

그림 3-9.  Process material balance diagram(수정전) ···························· 39

그림 3-10. Process material balance diagram(수정후) ···························· 40

그림 3-11. 실증시설 핫셀 General layout ··················································· 41

그림 3-12. 실증시설 배치 개념도(수정전) ··················································· 44

그림 3-13. 실증시설 배치 개념도(수정후) ··················································· 45

그림 3-14. The work flow diagram for ACP process ··························· 48

그림 3-15. 조사재시험시험 지하 평면도 ······················································ 50

그림 3-16. 조사재시험시험 예비핫셀 사진(전면) ······································· 51

그림 3-17. 핫셀 구조 계획도 ········································································ 52

그림 3-18. SAP 2000 프로그램을 이용한 3D 동적해석 모델 ················ 56

그림 3-19. ACP 핫셀 공간배치도 ······························································· 60

그림 3-20. Case 1, 3, 4에 대한 QAD-CGGP-A 입력 모델링 ··············· 66

그림 3-21. Case 2에 대한 QAD-CGGP-A 입력 모델링 ························· 67

그림 3-22. Case 5, 6, 7, 8에 대한 QAD-CGGP-A ·································· 67

그림 3-23. 중량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피폭선량 (외벽) ··························· 69

그림 3-24. 중량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피폭선량-셀간벽 ························· 70

그림 3-25. 중량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스틸 보강 차폐체 두께 ·············· 71



- vi -

그림 3-26. ACP 핫셀 구성도 ······································································· 72

그림 3-27. ACP 핫셀 환기계통도 ································································· 88

그림 3-28. Control Panel 구성도 ··································································· 102

그림 3-29. RMS 장비 배치도 ········································································ 105

그림 4-1.  구조해석  모델 및 결과 ······························································ 107



- vii -

표 목 차

표 1-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 구성 ·································· 2

표 2-1.  제출되는 설계 자료별 기준 ···························································· 17

표 3-1.  공정 시험장치 사양 및 공정조건 ·················································· 46

표 3-2.  최소설계 활하중 ················································································ 53

표 3-3.  구조물에 따른 하중조합 ·································································· 54

표 3-4.  핵종별 방사능(휘발성 핵분열생성물 5 batches) ······················· 63

표 3-5.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5 batch 분의 감마선량률 ························ 64

표 3-6.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차폐보강 방안 및 모델링 ·· 65

표 3-7.  차폐체별 partial density ································································· 68

표 3-8.  중량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피폭선량 (외벽) ······························· 69

표 3-9.  중량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피폭선량 (셀간벽) ··························· 70

표 3-10. 차폐를 위한 중량콘크리트 및 스틸의 두께 ································ 71

표 3-11. ACP 핫셀 차폐체 재질 및 두께 ··················································· 73

표 3-12. 차폐 보강방법 검토결과 요약 ························································ 75

표 3-13. 핫셀 주요장비 ···················································································· 77

표 3-14. 원격조정기 주요 사양 ···································································· 78

표 3-15. 차폐창 주요 사양 ·············································································· 79

표 3-16. Rear Door 주요 사양 ····································································· 81

표 3-17. ACP 핫셀 환기설비 설계기준 ····················································· 87

표 3-18. ACP 핫셀 환기량 ············································································· 89

표 3-19. Ar gas 공급설비 설계기준 ····························································· 91



- viii -

표 3-20. Process fault analysis ····································································· 100

표 3-21. RMS 장비 list ················································································· 104

표 4-1.  차폐 안전성분석 결과 ······································································ 108

표 4-2.  핵임계 해석 결과 ·············································································· 111

표 4-3.  정상운전시 환경 향평가 결과 ······················································ 112

표 4-4.  사고시 환경 향평가 결과 ······························································ 114



- 1 -

제 1 장  서  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ACPF :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은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 연구개발 중

에 있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ACP :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의 실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핫셀 및 부대시설 이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

로 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서 핵확산 관련 저항성이 높으며, 미래 지향적

인 건식 핵연료주기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점으

로 인하여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특징은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고, 고발열성 및 고방사성 핵

종(Cs, Sr)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발열량 및 방사선

의 세기를 크게 감소시켜 처분용기와 처분장의 소요를 축소함으로서 처분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건식처리공정으로서 실증시험을 위한 공정 

및 장치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을 위해서는 고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취

급할 수 있는 차폐시설과 공정특성을 고려하여 격리된 차폐 공간 내에 설치

되는 공정장치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부대시설들이 확보

되어야 하며, 이들 시설들은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 요건들을 만족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규로 핫셀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

원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기존시설을 활용하기로 하고, 조사재시험시설(IMEF) 지하에 현재 핫셀 

골조만이 설치된 예비핫셀을 α-γ type의 핫셀로 구조물을 개조하고, 핫셀 운

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제작, 설치하여 활용하기로 하여 개조를 위한 설계를 

수행하 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설계는 이미 발간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요건서[1]와 개념설계 보고서[2]를 기준으로 하 으나 당초 차

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주 공정인 금속전환공정이 Li 금속을 환원제로 사용하

는 Li 환원방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연구개발 과정에서 Li 환원

방법보다 유리한 Li2O을 사용하는 전기화학적 환원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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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금속의 사용을 전제로 하 던 실증시설의 핫셀 구성을 표 1-1과 같이 수

정하 으며,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 취급 시 화재의 위험에 특별히 유의해

야하는 Li 금속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핫셀의 inert 분위기 유지를 위

하여 고려되었던 아르곤 순환, 정제설비는 규모를 축소하여 핫셀 내 공정에

서 필요한 시약인 LiCl과 Li2O의 준비 및 공급을 위한 glove box 내의 분위

기 유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설계요건을 수정하 다.

표 1-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 구성

구  분 핫셀 구성 핫셀 Type Atmosphere

변경전
공정용 핫셀 - 2개

(Inert 핫셀 및 Air 핫셀)
α-γ type

- Inert 핫셀 : Argon

- Air 핫셀 : Air 

변경후
공정용 핫셀 - 1개

유지보수용 핫셀 - 1개
α-γ type

- 공정용 핫셀 : Air

- 유지보수용 핫셀 : Air

본 보고서에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각 분야별로 주요 설계 내

용과 본 시설에 대한 안전성분석 및 환경 향평가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기

술함으로서 실증시설의 개조공사와 실증시험 수행을 위한 시설 운 에 필요

한 기준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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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설계용역 발주

제 1 절  서 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특성이 

고려되고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핫셀이 확보되어

야 한다. 소요 재원과 인력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시설인 조사재시

험시설 지하의 예비핫셀을 개조하여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핫셀 개조를 위

한 설계요건과 개념설계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존 핫셀을 개조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분석

(환경 향평가 포함) 등의 설계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각 분야(원자력, 화학공정, 기계, 구조 및 건축, 전기, 계측제어 등)의 

전문 인력과 software를 필요로 하며, 실증시험을 위한 핫셀 시설의 객관적

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설계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기본설계 및 상세설

계, 안전성분석에 대한 설계용역을 전문 설계회사에 발주하기 위한 설계 기

준사양, 설계용역 수행 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용역 지침과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과 설계용역에 대한 기술관리 내용들을 기술함으로서 차세대관

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설계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후 유사한 업무

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제 2 절  설계용역 지침

  1. 일 반 사 항

가. 설계용역 명칭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용역

나. 설계용역 수행 목적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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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시된 공정으로 아래 그림 2-1에 표기된 공정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2-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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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 anent DisposalPerm a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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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까지 감소시키고, 처분용기의 소요량과 처분장의 소요면적을 

1/2 이상으로 축소함으로서 처분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처분

장의 규모 축소로 인해 부지 선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친화

적인 기술로서 핵확산 관련 저항성이 높으며, 미래 지향적인 건식핵연료주기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점으로 인하여 현재 연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1단계(1997∼2000년) 연구개발을 통하여 차세대관리공정의 요소기술과 시

험 공정장치들을 개발하 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단계(2001∼200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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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개발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을 위한 설계와 관련 인허가를 완

료하는 것을 단계 목표로 설정하 다. 그리고 3단계(2004∼2006년)에서는 차

폐시설 및 공정장치를 설치하여 실증시설의 건설을 완료하고, 개발된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을 이 시설에서 수행 완료하는 것을 과제의 최종 

목표로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을 위한 차폐시

설의 확보를 위하여 신규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조사재시험시설의 지

하에 설치된 예비 hot cell을 선정하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특성 및 용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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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도록 개조하여야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에 설치된 예비핫셀은 현재 일부 벽체만 설치된 

상태로 이를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조를 

위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는 물론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원자력 시설로서의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해석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향을 평가하여 시설의 안

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지침서 효력

본 지침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그 효력이 있다.

라. 용역업체 자격

본 설계용역의 수행업체는 원자력 분야 기술용역 업체로서 과학기술

처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원자력 관련 hot cell의 설계, 방사선 안전성분

석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마. 용역의 내용

1) 용역 내용 : 차폐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방사선 안전성분석 및 

KINS 인허가 관련 기술적 지원 업무

2) 범  위 : 용역의 특수범위(제2편) 및 일반범위(제3편)

3) 설계용역 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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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및 안전성분석 :계약 체결 후 12 개월

- KINS 인허가 관련 기술 지원 : 인허가 획득 시점까지 

바. 용역수행 책임자

본 설계용역의 수행업체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용역의 총

괄 책임자 및 분야별 담당자를 결정하여 용역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

며, 승인된 용역 참여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사. 자료의 누출방지

본 설계용역의 수행업체는 본 용역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및 용역결

과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며, 외부로 누출 방지를 위하여 별도

의 작업실 및 서류보관함을 비치하는 등 누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아. 용역 수행내용의 변경

용역 수행내용 또는 기술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역 발주자는 

용역 수행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자. 자료제출

용역 수행업체가 도서 및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이 없는 경우는 단순 검토용으로 인정

한다.

차. 기타사항

본 일반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2. 설계용역의 특수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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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여

야 한다.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 활용계획

- 용역 수행 일정표

- 용역 결과물 상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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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물의 품질관리 및 보증을 위한 계획

나. Engineering Note

본 설계용역의 수행업체는 계약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

을 포함하는 engineering note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분야별로 적용되는 설계기준 [기술 규격 및 기준, 법령(원자력법) 등

을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명기]

- 설계기준 적용의 타탕성

- 사용되는 전산 Code 내용 및 검증 자료

다. 설계 자료의 활용

본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 및 인허가 자료들은 차세대관리 종합

공정의 실증을 위한 시설로 개조할 예정인 원자력연구소 내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의 예비 hot cell의 차폐시설 개조공사와 부대시설의 제작/구매, 설치와 

인허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3. 설계용역의 과업범위

가. 설계용역 대상 시설의 용도

본 설계용역의 대상 시설인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 (제시

된 공정조건, 공정수율 확인과 공정장치 및 부대시설의 성능과 안전성) 

-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유사한 건식공정 개발을 위한 시험시설로 

활용

나. 설계용역 개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사재시험시설 내 지하층에 설치된 예비 

hot cell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설로 활용하기로 하 다. 그러나 예

비 hot cell은 콘크리트 골조와 일부 벽체만 설치되어 있으며, 실증시설로 활

용하기 위해서는 차폐 및 기 성 보강은 물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용도 및 

특성에 맞도록 차폐시설과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설계용역에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폐셀

의 개조와 부대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수행하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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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핵연료 처리시설로서 사용을 위해서 시설의 안전성 확보 입증과 KINS 인

허가를 위한 자료로서 실증시설의 안전성분석과 시설 운전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향평가를 수행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설계용역의 수행

은 원자력법 또는 관련 기술기준 및 규격과 첨부되는 실증시설의 설계요건

서 및 개념설계보고서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 설계요건서 및 개념설계보고서의 기술된 내용은 설계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다. 설계대상 주요설비

1) Hot cell

본 hot cell은 IMEF(조사재시험시설) 내 콘크리트 구조의 예비 hot 

cell을 개조/차폐 보강한 Air 분위기의 1개의 α-γ type 공정용 hot cell과 1

개의 유지, 보수용 hot cell로 구성된다. Hot cell은 다음과 같은 설비로 구성

된다.

- 차폐구조물 (보강 차폐체 포함) 및 스테인레스 스틸 라이너

- 셀내 크레인

-  원격조정기 (Manipulator) [Telescope MSM 포함*]

-  차폐창 (Radiation Shielding Window)

-  출입용 뒷문 및 Padirac Adapter

-  Dividing Wall 및 Inter-cell Door

-  Material Transfer System

-  Material Handling System

-  작업대

-  각종 Penetration

-  배기필터 및 조명설비

- 제염설비

    * TSM의 상세 Spec 및 설계도는 발주자 제공

2) Hot cell 부대설비

-  HVAC

- 불활성 분위기 가스 공급설비

- 화재방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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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ty 공급설비 (기존의 IMEF 공급설비 이용)

 * Demi. water system

 * Service water system

 * Compressed air supply system

 * Communication system

- 방사성폐기물 저장 및 이송설비

- 방사선감시설비

- 전원공급설비

- Hot cell 제어반

- 캐스크 이송설비

3) 공정설비 (공정폐가스 처리설비 포함)

- 공정장치 

- 공정장치 지지용 structure

- 공정장치 배관 및 배선

- 공정장치 계측제어설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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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요건서(KAERI/TR-2004/ 

2002 및 개념설계보고서(KAERI/TR-2092/2002) 참조]

4) 방사선원

5) Utility 공급요건

6)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기본자료

마. 계약자의 분야별 설계업무 범위

1) 기본설계

가) 공통사항

- 현장 조사 및 기존 도서 검토

- 설계기준의 정립

- 계통설명서(system descriptio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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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목록(Equipments list) 작성

- 기기배치(General Arrangement) 도면 작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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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quipments Lay-out and Plot plan

- Operation Logic Diagram (발주자와 공동작업)

- Equipment List

- Process data sheet (발주자와 공동작업)

- Equipment Load data

다) 구조 설계분야

- 구조물 Lay-out

- 구조물 Load data

- 구조물 구조계산 및 평가방법

- 설계하중의 정의 및 조합

라) 원자력 설계분야

- Source-term 평가

- Hot cell type 선정

- 차폐체 선정 및 Hot cell 구조 확정

- 방사선 차폐계산 및 평가

- Radiation Zone Map 작성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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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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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ty 소요량 및 공급방법

- 배관 sizing

바) 전기 및 계장

- Single line Diagram

- Electric load data

- 전기공급(비상전원 포함) 방법확정

- Instruments schedule

- Control system 계획도 (Procss Logic digram 포함)

2) 상세설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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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정설비

- 공정장치 Engineering 도면 (발주자와 공동 작성)

- 공정 제어 system arrangement 도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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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도면 (매입 및 관통 layout & detail 포함)

 ‧ 마감 상세도면 (매입 및 관통 layout & detail 포함)

 ‧ 구조물 상세 골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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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자력분야

- Hot cell 배치도 작성

- Manipulator/Radiation Shielding Window Coverage 작성

- Hot cell 상세도면(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상세도) 작성

마) 기계 분야

- 파이프 구경 및 파이프 압력강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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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전기 및 계장분야

- 전기계통 계산

- 핫셀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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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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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le Schedule

- Loop Diagram

- Control Panel, Instrument Location Drawing

3) 인허가 도서작성

- Source-term 추가에 따른 방사선 환경 향 평가(정상운전 및 사

고해석 포함)

- 핵임계 해석

- 수정 SAR(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 사용후핵연료 처리방법 (초안은 발주자가 제공)

- 분리된 핵연료물질 처리 및 처분방법 (초안은 발주자가 제공)

-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안전설계에 관한 설명서

4) 기타

시설의 설계와 KINS 인허가와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이상의 기술된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행하여야 한다.

4. 일반 시방서

가. 설계 지침

계약자는 아래의 설계지침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1) 설계용역 수행지침

본 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경제적이며, 최적의 설계기준으로 

연구시설을 건설 할 수 있도록 본 용역 업무를 효과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하며, 설계착수에 앞서 현황 및 설계에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를 상세히 

조사하고 연구소가 수립한 기본계획 및 생산 Process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

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및 기존 설계도서 검토

본 시설은 기존 조사재시험시설(IMEF) 지하층에 설치됨으로 계약

자는 용역 착수전에 설치 현장과 기존 설계도서를 면 히 조사하여 

Interface 사항을 파악하고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의 정립

연구소와 협의에 따라 본 시설의 설계에 관한 기본개념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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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용량, 수량, 형식, 자동화 범위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설정한 후, 설

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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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하고 건물 및 설비의 기본 설계개념을 설명하도록 작성한다. 

5) 기기 배치도(General Arrangement Drawing)

기기 배치도를 작성하되 차폐시설 내 공정장치와 부대설비 등의 운

전, 보수가 편리하고 안전하고도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공조 방식

- 공조방식은 연구소가 제공하는 요건을 만족하고, 경제적인 방식이

어야 한다.

- 공조계통은 본 시설이 설치되는 기존 공간에 적합한 방식이어야 한

다.

- 필요시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정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 흡기 및 배기 계통은 기존 환기설비계통과 공통으로 활용하도록 설

계하며, 특히, 타지역에 설치된 차폐셀과의 Cross Contamination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계통을 구성하여야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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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설계자료 작성지침

1) 설계내용의 적합성

계약자가 작성, 제출할 도면, 각종 Spec. 기타 설계도서의 내용은 

본 시방서와 첨부되는 설계요건서와 개념설계보고서의 요건에 부합되게 작

성하여야 하며,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설계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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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적설계

계약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가장 합리적이며 제작. 설치 가능한 최적

의 설계를 해야 하며, 만약 발주자가 기 승인한 설계도서라도 제작. 설치시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최적의 설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변경 요청할 

시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3) 설계 상호간섭 발생방지

계약자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별 Interface 사항을 면 히 검토 협

의하여 제작. 설치시 설계변경 요청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적용기준

계약자는 설계도서 작성 전 본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품질보증 적

용기준을 제시하여 상호 협의 후 적용하도록 한다.

5) 구매 사양서 작성

구매사양서를 작성할 때에는 물품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수

한 품질과 성능을 갖는 국내 조달가능 기자재가 우선되도록 작성하여야 한

다.

6) 사용 용어

모든 설계자료는 한 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병기 가

함) 도면 및 기기 구매를 위한 구매사양서 등은 문으로 표기한다. 기본단

위는 MKS 단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

고 있는 표준단위를 사용할 수도 있다.

7) 도면 및 문서의 규격

도면 및 문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A0 : 840×1190mm

- A1 : 595×840mm

- A3 : 297×420mm

- A4 : 210×297mm

다. 설계용역 공정표 제출

본 설계용역의 계획 공기 내 완성을 위한 도면, 기자재 구매사양서 

작성, 설계계산서 작성 등 주요사항을 분야별 및 요소별로 세분화하여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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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명시한 bar chart 또는 PERT-CPM 기법의 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라. 대관청 인․허가 업무수행

대관청 인허가 업무는 연구소가 수행하며, 계약자는 방사선안전성분

석보고서 등 인허가를 위한 기술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제출할 주요자료, 각종 도면 및 검토승인

- 설계와 관련되는 각종 도면 및 자료는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연구소로부터 수정지시를 받은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소로부터 반려된 도면 및 서류는 반려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 연구소에 제출할 자료, 부수, 기간은 아래 표 2-1과 같으며 연구소

가 검토 의뢰한 도면 및 서류는 15일 이내에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단, 설

계용역 업무 진행에 따라 상기 제출일의 변경을 요할시는 쌍방 합의하여 정

한다.

- 연구소 검토 승인기간 : 승인용 도서(Rev. A, B, C) : 15일

- 준공자료는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으로 이용될 것이므로 기본 

설계에서 준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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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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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제출되는 설계 자료별 기준

제출 자료 부수 제출기간

 A. 사업수행 계획서

 B. Engineering Note

 C. 각 기자재 구매 시방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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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승인된 도면 및 서류

   - 제작.설치용 최종 도면 및 서류

   - 시방서 및 설계서

 F. 도면 목록 및 각종 List

 G. 품질보증 계획서

 H. 월간진도 보고서

 I. 종합용역 보고서

5부

5부

5부

3부

5부

5부

승인 후 15일

승인 후 15일

매월 10일

 J. Utility system operation manual

 K. 분야별 최종 용량 계산서

 L. 연구소가 요구하는 자료 및 서류

 M. Auto Cad File(설계도면)

5부

3부

3부

 3 set

    * 모든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최종자료 CD에 저장된 file : 3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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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설계용역 발주 및 기술관리

1.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 수행에 필요한 핫셀 시설을 조사재시

험시설(IMEF) 지하층에 설치된 예비핫셀을 개조하여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공정 특성 및 용도에 맞도록 α-γ type의 hot cell로 개조하고,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에 설치된 예비 

핫셀은 β-γ type의 핫셀로 설계되어, 현재 일부 벽체만 설치된 상태로서 차

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비핫셀을 α-γ 

type으로 개조하고, 부대설비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계용역은 개조를 위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수행, 실증시설의 안

전성 확보와 원자력 시설로서의 인허가에 필요한 안전성해석 및 주변 환경

에 대한 향을 평가하여 시설의 객관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하게 

되었다.

설계용역은 발주를 위한 기본품의(내부결재)[핵사차-7(2002. 06. 03) ‘차세

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용역 발주’]를 득하 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시설과에 설계용역 발주를 의뢰하 다. 시설과에 발주를 의뢰한 설계용역은 

시설과에서 설계용역 예가를 산정하여 구매요구서(제2002-7615호, 2002. 08. 

08)를 구매과로 송부하여 2002년 09월 02일에 현대엔지니어링(주)와 계약(계

약번호 2002-3259)이 체결되었다.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기본품의 및 계약 

체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용역 발주 기본품의 내용.

     1) 설치 장소 : 조사재시험시설(IMEF) 내 지하층 예비핫셀 및 주변지

역

     2) 확보 예산 : 350,000 천원

     3) 계정 번호(과제명) : 53422-02(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개발)

     4) 수행 기간 : 계약 후 12 개월

     5) 주요 수행내용

      - α-γ type hot cell 및 부대설비 설계

      - 공정설비의 연구소와 공동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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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분석(차폐구조물 보강에 따른 조사재시험시설 전체 동적내진

해석 포함)

      - 환경 향평가(기존 조사재시험시설 방사선원에 본 시설 방사선원을 

추가하여 재평가)

     6) 설계 용역업체 자격

        원자력 관련 핫셀의 설계 및 방사선 안전성분석 및 인허가 관련 업

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7) 수행 방법 : 

      - 설계용역 발주는 설계용역 예가를 시설과에서 산출하여 발주한다.

      - 설계용역 수행과 관련한 관리는 설계용역 발주를 의뢰한 과제(차세

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개발)와 시설과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나. 설계용역 계약 체결 내용.

     1) 계약명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용역

2) 계약번호 : 2002-3252 (계약체결 통보번호 : 제526호, 2202. 09. 03)

3) 계약일자 : 2002. 09. 02

4) 계약금액 : 307,500,000원 (부가세 포함)

5) 계약기간

   당초 설계용역 계약기간은 2002년 9월2일에서 2003년 9월1일까지로 

계약되었으나 설계용역 수행 과정에서 설계용역 업무범위 중 공정분야의 상

세설계와 관련하여 연구과제에서 설계에 필요한 공정의 기본자료를 설계용

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나 일부 공정실험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정자료

의 제공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약기간을 2.5개월 연장하여 2002년 

9월2일에서 2003년 11월15일까지로 변경하게 되었다. [(내부결재) 핵사차-35, 

(2003. 08. 13)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용역 계약기간 연장 의

뢰’] 참조

6) 계약상대자 : 현대엔지니어링(주) [주관부서: 원자력부]

7) 설계용역 수행업무 내용 및 범위

   앞의 제2절에서 기술한 설계용역지침서 내용을 첨부하여 이를 기준

으로 수행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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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용역 결과물 관리

작성되는 각종 설계용역 결과물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각종 

기록에 대한 정보의 추적과 효과적인 검색을 위하여 간단한 숫자와 문자의 

형태를 사용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

라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용역의 결과물 관리를 설계용역 수

행업체에서 제출한 설계용역 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관리번호 부여를 위한 

체계를 다음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설정하 다.

가. 기술문서 및 설계도면

   각종 기자재 제작도면을 제외한 기술 문서 및 설계도면은 다음과 같

은 번호 체계를 수립하여 문서번호를 부여하 다.

AFM - X XX - XX - XXX

일련번호

기술문서 분류 Code

계통 분류 Code

분야 분류 Code

용역 고유 분류 Code

나. 기자재 번호

각종 계통 및 시설의 기기에 유일한 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아래의 번

호체계를 수립하여 사용하 다.

1) Pipeline Number

AFM - XX - BRXXX

일련번호

계통 분류 Code

용역 고유 분류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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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quipment Number

AFM - XX - XX XXX

일련번호

기기 분류 Code

계통 분류 Code

용역 고유 분류 Code

3) Cable Number

AFM - XX - XXX

일련번호

계통 분류 Code

용역 고유 분류 Code

다. 주요 분류 Code

분류 Code는 설계 분야별, 계통별, 문서별, 기기별로 구분하여 계통분

류 코드는 분야별로 공정분야의 경우는 단위공정별로 계통을 분류하고, 타 

분야는 각 설비별로 분류하여 문자의 initial letters로서 두 자리 코드를 부

여하 다. 문서분류 코드는 각 기술문서 및 도면의 종류별로 두 자리 숫자로 

코드를 부여하 으며, 기기분류 코드는 기계, 계장, 전기분야로 구분하여 기

기의 종류별로 두 자리 문자로 코드를 부여하 다. 부여된 분류 Code는 

다음에 기술 내용과 같이 설정하 다. 

1) 분야분류 Code

 G : 공통 분야(General)

 R : 공정분야 (Process)

 A : 건축/구조 분야 (Architectural/Structural)

 N : 원자력 분야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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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기계 분야 (Mechanical)

 P : 배관 분야 (Piping Design)

 E : 전기 분야 (Electrical)

 J  : 계장 분야 (Instrument & Control)

 L : 인허가 분야(Licensing)

 Q : 품질보증 분야 (Quality Assurance)

 T : 사업관리 분야 (Project Management)

2) 계통 분류 Code

 [공통 분야]

 GE : GENERAL

 PR : PROGRESS

 [공정 계통]

 LI : LI RECOVERY SYSTEM

 ME : METALIZATION SYSTEM

 NC : NEUTRON COUNTING SYSTEM

 SC : SMELTING AND CASTING SYSTEM

 SO : SLITTING AND VOL-OXIDATION SYSTEM

 WG : OFF-GAS TREATMENT SYSTEM

 WL : LIQUID WASTE TREATMENT SYSTEM

 WS : SOLID WASTE TREATMENT SYSTEM

 [기계/설비 계통]

 AR : INERT GAS SUPPLY AND PURIFICATION SYSTEM

 CA : COMPRESSED AIR SUPPLY SYSTEM

 DW : DEMI. WATER SUPPLY SYSTEM

 FF : FIRE PROTECTION SYSTEM

 IA : INSTRUMENT AIR SUPPLY SYSTEM

 MG : GENERAL

 MS : MISCELLANEOUS SYSTEM

 MT : MATERIAL HANDLING SYSTEM

 SA : SERVICE AIR SUPP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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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 SERVICE WATER SUPPLY SYSTEM

 VA : HVAC SYSTEM

 [건축/구조 계통]

 AG : GENERAL

 BL : BUILDING

 ST : STRUCTURE

 [핫셀]

 HC : HOT CELL

 [전기 계통]

 EG : GENERAL

 FD : FIRE DETECTION AND ALARM SYSTEM

 GR : GROUNDING

 LT : LIGHTING

 PS : POWER SUPPLY / DISTRIBUTION SYSTEM

 [계장 계통]

 CX : LOCAL CONTROL STATION

 FI : FIELD INSTRUMENTATION

 IG : GENERAL

 RM : RADIATION MONITORING SYSTEM

 [인허가]

 CL : CRITICALITY ANALYSIS

 RS : RADIATION SHIELDING

 SA : SAFETY ANALYSIS

3) 문서 분류 Code

 00 : PROJECT PLAN

 01 : DESIGN CRITERIA

 05 : DESIGN CALCULATION

 10 : GENERAL ARRANGEMENT / LAYOUT DRAWINGS

 12 : DETAIL ARRANGEMENT / LAYOUT DRAWINGS

 15 : STRUCTURE FRAM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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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FLOW DIAGRAMS

 25 : P & I DIAGRAMS / SINGLE LINE DIAGRAMS

 30 : SYSTEM DESCRIPTION

 40 : LIST AND SCHEDULE

 50 : ISOMETRIC DRAWING

 55 : HANGER SUPPORT LOCATION & DETAIL

 60 : BLOCK DIAGRAM

 62 : LOOP DIAGRAM

 65 : LOGIC DIAGRAM

 68 : WIRING DIAGRAM

 70 : RADIATION ZONE MAP

 75 : TECHNICAL SPECIFICATION

 80 : OPERATION MANUAL

 90 : CONSTRUCTION / INSTALLATION PROCEDURE

 95 : REPORT

 99 : MISCELLANEOUS

4) 기기 분류 CODE

 [기계분야]

 AA : VALVE, DAMPER, RUPTURE DISK

 AC : COOLER, HEAT EXCHANGER

 AF : CONTINUOUS CONVEYORS, FEEDERS

 AH : AIR RECEIVER WITH HEATER

 AU : AIR CLEANING UNIT

 BP : FLOW RESTRICTION ORIFICE

 CR : CRANE

 DC : DECONTAMINATION EQUIPMENT

 DP : DAMPER

 DR : SHIELDING DOOR

 GC : GAS CYLINDER

 GT : OFF-GAS TREATMEN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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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 : FILTER

 HF : FAN

 HR : HEATER

 MH : MATERIAL HANDLING EQUIPMENT

 MP : MANIPULATOR

 NH : INERT GAS RECEIVER WITH HEATER

 SW : SHIELDING WINDOW

 TK : TANK

 PL : PENETRATION AND SHIELDING PLUG

 PP : PUMP

 RR : REACTOR

 WT : WORKING TABLE

 [계장분야]

 CF : FIELD MEASUREMENT - FLOW

 CL : FIELD MEASUREMENT - LEVEL

 CP : FIELD MEASUREMENT - PRESSURE

 CR : RADIATION VARIABLES

 CT : FIELD MEASUREMENT - TEMPERATURE

 CX : NEUTRON FLUX

 [전기분야]

 GA : JUNCTION BOX

 LT : LIGHTING

 MC : MOTOR CONTROL CENTER

 TR : TRANSFORMER

3. 설계용역의 일정관리

설계용역의 일정관리는 설계용역 수행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그

림 2-2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수행일정을 설정하 다. 설정된 일정에 따라 

월별, 분기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리하 으며, 상세설계 일정은 발주

자의 공정자료 제공의 지연으로 인해 초기 일정에 비해 2개월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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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설계용역 계획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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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야별 설계 내용

제 1 절  서 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에 필요한 핫셀 및 부대설비 및 공정 시험장치를 차폐된 핫셀 내에 

설치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설계에 목적이 있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공정계통 기본설계 및 공정 시험장치의 

상세설계는 연구소가 수행하고, 설계용역 수행사는 연구소가 제시한 설계요

건서와 개념설계서의 시설개념에 따라 핫셀 및 부대설비의 기본설계 및 상

세설계를 수행 완료하 다.

연구소와 설계용역사가 함께 수행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기본

설계 및 상세설계는 작성된 설계 자료들의 분류를 기준으로 공통 분야, 공정 

분야, 구조 및 건축 분야, 핫셀 차폐 및 핫셀장비를 포함하는 원자력 분야, 

환기, 화재, 유틸리티,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 분야, 전기 및 계측제어 분

야로 구분되며, 본 절에서는 각 분야별로 주요설계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

다.

제 2 절  공통 분야

공통 분야에 포함되는 설계 자료들로서는 각 설계 분야별로 공통으로 

활용되는 자료들로서 다음의 자료들을 포함한다.

1. Engineering Note

Engineering Note는 설계자가 설계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안전하며, 효율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대상 시설의 

용도인 실증시험을 수행하게 되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특성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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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공정 개요 및 공정별 특징을 기술하 으며, 설계 분야별로 수행되는 설

계 개요와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기준(기술 규격 및 기준, 법령(원자력법) 등)

을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명기)을 그 적용의 타당성을 포함하고, 설계에 사용

되는 전산 Code 내용 및 검증 자료에 내용 등을 기술하 다.

* 관련 설계자료

ACP-TGE-01-001 : Engineering Note

2. 기존시설 현황조사 보고서

기존시설 현황조사 보고서는 설계 대상물인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

시설이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에 위치한 예비핫셀을 개조하여 활용하게 되

므로 핫셀 개조를 위한 기본 설계자료 확보를 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도서

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가 본 보고서에 기술되었다. 

이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이 인허가 상에서도 조사재시험시설 변

경허가로 추진됨에 따라서 기존 시설의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비 

핫셀 주변의 기존 설비들이 본 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시공된 것이 아니므로 

각 설계 분야별로 기존시설과의 간섭 사항들을 발췌하여 해결 방안들을 제

시하고, 이를 상호 협의하여 설계에 반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관련 설계자료 

ACP-GGE-30-001 : 기존시설 현황조사 보고서

3. 기기 목록 및 공통 사항

기기 목록(Equipment List)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 및 

핫셀 주변에 설치되는 핫셀 장비 및 공정 기기를 모두 분류하여 기기번호, 

기기명, 주요사양 및 유틸리티 사용량 등을 요약하여 기록함으로서 기재하여 

기기 목록만으로도 실증시설 내에 설치된 장비들의 개요들을 파악할 수 있

도록 하 다. 

공통 사항으로는 기기나 장비의 구매, 제작, 시공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들로서 기기나 장비의 구매사양서나 제작 및 시공을 위한 시방서에 첨

부되는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으로서 다음에 표기된 것들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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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설계자료 

ACP-GGE-40-001 : 기기 목록

ACP-GGE-75-001 : General Requirement for Surveillance and 

Documentation for Seller (Appendix D-1)

ACP-GGE-75-002 :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 for 

Quality Class "T" Item (Appendix Q-2)

ACP-GGE-75-003 : General Welding Requirement (Appendix W-1)

ACP-GGE-75-004 : Chemical Requirement for Material Used in 

Contact with Austenitic Stainless Steel (Appendix W-3)

ACP-GGE-75-005 : Integral and Fractional Horsepower Induction 

and DC Motor (Appendix E-2)

ACP-GGE-75-006 : Electrical Apparatus Standard (Appendix E-3)

ACP-GGE-75-007 : Instrumentation and Control Equipment 

(Appendix J-1)

ACP-GGE-75-008 : Manufacturer's Standard Painting System 

Data Sheet (Appendix P-2)

ACP-GGE-75-009 : General Requirement for Surveillance and 

Documentation for Contractor (Appendix D-2)

ACP-GGE-75-010 :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 for 

Quality Class "Q" Item (Appendix Q-1)

제 3 절  공정 분야

1. 설계요건 및 개념설계 수정

차세대관리 종합공정(ACP :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의 실증시험을 수행할 실증시설의 설계요건[1] 확립과 개념설계[2]를 

수행할 당시에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가운데 핵심공정인 금속전환공정

(Metallization Process)의 처리방법이 우라늄 산화물을 우라늄 금속으로 전

환시키는 환원제로서 Li 금속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반응식 (3-1)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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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반응 고정을 고려하 으나 Li 금속의 산소와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한 

취급상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처리방법으로서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전도특성과 Li2O의 전해 분리특성

을 이용하여 Li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 반응식 (3-2)로 표기되는 전기화

학적 반응을 거쳐 생성되는 Li+을 이용하는 새로운 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다.

U3O8 + 16 Li → 3 U + 8 Li2O (3-1)

Li2O → 2 Li+ + O2- (3-2)

이에 따라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기준공정에서 금속전환공정이 수정되

고, Li 회수공정을 제외하여 기준공정도가 그림 3-1의 Block Diagram에서 

그림 3-2에 표기된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Process Flow Diagram도 당초 

그림 3-3에서 그림 3-4의 표기된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그림 3-1. Process block diagram (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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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Process block diagram (수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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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Process flow diagram (수정전)

Disassembling
& Cutting

PWR SF

Fission gas
capture

Vol-oxidation
Fission gas
treatment

SF Rod cut

Kr,Xe,I2

Kr,Xe,I2
(Cs)

Air

Metallization
(Li reduction)

Filtration

Smelting

Casting &
Encapsulation

U Ingot

Off-gas
treatment

SF(U3O8) 
[powder]

ArLi
LiCl

Li Recovery
(Elec. Reduction)

Waste molten
Salt treatment

Waste  Molten salt

Molten salt
Bead

Zircaloy
Tube

U(+TRU,NM) 
[granule]

Li2O,
LiCl, FP

Li
Ar

Ar

Cs

Sr

Inert (Ar)
Atmosphere

Residual 
fission gas & 
LiCl fume

Disassembling
& Cutting

PWR SF

Fission gas
capture

Vol-oxidation
Fission gas
treatment

SF Rod cut

Kr,Xe,I2

Kr,Xe,I2
(Cs)

Air

Metallization
(Li reduction)

Filtration

Smelting

Casting &
Encapsulation

U Ingot

Off-gas
treatment

SF(U3O8) 
[powder]

ArLi
LiCl

Li Recovery
(Elec. Reduction)

Waste molten
Salt treatment

Waste  Molten salt

Molten salt
Bead

Zircaloy
Tube

U(+TRU,NM) 
[granule]

Li2O,
LiCl, FP

Li
Ar

Ar

Cs

Sr

Inert (Ar)
Atmosphere

Residual 
fission gas & 
LiCl fume



- 33 -

그림 3-4. Process flow diagram (수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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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증시설의 설계를 위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 핵물질의 

Mass balance 및 Radioactivity balance 수지를 계산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던 

단위공정별 공정수율의 경우 Li 금속 환원방법을 사용하는 금속전환공정의 

경우 당초 최대 98 %, 최소 95 %로 설정하 으나, 변경된 전기화학적 환원

방법을 사용하는 금속전환공정의 경우는 실험결과 최소 98 % 이상의 공정수

율의 확보가 가능하여 이를 기준으로 핵물질의 원소별 Mass balance는 그림 

3-5에서 그림 3-6으로 Radioactivity balance를 그림 3-7에서 그림 3-8에 표

기된 내용으로 수정하 으며, 공정에서 사용되는 시약 공급량을 포함하는 

Process Material Balance Diagram은 그림 3-9에서 그림 3-10에 표기된 내

용으로 수정하 다.

또한, 공정처리를 위하여 Li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 산소와의 격렬한 반응

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으로 인해 엄격한 inert 분위기 조건이 요구되나 Li 

금속의 취급이 배제됨으로 인해 핫셀의 불활성 분위기 유지를 고려하여 개

념이 설정되었던 아르곤 가스 공급시스템이 반응기 내부와 공정시약(LiCl, 

Li2O)의 준비를 위한 Glove box로 축소됨으로 인해 핫셀의 구성을 그림 

3-11에 표기된 것과 같이 설정하고, 아르곤 가스 공급시스템 등 일부 설계요

건 및 개념설계 내용이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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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SF

원소별 Mass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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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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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ssembling
&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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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oxidation

Fission gas
Capture

Fission gas
treatment

VFP: Kr(9.06), I(6.035),

 Xe(138.763) [VFP의 99%]

Zircaloy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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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적으로 최대 2% 적용

         TOTAL : 396.7

Metalization
(Li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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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율 99.8% 적용

       TOTAL : 19793.0

 UO2 Pellets

+Zircaloy tube
 (25cm 길이)

 U3O8

Powder

Filtration

U(+TRU,NM
,RE) Metal
+잔류용융염
  (2.3%)

Ac: U(18455)[96.4%], Np(13.67), Pu(199.32),

 Am(14.8), Cm(1.15) [228.9 ;1.2%] *회수율 98%

FPs: Se(0.033), Br(0.013), Sr(0.45), Te(0.294),
   Cs(1.378), Ba(10.074), Eu(0.093) *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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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율 98%

   Nd(57.86;회수율 55%),  Sm(0.5), Ce(1.42) ;
   *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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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율 98%[311 ; 1.6%]

         TOTAL : 19141.9

용융염

LiCl,LiO2

(Cs, Sr,
  Ba 등)

Ac: U(941.6)[74.2%], Np(0.7), Pu(10.17), Am(0.76),

     Cm(0.06) [11.69 ; 0.9%] * 잔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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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5%, Nd(73.6.; 70%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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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 5%,  [15.9 ; 1.2%]

               TOTAL : 1269.8

Smelting &
Casting

U-Ingot

 To Off-gas
      treatment

 To Off-gas
      treatment

Cs( ) [ %]

Sr(0.45)

(Unit : g)

그림 3-5. 원소별 Mass balance diagram (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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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원소별 Mass balance diagram (수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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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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원소별 Radioactivity balance diagram (수정전)

PWR SF

원소별 Radioactivity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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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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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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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ssembling

& Cutting

VFP: Kr(2.5), I(NG), Xe(NG)

  H(0.23) [2.7 ; VFP의 2%]

Vol-oxidation

Fission gas
Capture

Fission ga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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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rcaloy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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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0.31),

       Ag(NG), Cd(0.02), Sn(NG), Sb(0.61)
       [1.3 ; 0.7%]

   TOTAL : 195.9
   * 보수적으로 최대 2% 적용 Metalization

(Li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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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0.6%]

    TOTAL : 9772.9
    * 회수율 99.8% 적용

 UO2 Pellets

+Zircaloy tube
 (25cm 길이)

 U3O8

Powder

Filtration

U(+TRU,NM
,RE) Metal
+잔류용융염
  (2.3%)

Ac: U(NG)[NG], Np(0.74), Pu(1860.4), Am(39.5),

   Cm(86.5) [1986.2 ; 52.3%] *회수율 98%

FPs: Sr(33.4), Te(0.2), Cs(53.85), Ba(46.92),

       Eu(4.2)* 잔류 2.3%  [138.6 ; 3.6%]
RE: Y(1423.3), Pr(3.7), Pm(187.3)*회수율 98%
  Sm(0.2), Ce(0.09);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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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율 98%   [61.9 ; 1.6%]

         TOTAL : 3801.3

용융염

LiCl,LiO2

(Cs, Sr,
  Ba 등)

Ac: U(NG)[NG], Np(0.04), Pu(94.9), Am(2.0),
      Cm(4.4)  [101.34 ; 1.7%] * 잔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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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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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류 5%
       [3.2 ; 0.1%]

      TOTAL : 6082.9

Smelting &
Casting

U-Ingot

To Fission gas
      treatment

 To Fission gas
      treatment

Cs( ) [ %]

 Sr (33.4)

(Unit :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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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원소별 Radioactivity balance diagram (수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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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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Process material balance diagram (수정전)

* PWR S/F Basis

  - 20 kg-HM/batch

  - 3.5 % U-235

  - 43,000 MWd/Tu

  - 10 Years cooling

S/F Rod Cut

Smelting / Casting

Metalization
(Li Reduction)

Slitting/Vol-oxidation

Li  Recovery

U-Ingot

U     :     18.87  kg
        (21.5 kg-UO2)
FPs  :       1.13 kg
Zircaloy :  2.6 kg
hull 

Waste MS

U3O8  :    22.3   kg
FPs      :    1.09 kg 

Molten Salt

Zircaloy Hull

Zircaloy : 2.6 kg
 Hull
FPs  :    0.04 kg

U    :   18.46   kg
FPs  :    0.687 kg
LiCl  :    4.1     kg
Li2O :    0.13   kg
Li     :    0.01   kg

U        :     0.41   kg
FPs     :     0.403 kg
LiCl     :  173.9    kg
Li2O    :      5.57  kg
Li        :      0.49  kg

Air : 110 Nl/min

LiCl : 178 kg

Li : 3.2 kg

Li

U   :    18.46   kg
FPs  :    0.687 kg

U        :     0.41   kg
FPs     :     0.403 kg
LiCl     :  173.9    kg
Li2O    :      0.28  kg
Li        :      0.02  kg

Li  :  2.97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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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Process material balance diagram (수정후)

* PWR S/F Basis

  - 20 kg-HM/batch

  - 3.5 % U-235

  - 43,000 MWd/Tu

  - 10 Years cooling

S/F Rod Cut

Smelting / Casting
(1400 OC)

Metalization (650 OC)
(Elec. chemical reduction)

Slitting/Vol-oxidation
(500 OC)

U-Ingot

U     :     18.87  kg
        (21.5 kg-UO2)
MA   :       0.24 kg
RE/NM :    0.58 kg
FPs  :       0.31 kg
Zircaloy :  2.6   kg
hull 

Waste MS

U3O8  :    22.2   kg
(U      :    18.81 kg)

FPs      :    1.09 kg 
(MA/RE/NM 포함)

Molten Salt

Zircaloy Hull

Zircaloy : 2.6 kg
 Hull
FPs  :    0.04 kg
(U/MA/RE/NM 포함)

U    :   18.62   kg
MA  :     0.23   kg
RE/NM : 0.57   kg
FPs  :    0.004 kg
LiCl  :    2.3     kg
Li2O :    0.5     kg
Li     :    0.5     kg

U        :     0.19   kg
FPs     :     0.15   kg
(MA/RE/NM 포함)

LiCl     :    97.7    kg
Li2O    :      2.4    kg

Air : 110 Nl/min

LiCl : 100 kg

Li2O : 3.3 kg

U     :  18.62  kg
MA   :    0.23  kg
RE/NM : 0.57  kg

U        :     0.19   kg
FPs     :     0.15   kg
(MA/RE/NM 포함)

LiCl     :    97.7    kg
Li2O    :      2.4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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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실증시설 핫셀 General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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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 분야 설계 내용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핫셀 내에서 실증시험

을 수행하게 되는 공정 분야의 설계 내용이 반 되어야 하므로 실증시설의 

설계에 공정 분야의 설계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공정 분야의 기본설계는 공

정을 개발하는 주체가 주관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본설계 내용

은 연구소가 제시하고 설계용역회사는 그 내용을 근거로 설계 자료를 생산

하도록 하 다.

공정 분야의 기본설계는 이미 수행되어 기술보고서로 발간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요건서[1]와 개념설계보고서[2] 내용을 중심으로 앞에

서 기술된 설계요건 및 개념설계 수정 내용을 반 하여 실증시설 내에 수행

되는 공정의 실증범위와 공정의 효율적이며, 안전한 운전 등을 고려하여 핫

셀 내 설치되는 공정 시험장치 및 핫셀 장비의 배치도를 확정하 다. 그리

고, 단위공정별 물질수지와 온도조건을 확정하고, 각 단위공정별 운전특성이 

반 된 Work Flow Diagram과 공정원리를 고려한 제어특성을 분석하여 상

세 공정도인 P & I Diagram을 확정하 으며, 확정된 P & I Diagram을 기

준으로 계측장비(Instruments)의 Process Data와 공정기기의 제작, 구매 발

주를 위한 설계 자료들을 작성하는 등 다음에 기술된 내용을 공정 분야의 

설계로 수행하 다.

가. 공정 시험장치 및 핫셀 장비 배치

공정장치의 실증시설 핫셀 내 배치는 공정의 흐름 및 물질의 이동경

로가 중첩되지 않고 가능한 one-through flow로 형성되도록 배치하 으며, 

차폐창을 통한 핫셀 내의 충분한 시야각 확보와 원격조종기의 효율적인 조

작을 고려하여 뒤쪽 벽에 약 30 cm 정도의 이격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좌

우 방향으로 일렬로 배치되도록 하 다. 공정 시험장치의 배치도 장치의 설

계 과정에서 장치 크기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확정하 다. 그

리고 공정장치를 핫셀 전면 작업구역에서 원격으로 운전하고, 제어 및 

Monitoring 하는 계측제어반(Operating Console)을 핫셀 전면에 원격조작기

(Master Slave Manipulator) 조작에 간섭되지 않도록 폭 40 cm, 높이 70 cm 

내외로 일렬로 설치되도록 배치하 으며, 공정에서 사용되는 시약류 중에 

inert 분위기에서 계량 및 분배가 필요한 LiCl, Li2O의 준비를 위해 핫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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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작업구역에 inert 분위기가 유지되는 glove box를 설치하고 등 실증시설 

의 당초 배치 개념도(그림 3-12 참조)를 일부 수정하여 그림 3-13에 표기된 

내용으로 확정하 다.

* 관련 설계도면

ACP-NHC-10-001 : General Layout

ACP-NHC-10-101 : Hot Cell Arrangement Plan

ACP-RGE-10-101 : Equipment Layout - Plan of M8a Cell

                                        (Process Cell) 

나. 공정 물질수지 및 열수지

공정설계를 위해서는 반응시약 및 압축공기, 아르곤 가스 등 공정 시

험장치로 공급되는 반응가스 및 유틸리티 소요량과 시험장치로부터 배출되

는 배기가스 량을 설정하는 물질수지(Material Balance)와 반응에 필요한 온

도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열 및 냉각에 필요한 열량을 설정하는 열수지

(Heat Balance)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로부터 각 공정 시험장치로 공급되는 

각 물질의 유량을 추정하여 배관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결정하게 되고, 공정

조건인 온도, 압력, 유량 등을 계측제어하기 위한 설계를 수행하는 기본자료

로 활용하게 된다.

공정 물질수지와 열수지는 확정된 그림 3-4의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와 그림 3-10의 공정물질수지(Process Material Balance Diagram), 

공정규모(20 kg-HM/Batch), 공정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실험 data와 표 3-1

에 표기된 공정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 관련 설계 자료

ACP-RGE-20-001 : Heat and Mass Bala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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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실증시설 배치 개념도 (수정전)

EQUIPMENT  LIST

IAEA Cabinet 84/85Incell Crane Panel 87Potentiostate Desk86

ACP Safe Guard83120V UPS Dist. PanelE15Storage Vault(2)P9

Telescop. MSM Op. Console82460/220V TR(5KVA:Emerg.)E14Vacuum SystemP8

Control Console81460/220V TR(150KVA)E13Waste M/S TreatmentP7

Turn Table77ACP MCC E12SmelterP6

Pillar Jib Crane76Air Exhaust Filter (3)HA5Metallizer(ER)P5

Air Surge Tank53Incell O/ H CraneHA4Off-gas TreatmentP4

Ar Gas Cy linder52Rear Door (2)HA3Vol-ox idizerP3

Glove Box51Master Slave Manipulator (5)HA2Slitting MachineP2

Air Supply Filter35Shield Window (5)HA1Neutron CounterP1

NAMENo.NAMENo.NAMENo.

IAEA Cabinet 84/85Incell Crane Panel 87Potentiostate Desk86

ACP Safe Guard83120V UPS Dist. PanelE15Storage Vault(2)P9

Telescop. MSM Op. Console82460/220V TR(5KVA:Emerg.)E14Vacuum SystemP8

Control Console81460/220V TR(150KVA)E13Waste M/S TreatmentP7

Turn Table77ACP MCC E12SmelterP6

Pillar Jib Crane76Air Exhaust Filter (3)HA5Metallizer(ER)P5

Air Surge Tank53Incell O/ H CraneHA4Off-gas TreatmentP4

Ar Gas Cy linder52Rear Door (2)HA3Vol-ox idizerP3

Glove Box51Master Slave Manipulator (5)HA2Slitting MachineP2

Air Supply Filter35Shield Window (5)HA1Neutron CounterP1

NAMENo.NAMENo.NAMENo.

REGEND

             : Existing Concrete Wall

             : New Concrete Wall

             : Steel Shield Wall

              : Lead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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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실증시설 배치 개념도 (수정후)

EQUIPMENT  LIST

IAEA Cabinet 84/85Incell Crane Panel 87Potentiostate Desk86

ACP Safe Guard83120V UPS Dist. PanelE15Storage Vault(2)P9

Telescop. MSM Op. Console82460/220V TR(5KVA:Emerg.)E14Vacuum SystemP8

Control Console81460/220V TR(150KVA)E13Waste M/S TreatmentP7

Turn Table77ACP MCC E12SmelterP6

Pillar Jib Crane76Air Exhaust Filter (3)HA5Metallizer(ER)P5

Air Surge Tank53Incell O/ H CraneHA4Off-gas TreatmentP4

Ar Gas Cy linder52Rear Door (2)HA3Vol-ox idizerP3

Glove Box51Master Slave Manipulator (5)HA2Slitting MachineP2

Air Supply Filter35Shield Window (5)HA1Neutron CounterP1

NAMENo.NAMENo.NAMENo.

IAEA Cabinet 84/85Incell Crane Panel 87Potentiostate Desk86

ACP Safe Guard83120V UPS Dist. PanelE15Storage Vault(2)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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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Console81460/220V TR(150KVA)E13Waste M/S TreatmentP7

Turn Table77ACP MCC E12SmelterP6

Pillar Jib Crane76Air Exhaust Filter (3)HA5Metallizer(ER)P5

Air Surge Tank53Incell O/ H CraneHA4Off-gas TreatmentP4

Ar Gas Cy linder52Rear Door (2)HA3Vol-ox idizerP3

Glove Box51Master Slave Manipulator (5)HA2Slitting MachineP2

Air Supply Filter35Shield Window (5)HA1Neutron CounterP1

NAMENo.NAMENo.NAMENo.

REGEND

             : Existing Concrete Wall

             : New Concret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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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d Shield 

o o o oooooo

- 15400 -

- 7300 -
- 7300 -

- 7200 -

E11
E12E13E14

E15

8287

51 53

52

8684

85

83

81

35
76

HATCH

RAIL

RAIL
P2 P3 P4

P5P6
P7

P8

P9

P9 P1

HA1

HA2

HA3

HA3 HA4

HA5

HA6

HA5

HA5
HA1HA1

HA1HA1

HA2 HA2 HA2 HA2



- 46 -

표 3-1. 공정 시험장치 사양 및 공정조건

장비명 수량 용도 및 사양

 Slitting Machine 1 set
 - Pellet과 Zicaloy tube 분리

 - 3상 유도전동기 

 Vol-oxidizer 1 set

 - Pellet의 분말화 장치

 - Vibration bed reactor furnace

 - 반응온도 500 ℃ / Air 분위기

 Metallizer 1 set

 - 우라늄산화물의 금속전환

 - Electrolytic reduction reactor furnace

 - 반응온도 650 ℃ / Ar gas 분위기

 Smelter 1 set

 - 금속 ingot 제조

 - Induction furnace reactor

 - 반응온도 1350 ℃ / Ar gas 분위기

 Waste MS

 treatment device
1 set

 - 폐용융염의 고화성형체 제조

 - Moulding furnace bed

 - 반응온도 650 ℃ / Ar gas 분위기

 Off-gas treatment

 system
1 set

 - 시험장치 발생 배기체 포집

 - Off-gas trapping column

 - 운전압력 -0.2 ∼ +0.2 kg/cm
2 /

    continuous flow treatment

다. P & I Diagram

P & I Diagram은 공정 시험장치의 구성에 필요한 공정기기, 배관, 

계측제어장비 등에 대한 기본 정보가 표기되어 있으며, 공정의 운전 mode 

및 장비간 Interlock 등의 공정제어, 배관 size 및 valve type, work scope 등

의 공정설비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의 상세설계를 

위한 필수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은 공정흐름도(그림 3-4 참조)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주 공정은 우선 pool에 저장 중인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조사후시험

시설(PIEF)의 기존 설비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운반과 공정처리가 용이한 크

기(25 cm 길이)로 절단하는 해체 및 절단(Disassembling & Cutting) 공정을 

거치게 되며, Padirac Cask(R-15 또는 R-10)를 이용하여 조사재시험시설

(PIEF)의 기존 설비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운반과 공정처리가 용이한 크기

(25 cm 길이)로 절단하는 해체 및 절단(Disassembling & Cutting)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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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게 되고, Padirac Cask(R-15 또는 R-10)를 이용하여 조사재시험시설

(IMEF) 지하의 실증시설로 운반하게 된다. 운반된 사용후핵연료 Rod Cut은 

실증시설에서 UO2 Pellet을 피복관인 Zircaloy Tube로부터 분리하는 탈피복

(Slitting) 과정과 UO2 Pellet을 고온의 공기 분위기 하에서 U3O8 분말로 전

환하는 분말화(Vol-oxidation) 공정을 거치게 된다. 산화우라늄(U3O8) 분말로 

전환된 사용후핵연료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핵심공정인 다음 단계의 금

속전환(Metallization)공정 처리과정에서 고온의 용융염(LiCl-Li2O) 매질 하에

서 우라늄 산화물(UO2 or U3O8)의 전도특성과 Li2O 전해특성을 이용한 전기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환원되어 우라늄 금속으로 전환된다. 금속으로 전환된 

사용후핵연료는 용융염과 분리되어 금속전환체는 다음 공정인 주조(Smelting 

& Casting)공정에서 저장용 Canister에 효율적으로 장입하기 위하여 일정 형

태를 갖는 금속 Ingot으로 주조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해체 및 절단공

정은 이미 타 용도로 조사후시험시설(PIEF)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태여서 차

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을 위한 공정의 설계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주공정 외에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 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핵분열기

체(Fission Gas)와 용융염 Fume을 포집,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한 폐가스 처

리공정이 포함된다. 또한 공정처리 후 발생하는 폐용융염의 안정적 처분을 

위하여 잔류하는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 중 고방열성, 고준위 방사성 

물질인 Cs과 Sr을 분리, 제거하는 공정과 폐용융염을 보관이 용이한 Bead 

나 Ingot 형태로 성형하는 공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Cs과 Sr을 분리, 

제거하는 공정은 현재 별도의 연구과제로 수행 중에 있으며, 차세대관리 종

합공정의 실증공정 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실증시험을 위한 공정에는 폐

용융염을 Ingot 형태로 성형하는 공정만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기술된 공정흐름 및 운전을 고려하여 공정의 그림 3-14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work flow를 작성하고, 각 work flow 단계별 특성 및 공정 제

어조건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이며, 안전한 공정 운전 및 제어를 고려하여 단

위 공정별 P & I Diagram을 작성하 다.

* 관련 설계 도면

ACP-GGE-25-001 : P & I Diagram - Symbols and Legends

ACP-RSO-25-001 : P & I Diagram - Vol-oxid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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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RME-25-001 : P & I Diagram - Me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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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4. The work flow diagram for AC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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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rocess Instruments Data

Process Instruments Data는 P & I Diagram에 표기된 계측기

(Instruments)들에 대한 기준 사양을 표기한 자료로서 설정된 공정조건에 대

한 감시 및 제어를 위해 설치되며, 핫셀 차폐창 전면에 설치되는 Operating 

Console과 연계되어 구성된다. 공정의 감시 및 제어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

기들은 공정시험장치 또는 배관에 바로 설치되는 field instruments와 

Operating Console에 설치되는 board instruments로 구성된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주로 압력, 온도, 유량, 산도 농

도 등을 계측하는 기기로서 Indicators, Alarm Announciators, Transmitters, 

Controllers, Control Valves, Mass Flow Controllers 및 Regulators 등이 사

용되며, Process Instruments Data Sheets에는 각 계측기기별 Tag 번호와 

함께 계측기기의 용도 및 type, 측정범위 및 조건, 설정치 등 계측기기의 기

술사양과 적용 기술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구매를 위한 기준사양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 관련 설계자료

ACP-RGE-75-001 : Process Instrument Data Sheets

라. 공정장치 Engineering 도면과 기술사양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험장치의 제작을 위해서는 시험장치별로 장치

의 크기 및 구조, 온도 및 압력조건, 재질을 포함하는 설계조건, Nozzles을 

포함하는 필요한 부품에 대한 정보 등이 표기된 개념도인 Engineering 도면

이 발주자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제작과정에 적용되거나 제작후 수행되

어야 각종 검사 및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기준 및 기술사양이 

기술된 기술사양서(Technical Specification)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정장치의 제작, 구매 발주를 위하여 공정 시험장치들의 Engineering 도면

과 기술사양서가 작성되었다.

* 관련 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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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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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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RSO-75-101 : Technical Specification - Vol-oxidizer

ACP-RME-75-101 : Technical Specification - Metallizer

ACP-RSC-75-101 : Technical Specification - Smelter

ACP-RLI-75-101 : Technical Specification - MS Receiver

ACP-RWG-75-101 : Technical Specification - Off-gas Absorber

제 4 절  구조 건축 분야

1. 구조 설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로 사용되는 조사재시험시설의 예비

핫셀은 그림 3-15의 지하층 평면도에 표기된 것과 같이 조사재시험시설 지

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림 3-16의 사진의 모습대로 완성된 핫셀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림 3-15. 조사재시험시험 지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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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 다. 또한 이 콘크리트 사이의 접촉부위는 차폐를 유지하기 위해

서 계단식으로 접촉부를 설계하 으며, 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라우팅 처

리를 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3-17. 핫셀 구조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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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 핫셀 구조물의 설계는 크게 수직력과 수평력, 전단력, 모멘트 및 하중

들의 합력 등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으며,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도록 설계하

는 것이다. 3차원 모델에서 전단벽은 벽의 평면 내 전단벽과 평면 외 전단벽 

및 모멘트가 뼈대 구조물과의 강성 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메쉬(Mesh)구획을 하 다. 즉 평면 내 전단력은 각 구조물의 강성에 따라 

분배되며, 이 전단력은 구조물의 단면 크기에 비례하여 수직방향의 하중으로 

치환된다. 또한 평면성분에 비례하는 하중에 의하여 유발되고, 위 하중에 의

하여 수직 및 수평 철근이 결정되었고 ACI 349-80에 따라 설계하 다. 

가. 설계하중

정상가동 및 사고 시 구조물에 작용하는 자중, 활하중 및 지진하중을 

설계하중으로 적용하 다.

1) 고정하중 (D)

고정하중은 구조물 및 기기, 배관, 케이블 선반(Cable Trays) 등의 

자중을 포함한다.  구조물에 장착된 기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배관이나 케

이블 선반의 고정하중 0.8  t/㎡를 가산하여 고려하 다.

2) 활하중 (L)

활하중은 사용후핵연료 이송 캐스크(Cask) 등 기타 이동 가능한 기

기 및 구조물에 대한 하중을 해당 층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를 표 3-2에 나

타내었다.

표 3-2. 최소설계 활하중

구 분 활하중

레일하중 0.075 t/㎡ 또는 0.01 t/㎡

핫셀 작업구역 5 t/㎡

핫셀 서비스 구역 2 t/㎡

사무실 및 연구실 0.25 t/㎡

기타 기기실 1.22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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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하중

① 안전정지 지진하중 (E') : 안전정지지진(SSE)에 의해서 발생되는 

최대부지 가속도(Maximum Ground Acceleration)를 의미하며 수평 방향으로 

0.2 g, 수직 방향으로 0.13 g를 적용하 다.

② 운전기준 지진하중 (E) : 운전기준지진(OBE)에 의해서 발생되는 

최대부지 가속도(Maximum Ground Acceleration)를 의미하며 수평 방향으로 

0.1 g, 수직 방향으로 0.067 g를 적용하 다.

나. 하중조합

하중조합은 SRP(Standard Review Plan) 3.8.3과 3.8.4를 참조하여 구

조물에 따라 아래 표 3-3과 같이 적용하 다.

표 3-3. 구조물에 따른 하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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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규격 및 표준

조사재시험시설 핫셀 구조물에 대한 구조설계에 적용된 규격 및 표준

을 그대로 적용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ISI) 1968

- American Society for Mechanical Engineers (ASME) 1989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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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 318-830 및 349-80

- 한국건축 관련법규 1989

- 건축구조 설계기준 (건설부) 1988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979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988

- 한국공업규격 (KS) 1989

2. 구조해석

구조해석은 ACP 핫셀의 경우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에 위치한 구

조물의 일부가 개조되어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존 시설의 구조해석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조사재시험시설 건물 전체

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 으며, 인허가를 위한 KINS의 안전성 심사 과정

에서 지적된 기존 조사재시험시설 구조해석 부분의 일부 오류에 대한 수정

과 구조해석 방법에 대한 릴부 변경을 요구 받아 이를 반 하여 구조계산서

를 수정하 다.

가. 동적 구조해석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은 내진범주 1등급 구조물이다. 내진해석은 안전

정지지진 (SSE)과 운전기준지진(OBE)에 기인한 지반 운동에 대해서 해석하

다. 본 지반에 대한 설계용 응답 스펙트라는 KMRR 안전성 분석보고서 

2.5 “지질, 지진 및 토질공학”, 2.5.2 “지반 진동”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

다. 구조물의 진동 시 에너지 손실에 의한 감쇄계수값은 SSE와 OBE의 각각

의 지진등급에 따라 고려하 으며,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핫셀 구조물은 두

께 0.7∼1.2 m로 구성된 중량 구조물로서 구조물의 두께는 구조적 요구에 의

한 두께 보다 방사선 차폐목적을 위한 두께이다. 따라서 구조적 요구에 의한 

보강철근도 거의 최소 철근이 요구된다. 핫셀을 포함한 조사재시험시설 건물

의 구조적 건전성은 미국연방규제지침 10CFR100에 일치되도록 설계하 다. 

실증시설 핫셀의 동적 해석에서는 범용 구조해석프로그램인 ANSYS Code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 다. 실증시설 핫셀의 콘크리트 구조물

이 기존의 예비핫셀의 콘크리트 벽면과 상하좌우 모두가 중콘크리트로 연결

되므로 2차원 해석으로의 단순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차원 모델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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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수행하여 완벽한 구조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 다.

그리고 동적 해석 모델은 조사재시험시설건물에 대한 지진해석 모델은 3차

원 모델(Three-Dimensional Model)을 이용하여, 그림 3-18에 표기된 것과 

같이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모델에 ACP 핫셀의 모델을 삽입하여 검물 전

체를 응답 스펙트라(response spectra) 법으로 SAP 200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해석하고, 3차원 모델은 모든 자유도로부터의 간섭효과(Coupling Effects)

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절점에 대한 질량의 분배는 연속(Consistent) 혹은 집

중(Lumped)으로 고려하여 해석하 다.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핫셀 구조물

은 Box System으로 벽과 슬래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8. SAP 2000 프로그램을 이용한 3D 동적해석 모델 

Additional Model for ACP Hot Cell

IMEF 3D Model including ACP Hot Cell

ACP 핫셀에 대한 지진해석 등 동적해석에서는 ANSYS Code를 사용하

으며, ACP 핫셀을 포함한 전체 조사재시험시설 구조물에 대한 추가 해석을 

수행하 다. ACP 핫셀 자체가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

고 비어있는 공간을 중콘크리트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하중 모드에

서는 구조적 강도를 높이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진 모드에서는 기존

의 콘크리트와의 불연속 부분이 완전한 결합을 이룬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

문에 콘크리트 사이의 접촉부는 단순 접촉하는 것으로 하고, 콘크리트 사이

를 연결해주는 앵커볼트 들을 결합요소(joint element)로 모델링하여 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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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콘크리트 사이를 이들 결합요소들이 지탱해주는 것으로 해석하 다. 따라

서 구조해석에서는 3차원 모델을 통한 완벽한 모델링의 구현 및 관련 요소

들의 적정한 활용을 통하여 실증시설 핫셀 및 조사재시험시설 기존시설의 

동적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 다.  

나. 안정 해석 및 정적 구조해석

1) 안정 해석은 핫셀 구조물의 기 구조해석시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실증시설 핫셀이 조사재시험시설 핫셀의 지하 구조물에 구조적 강도를 보강

하는 일부 변경만을 가져와 전도 및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은 오히려 증가하

므로 이 해석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도록 하 다.

2) 정적 구조해석은 3-D 모델링의 가장 불리한 개소의 라멘(Rahmen)

을 이상화하여 해석하고 지반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은 MAT 기초 

위에 놓이기 때문에 고정단으로 고려하 다. 

다. KINS 심사과정에서의 구조해석 수정

시설변경에 따른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ACP 핫셀의 구

조계산서에 대한 KINS의 안전심사 과정에서 일부 오류에 대한 수정 요청과 

함께 구조해석에 적용한 지진하중과 관련하여 안전정지 지진하중(SSE)와 운

전정지 지진하중(OBE)에 적용하는 수평방향 부지응답스펙트럼은 기존에 적

용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수직방향 부지응답스펙트럼은 ASCE에서 제시

한 자료로 수정 적용하여 이로부터 도출된 지반가속도에 따른 설계스펙트럼

의 displacement와 frequency 값으로 대체하여 적용하고, 모드진동수를 당초 

16차 모드(5.0∼12.54 Hz 범위)에서 140차 모드(5.0∼36.9 Hz 범위)까지 확대

할 것을 KINS에서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당초 구조해석 내용을 수

정하여 제출하 으며, 이에 따른 구조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구조해석 결과

당초 구조해석 결과는 절점 변위에 있어서 전체구조물에서는 수직변

위가 24.5 mm, 수평변위가 2.94mm의 변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진하중인 OBEH 하중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미세한 변위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 제한치 50 mm를 고려할 때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부재의 배근량에 대해서는 슬래

브와 벽체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여유치를 가지고 있고, 기초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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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도의 여유치를 보여줌으로서 구조설계 내용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수정된 구조해석 결과

변경된 방법에 의한 구조해석 결과 전체구조물에서는 수직변위는 

22.9 mm, 수평변위는 10.0 mm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접

건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한 결과 인접 건물의 변위는 하나로안전성분

석보고서(KAERI/TR-710 /96, 제2권 제4장 건물 및 구조 4.1 원자로 건물 

4.1.6 구조적건전성 1항)에 구조해석 결과로 얻어진 인접 건물의 최대변위인 

원자로 건물 4.9 mm, 동위원소생산 건물이 7.9 mm로 최대변위의 합(원자로

건물+동위원소건물)은 12.8mm로 제시되어 있으나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에 대

한 검토결과 조사재시험시설 건물과 원자로 건물의 최대변위의 합은 14.9 

(10.0+4.9) mm이고, 조사재시험시설 건물과 동위원소 건물의 최대변위의 합

은 17.9(10.0+7.9) mm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CP 핫셀이 위치한 

조사재시험시설 건물과 인접건물의 가장 보수적인 최대변위는 17.9mm로서 

이미 시공된 각 건물과의 분리간격이 최소 50mm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지

진하중에 의한 인접건물에 대한 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각 부재의 배근량에 대해서는 슬래브와 벽체에 대해서는 20% 이상

의 충분한 여유치를 가지고 있었고 기초판에서도 6% 정도의 여유치를 보여

줌으로서 수정된 구조설계 내용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

었다.

* 관련 설계자료

ACP-TGE-01-001 : Engineering Note (첨부 2)

 ACP-AST-05-001 : 구조계산서

3. 구조 건축 상세설계

구조 건축 상세설계는 ACP 핫셀의 구조물 시공을 위한 설계자료를 작

성하 으며, 도면으로는 구조물 전체 배치도 및 평면도, section 및 elevation 

도면, 핫셀 구조물 frame, isolation room을 포함하는 핫셀 건축 상세도면(도

어용 개구부, Isolation Room, Foundation, 전면벽체 마감 등)과 공사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건축공사시방서를 작성하 으며, 구조 건축에 대한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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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되면 상세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

을 득한 후에 시공도면과 공사시방서의 포함하는 시공 절차서에 따라 시공

하게 된다.

* 관련 설계도면

ACP-ABL-10-101 : General Layout Plan

ACP-ABL-10-102 : Enlarged Plan

ACP-ABL-10-103/104 : Enlarged Main Section A,B/C,D,E

ACP-ABL-10-105 : Isolation Roof Elevations & Misc. Detail

ACP-ABL-10-201/202 : Isolation Room - Plan/Sections

ACP-AST-12-101/102 : Hot Cell Framing Plan

ACP-AST-12-103/104 : Hot Cell Framing Section A,B/C,D,E

ACP-AST-12-105/106 : Hot Cell Wall Reinf. Details

ACP-AST-12-107 : Hot Cell Misc. Details

ACP-AST-12-201 : Isolation Room Framing Plan & Elevations

ACP-ABL-12-201/202 : Hot Cell Wall Opening Reinf. Details

* 관련 설계자료

ACP-AAG-90-001 : 공사시방서(건축공사)

제 5 절  원자력 분야

원자력 분야 설계에는 핫셀장비 및 공정시험장치를 포함하는 실증시설

의 배치(Arrangement) 설계, 차폐 설계, 핫셀장비의 제작, 구매를 위한 상세

설계, 핫셀 Liner 및 작업대(Working Table), 각종 Penetration에 대한 상세

설계가 포함되었다.

1. 실증시설 및 핫셀 배치 설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설은 공간배치로는 그림 3-19에 표기된 

것과 같이 ACP 핫셀, Isolation Room 및 주변 작업구역과 서비스구역으로 

구성되며, 설비로는 핫셀 운전을 위한 핫셀장비를 포함하는 핫셀 부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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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 핫셀의 배치는 설비들의 효율적인 운 과 유지.보수, 제한된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핫셀 내에 설치되는 장비를 제외하고

는 운전상태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핫셀 운전구역(7000 zone) 내에 대부분 설

치되도록 하 으며, 핫셀 후면으로 접속하게되는 Padirac 운반 및 접속 장비

들은 핫셀 후면의 서비스구역(8000 zone)에 설치되도록 설계하 다

공정시험장치의 실증시설 내 배치는 공정의 흐름 및 물질의 이동경로가 가

능한 one-through flow로 형성되도록 배치하고, 차폐창의 view angle을 고

려한 시야 확보와 원격조종기의 조작 coverage를 고려하여 공정장치의 높이

를 제한하 으며, 뒤쪽 벽에 약 30 cm 정도의 이격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좌우 방향으로 일렬로 배치되도록 설계하 다.

공정시험장치가 설치된 전면에는 원격조정기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장치

의 배치를 배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핫셀 내 설치가 불가피한 핵물질 및 폐

용융염의 임시 저장을 위한 Storage Vault와 핫셀 배기 Filter Bank를 핫셀 

작업대(Working Table) 아래에 위치하도록 배치하 으며, 핫셀 내 배관, 닥

트 배열, 배선 등도 최대한 작업대 아래에 배치되도록 설계하 다. 

* 관련 설계자료

ACP-TGE-01-001 : Engineering Note

ACP-NHC-30-001 : 계통설명서-핫셀

* 관련 설계도면

ACP-NHC-10-001 : General Layout

ACP-LRS-70-001 : Radiation Zon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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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Hot Cell Arrangement - Section A∼I

ACP-RGE-10-101 : Equipment Layout - Plan of M8a Cell

2. 차폐 설계

가. 차폐계산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핫셀 차폐벽 설계를 위하여 우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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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보강방안에 따라 선정된 각 차폐체의 차폐계산을 수행하여 차폐계산의 

결과를 통하여 핫셀의 차폐설계를 위한 차폐체의 구조 및 두께를 결정하

으며, 차폐계산을 위해서는 다음에 기술된 입력자료 및 QAD-CGGP-A 및 

MCNP-4C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핫셀에서 취급하게 되는 방사선원의 분

석, 차폐체 재질, 방사선원 및 차폐체의 기하학적 구조, 방사선원 및 피폭자

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차폐 안전성을 평가하여 차폐설계를 수행하 다.

1) 방사선원(방사선의 에너지별 선원의 세기) 분석

- 취급 공정물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은 PWR 사용후핵연료를 가공하여 금

속 Ingot로 전환시키는 시설로서, 취급되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기준 사양

은 아래와 같다.

① 사용후핵연료 취급량 : 20 kg-HM/Batch

② U-235 농축도 : 3.5 wt%

③ 연소도 : 43,000 MWD/MTU

④ 냉각기간 : 10 년

- 방사선원 분석을 위한 조건 및 가정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보수적인 조건 

및 가정을 적용하 다.

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실험은 5회 실시하며, 1 Batch가 완료

된 후 해당 Batch에서 사용된 공정생성물 및 폐용융염이 반출된 후 다음 

Batch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공정물질이 반입된다.

②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은 시설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시설 내 

Off-gas 처리계통에 의해 전량 잔류한다(5 Batch분 전량).

③ 모든 폐용융염은 시설 외부로 반출되어 고체폐기물 저장고에 저장

되나, 향후 실험목적을 위하여, 2 Batch분은 시설 내에 저장한다.

④ 상기 3개의 방사선원을 모두 합산하여 한 개의 점선원으로 가정한

다.

⑤ 공정 Batch 간의 시차로 인한 방사성붕괴를 고려하지 않는다.

⑥ 상기 방사선원외에 Filter Bank, 배기 덕트 등에도 일부 방사성물

질이 침적되어 있고, 기타 공정 기기 내부에도 남아 있을 수 있으나,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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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가정에 따라 무시한다.

- 방사선원

앞에서 기술된 조건 및 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개의 방사선원이 

실증시설 내에 존재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선원에 대하여 감마선

원항에 대한 분석은 아래와 같다.

① 사용후핵연료 1 Batch(20 kg-HM)

Origen 2.1 Code를 이용하여 10년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 20 kg 

내의 핵종별 방사능 및 감마선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한 결과는 설계자

료 ‘Engineering Note(ACP-TGE-01-001) 첨부 3의 표 1 및 표 2’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②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5 Batches

Origen 2.1 Code로 계산한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5 Batches의 핵

종별 방사능 및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은 표 3-4 및 표 3-5과 같다.

③ 폐용융염 2 Batches

Origen 2.1 Code로 계산한 폐용융염 2 Batches의 핵종별 방사능 

및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한 결과는 설계자료 ‘Engineering 

Note(ACP-TGE-01-001) 첨부 3의 표 3 및 표 4’에 표기된 내용과 같으며, 

공정처리 후 각 핵종별 폐용융염 내 잔류율은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Fission 

Products 100 %, Actinides, Rare Earth, Noble Metal 2 %로 적용하 다.

이상의 사용후핵연료 1 Batch,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5 Batches 및 폐용융

염 2 Batches를 점선원으로 가정한 방사선원의 총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

은 ‘Engineering Note(ACP-TGE-01-001) 첨부 3의 표 5’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표 3-4. 핵종별 방사능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5 batches)

Nuclides
Activities of Volatile Fission Products (Ci)

Per 1 Batch Total (5 Batches)

H-3 1.152E+01 5.759E+01

I-129 8.206E-04 4.103E-03

Kr-85 1.242E+02 6.212E+02

Total 1.357E+02 6.788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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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5 batch 분의 감마선량률

평균에너지

(MeV)

감마선 방출율

(Photons/sec)

1.00E-02 3.40E+12

2.50E-02 6.67E+11

3.75E-02 3.02E+07

5.75E-02 5.56E+11

8.50E-02 2.96E+11

1.25E-01 0.00E+00

2.25E-01 0.00E+00

3.75E-01 0.00E+00

5.75E-01 0.00E+00

8.50E-01 0.00E+00

1.25E+00 0.00E+00

1.75E+00 0.00E+00

2.25E+00 0.00E+00

2.75E+00 0.00E+00

3.50E+00 0.00E+00

5.00E+00 0.00E+00

7.00E+00 0.00E+00

9.50E+00 0.00E+00

Total 4.92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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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차폐해석 모델링

방사선 안전성 평가를 위한 차폐계산은 Point Kernel Method를 이

용한 QAD-CGGP-A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차폐계산을 위한 모델

링 및 입력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차폐계산 모델링

QAD-CGGP-A 전산프로그램 모델링을 위하여 표 3-6에 표기된 내

용과 같이  8가지 경우를 가정하 으며, 각 경우에 대한 기하학적인 배치는 

그림 3-20, 그림 3-21, 그림 3-22과 같다.

표 3-6.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차폐보강 방안 및 모델링

Case 차폐보강 방안
Source 

Point

Detector 

Point

1 중량콘크리트에 의한 단일 차폐체 (외벽) SP1 DP1

2 중량콘크리트에 의한 단일 차폐체 (셀간벽) SP2 DP2

3
기존 일반콘크리트 벽체에 대한 중량콘크리트

 보강 차폐체
SP3 DP3

4 기존 일반콘크리트 벽체에 대한 납 보강 차폐체 SP4 DP4

5 일반콘크리트 두께 감소에 따른 납 보강 차폐체 SP5 DP5

6
일반/중량콘크리트 두께 감소에 따른 

스틸 보강 차폐체
SP6 DP6

7 중량콘크리트 두께 감소에 따른 납 보강 차폐체 SP5 DP5

8 중량콘크리트 두께 감소에 따른 스틸 보강 차폐체 SP6 D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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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Case 1, 3, 4에 대한 QAD-CGGP-A 입력 모델링

  SP : Source Point, DP : Detector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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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Case 2에 대한 QAD-CGGP-A 

입력 모델링

그림 3-22. Case 5, 6, 7, 8에 대한 QAD-CGGP-A 

입력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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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자료

① 차폐체별 도

QAD-CGGP-A 코드 계산에 필요한 차폐체의 Partial Density는 

표 3-7과 같다.

표 3-7. 차폐체별 partial density

원자

번호

원소

기호

Partial Density(g/㎤)

공기 일반콘크리트 중량콘크리트 철 납

1 H 0.004840 0.010350

6 C 0.130000

7 N 9.635E-04

8 O 2.565E-04 1.149000 1.104000

12 Mg 0.004860 0.020700

13 Al 0.011900 0.100050

14 Si 0.438000 0.120750

15 P 0.005865

16 S 0.001920 0.036915

20 Ca 0.581000 0.210105

22 Ti 0.096600

25 Mn 0.002415

26 Fe 1.742250 7.8

28 Ni 0.007260

82 Pb 11.3

Total 0.00122 2.32878 3.45 7.8 11.3

※ 일반콘크리트는 USAEC Report ANL-6443 (November 1961 적용)

② Flux to Dose Conversion Factor

Conversion Factor는 ICRP 74의 데이터를 적용하 다.

③ Buildup Factor

모든 케이스의 차폐계산에는 콘크리트의 Buildup Factor를 사용하

다.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납이나 스틸에 비해 Buildup Factor가 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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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차폐체의 경우 실제보다 차폐 두께가 두껍게 계산되지만 보수성을 감

안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 다.

3) 차폐계산 결과

기존 조사재시험시설 예비핫셀의 차폐 설계기준 방사선원은 Fe-59 

35Ci (1.2 Mev)이며, 차폐벽 및 천정의 재질은 중량콘크리트(3.5 g/cm3)이

고,  벽 두께는 80 cm, 천정 두께는 70 cm로 시공되어 있다.

- 중량콘크리트 단일차폐 (외벽)

중량콘크리트 단일 차폐의 경우 차폐체 두께에 따른 피폭 선량은 표 

3-8 및 그림 3-23과 같다. 상시운전구역의 설계기준 0.01 mSv/hr를 만족시

켜주기 위해서는 중량콘크리트 외벽의 두께가 83 cm 이상이어야 한다.

표 3-8. 중량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피폭선량 (외벽)

중량콘크리트 두께(cm) 피폭선량(mSv/hr)

1 80 1.42E-02

2 81 1.17E-02

3 82 9.63E-03

4 83 7.95E-03

5 84 6.56E-03

6 85 5.42E-03

7 90 2.10E-03

8 100 3.26E-04

그림 3-23. 중량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피폭선량 (외벽)

1.00E-03

1.00E-02

1.00E-01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차폐체의 두께(cm)

피
폭

선
량

(m
S

v/
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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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콘크리트 단일차폐 (셀간벽-Dividing Wall)

중량콘크리트 단일 차폐의 경우 차폐체 두께에 따른 피폭 선량은 표 

3-9 및 그림 3-24와 같다. 셀간벽에 대한 설계기준 0.15 mSv/hr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중량콘크리트의 두께가 69 cm 이상이어야 한다.

표 3-9. 중량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피폭선량 (셀간벽) 

중량콘크리트 두께(cm) 피폭선량(mSv/hr)

1 66 2.27E-01

2 67 1.85E-01

3 68 1.51E-01

4 69 1.24E-01

5 70 1.01E-01

6 71 8.29E-02

7 72 6.79E-02

그림 3-24. 중량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피폭선량-셀간벽

1.00E-02

1.00E-01

1.00E+00

66 67 68 69 70 71 72

차폐체의 두께(cm)

피
폭

선
량

(m
Sv

/h
r)



- 71 -

- 기존 중량콘크리트 벽체(80cm)에 대한 스틸 보강차폐 

기존 중량콘크리트 벽(80cm)에 스틸을 보강 차폐할 경우 스틸 두께

에 따른 피폭선량은 표 3-10 및 그림 3-25와 같다. 상시운전구역에 대한 설

계기준 0.01 mSv/hr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스틸의 두께가 1cm 이상이어야 

한다. 

표 3-10. 차폐를 위한 중량콘크리트 및 스틸의 두께

중량콘크리트(cm) 스틸(cm) 피폭선량(mSv/hr)

1 30 24.61 9.96E-03

2 40 19.85 9.99E-03

3 50 15.12 9.97E-03

4 60 10.0 9.96E-03

5 70 5.69 9.98E-03

6 80 1.00 9.96E-03

그림 3-25. 중량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스틸 보강 차폐체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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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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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시공성을 고려하여 중량콘크리트의 외벽의 경

우는 차폐두께를 90 cm(계산치 80 cm), 셀간벽은 70 cm(계산치 69 cm),  중

량콘크리트 80 cm에 스틸 보강은 4 cm(계산치 1 cm)를 적용하여 설계하

다.

* 관련 설계자료

ACP-TGE-01-001 : Engineering Note

ACP-NRS-05-001 : 차폐계산서(기본)

ACP-NRS-05-101 : 차폐계산서(상세)

나. 차폐체 선정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ACP 핫셀)의 확정된 구성 개념과 용

도(그림 3-26 참조)와 차폐계산 및 해석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별 선량기준, 

내진 안전성, 중성자 차폐능, 공간 활용성 및 경제성, 기존 벽체와의 접합 성

능 및 시공의 편의성, 기 성 유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ACP 핫셀 차폐체 

재질 및 두께를 표 3-11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선정하 다.

그림 3-26. ACP 핫셀 구성도 

Padirac Cask 접속
Rear Door Open시 오염 차단
Rear Door를 통한 기기 반출입

Incell Crane / 공정기기 유지 보수
반출 기기 제염

절단 핵연료봉 반입
공정생성물 / 방사성폐기물 반출
공정기기 In-Situ 유지 보수

용 도

Hot Cell (Hot Cell (8b))
for Maintenancefor Maintenance

α - γ
(기밀구조
밀폐형 )

Hot Cell (Hot Cell (8a))
for Processfor Process

Panel 
Structure

Type

Isolation RoomIsolation Room

핫셀 구분

Padirac Cask 접속
Rear Door Open시 오염 차단
Rear Door를 통한 기기 반출입

Incell Crane / 공정기기 유지 보수
반출 기기 제염

절단 핵연료봉 반입
공정생성물 / 방사성폐기물 반출
공정기기 In-Situ 유지 보수

용 도

Hot Cell (Hot Cell (8b))
for Maintenancefor Maintenance

α - γ
(기밀구조
밀폐형 )

Hot Cell (Hot Cell (8a))
for Processfor Process

Panel 
Structure

Type

Isolation RoomIsolation Room

핫셀 구분

8a8b

Isolation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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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ACP 핫셀 차폐체 재질 및 두께

핫셀명 차폐벽 구분 차폐 재질 차폐 두께

M8a Cell 전면 중량 콘크리트 900㎜

(공정용) 후면
중량 콘크리트

＋ 중량 콘크리트

800㎜

＋ 200㎜

중량 콘크리트

＋ 철판

800㎜

＋ 40㎜

좌측(셀간벽) 중량 콘크리트 700㎜

우측
중량 콘크리트

＋ 철판

800㎜

＋ 40㎜

M8b Cell 전면 중량 콘크리트 900㎜

(유지보수용) 후면
중량 콘크리트

＋ 철판

800㎜

＋ 40㎜

좌측
중량 콘크리트

＋ 철판

800㎜

＋ 40㎜

우측(셀간벽) 중량 콘크리트 700㎜

다. 차폐체 설계

기존 차폐벽의 재질이 중량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상당 부분 제거 후 

재설치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신설되는 차폐벽은 기존과 같은 중량콘크리트

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사선 차폐를 위하여 요구되는 중량콘크리트의 두께는 

90cm이며, 현장 여건상 중량콘크리트에 의한 차폐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스틸 또는 납과 같은 별도의 보강 차폐체를 고려하는 등 다음에 기술된 내

용을 고려하여 차폐 설계를 수행하고, 시공을 위한 상세 도면을 작성하 다.  

다음의 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구역별 보강 차폐체 선정

차폐체 재질별 특성과 현장 여건과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

가하여 ACP 핫셀의 각 구역에 적용될 보강 차폐체를 다음에 기술된 구역별 

특징을 고려하여 표 3-12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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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셀 전면부

차폐창이 설치되는 전면부는 차폐벽이 거의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

므로 중량콘크리트 차폐벽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두께를 90cm로 

한다.

- 핫셀 후면부

공정물질의 반입 및 반출이 이루어지는 Rear Door가 설치되는 후

면부는 기존의 Rear Door용 개구부를 콘크리트로 메우고, 새로운 Rear Door

용 개구부를 만들어야 하는 등, 차폐벽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량콘크리트로 차폐벽을 보수하면서 일부 기존 차폐벽을 보강하는 

형태로 하며, 보강 차폐벽의 두께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중량콘크리트 20 cm

로 함에 따라 전체 차폐벽의 두께는 100 cm가 되도록 하 다.

- 핫셀 좌측 (Air Lock 구역)

Air Lock 구역의 상부에는 각종 환기 덕트 및 배관이 통과하는 

Mezzanine Floor가 위치하고 있다.  Mezzanine Floor와 접한 차폐벽의 외부 

보강은 시공이 매우 어렵고, Air Lock 구역의 폭이 약 2 m로 매우 협소한 

상태이므로 핫셀 좌측 벽을 외부에서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경우, 출입도어

(Rear Door)를 열었을 때 여유 공간이 약 10∼20 cm 밖에 없어 작업자의 출

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곳은 스틸을 사용하여 내부에서 차폐 

보강이 되도록 하 다.

- 셀간벽

셀간벽은 감마선 및 중성자선 차폐를 위하여 중량콘크리트(70cm)

로 설치하도록 하 다.

- 핫셀 우측

이 구역은 각종 환기 덕트, 배관, Cable Tray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폭이 2.3 m로서 매우 협소한 상태이다. 이곳을 외부에서 콘크리트로 

보강하기 위해서는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대부분의 덕트, 배관, Cable 

Tray를 제거하여야 하나 실제 루트 변경이 불가피하여 핫셀 우측벽도 스틸

을 사용하여 내부에서 차폐 보강하도록 하 다.

- Pump Room 구역

Pump Roo설에는 폐액이송펌프 두 대가 핫셀 벽에 인접해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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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므로 콘크리트에 의한 외부 보강은 불가능하며, 출입구 및 상부 배

기  덕트와의 간섭으로 인하여 스틸 또는 납에 의한 외부 보강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Pump Room과 접하고 있는 핫셀 벽도 스틸을 사용하여 내부

에서 차폐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12. 차폐 보강방법 검토결과 요약

구 역 검토결과 요약 보강 차폐체

전면부

(서비스 구역)

차폐벽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중량콘크리트 차폐벽(90cm) 설치. 
필요 없음.

후면부

(작업 구역)

중량콘크리트 차폐벽 설치.  

현장 여건상 부분적인 스틸 차폐 

보강이 필요.

스 틸 ( 부 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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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폐체 높이

차폐체의 높이는 방사선원의 위치에 따라 좌우된다. 상세한 방사선

원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차폐계산서(기본)에 기술되어 있으며, 크레인의 

Maximum Hook Height를 고려할 때 방사선원의 최대 높이는 3.1 m이다.  

따라서 모든 보강 차폐체의 높이를 3.1 m로 결정하 으며, 3.1 m 이상의 높

이에서 모든 방사선은 천장 쪽을 향하며, 그로 인한 작업자의 피폭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차폐 설계에 반 하 다.

3) 보강 차폐체 설치방법

구체적인 보강 차폐체 설치방법은 상세한 구조 계산 결과와 다음의 

일반적인 고려 사항을 고려하여 차폐 설계에 반 하 다.

- 모든 차폐벽은 중량콘크리트 90cm와 동등한 차폐능을 가져야 한



- 76 -

다.

- 스틸 또는 납을 설치하는 경우 이들 보강 차폐체는 콘크리트로 보

강되는 부분과 중첩시킴으로써 스틸 또는 납 차폐체를 통과하지 않는 방사

선이 최소한 중량콘크리트 90 cm 이상을 통과하도록 배치한다.

- Expansion Anchor를 사용해서 강판을 부착할 경우 이 부위는 별

도의 차폐 보강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보강차폐가 

불필요한 곳을 최대한 이용한다.

- 강판 간의 연결 부위는 Streaming Radiation이 최소한 90 cm 이상

의 중량콘크리트 차폐 벽을 통과하도록 스텝 또는 사면을 만든다.

* 관련 설계자료

ACP-TGE-01-001 : Engineering Note

ACP-NHC-30-001 : 계통설명서-핫셀

ACP-NRS-05-001 : 차폐계산서(기본)

ACP-NRS-05-101 : 차폐계산서(상세)

ACP-NRS-95-001 : 차폐 보강방안 검토보고서

* 관련 설계도면

ACP-NHC-12-201∼204 : Shielding Arrangement - Plan (1/4∼4/4)

ACP-NHC-12-201∼204 : Shielding Arrangement - Details

3. 핫셀 주요설비 설계

ACP 핫셀에 설치되는 핫셀 주요설비로는 표 3-13에 표기된 핫셀 운전

을 위한 핫셀 주요장비들과 공구 및 소품의 반입을 위한 Tobbogan, 각종 

Duct, 배관 및 배선을 위한 각종 Penetration, 핫셀 Liner 및 Working Table 

등이 설치를 위하여 설계에 반 되었다.

핫셀 설비의 설계에는 설치되는 설비의 용도에 따른 기능과 함께 설치에 

따른 차폐 및 기  안전성 등이 고려되어 설계에 반 되었으며, 차폐설계 내

용은 차페계산서 상세 내역을 기술한 설계자료 ‘ACP-NRS-05-101: 차폐계

산서(상세)’ 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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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핫셀 주요장비

설비명 수량 사양 용 도

원격조종기

(MSM)
5 pair Gas tight seal / 취급용량 9 kg

핫셀 내 운전

(공정물질/

장비 운반, 취급)
차폐창

(Shield 

Windows)

2 set

3 set

폭 69 x 높이 72.5 cm

폭 106 x 높이 82 cm

* Dry type / Gas tight seal 

Power 

Manipulator
1 set

Telescopic Servo-manipulator

취급용량 15 kg

핫셀 내 장치 

상부 및 후면 

작업

In-cell Crane 1 set 취급용량 1000 kg
핫셀 내 중량물 

취급

Jib Crane 1 set 취급용량 1000 kg
핫셀 장비의 

반입, 반출

핫셀 출입문

(Rear Door)
2 set

폭 110x 높이 205x 두께 100 cm

폭 110x 높이 205x 두께 80 cm

장비 반입, 반출

및 유지, 보수

Padirac Cask

접속장치
1 set RD-15/RD-10

핵물질 반입, 

반출

Padirac Cask

운반대차
1 set 모타 구동 (Rail)

Padirac Cask 

운반

Crane Door 1 set 모타 구동 (Sliding)
In-cell Crane

Hook 출입

Crane Gate 1 set Incell Crane으로 견인
셀간 상부 

차폐체

Inter-cell

Door
1 set Weight Balance

셀간 소규모

장비 이동

가. 원격조정기(Manipulators)

원격조정기는 핫셀 내의 운전 조작을 위하여 설치되며, 설치되는 공

정시험장치의 조작에 필요한 작업반경(coverage)을 고려하여 공정용 핫셀

(M8a)에 4기, 유지보수용 핫셀(M8b)에 1기를 배치하 으며, 주요사양은 표 

3-14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또한 핫셀 내 크레인 주행레일 위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카메라를 장착하

고, 용량 15 kg인 Telescopic Manipulator가 설치되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장치 이면의 작업과 MSM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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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설계에 반 하 다..

표 3-14. 원격조정기 주요 사양 

핫 셀

구 분
M8a Cell M8b Cell

기기 번호
ACP-MT-MP001

ACP-MT-MP002

ACP-MT-MP003

ACP-MT-MP004
ACP-MT-MP005

형식 Master-Slave Manipulator, Alpha-tight

최대 취급용량 8㎏ 8㎏ 8㎏

작업 반경(㎜) 1,712 1,985 1,860

설치 높이(㎜) 2,600 2,600 2,600

* 관련 설계자료

ACP-NHC-30-001 : 계통설명서-핫셀

ACP-NRS-05-101 : 차폐계산서(상세)

ACP-NHC-75-101 : Technical Specification for Master Slave

                    Manipulator

* 관련 설계도면

ACP-NHC-10-051 : Layout of Manipulators

나. 차폐창(Shield Windows)

차폐창은 핫셀 내 작업을 위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장비로서 핫셀 

내 전지역에 대한 시야각 확보와 함께 기준으로 제시된 방사선원에 대하여 

운전구역에서의 방사선량율을 0.01 mSv/hr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차폐능을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주요 사양은 표 3-15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 관련 설계자료

ACP-NHC-30-001 : 계통설명서-핫셀

ACP-NRS-05-101 : 차폐계산서(상세)

ACP-NHC-75-111 : Technical Specification for Radiation

                     Shielding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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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설계도면

ACP-NHC-10-052 : Layout of Radiation Shielding Windows

표 3-15. 차폐창 주요 사양 

     핫 셀

구 분
M8a Cell M8b Cell

기기 번호
ACP-MT-SW001

ACP-MT-SW002

ACP-MT-SW003

ACP-MT-SW004
ACP-MT-SW005

형식 Dry Type, Alpha-tight

Dimension(㎜)

(Hot Side)
700(W)×750(H) 1,000(W)×750(H) 1,000(W)×750(H)

Dimension(㎜)

(Cold Side)
500(W)×430(H) 600(W)×430(H) 600(W)×430(H)

설치 높이(㎜) 1,465 1,465 1,465

다. In-cell Crane 및 Jib Crane

1) In-cell Crane

In-cell Crane은 핫셀 내에서 원격조정기(MSM)나 고하중조작기

(Power Manipulator)에 의해 운반이 어려운 중량물의 취급을 위한 천장주행 

크레인(Overhead Crane)으로서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으며, 주변장치 등과

의 간섭을 고려하고, 고하중조작기의 간섭으로 인해서 크레인의 작업공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배치를 설계에 반 하 다.

- Type : Electrical overhead travelling crane

- 용량 : 1 Ton

- Span : 2.0 m

- Hook height  :  3.1 m

2) Jib Crane

Jib Crane은 공정용 핫셀 후면의 격리실(Isolation Room)에 핫셀로 

반입, 반출하게 되는 중량물의 취급을 위하여 설치된다. 이 크레인은 ACP 

핫셀이 지하에 위치하고, 지하층의 천정이 낮아 천장 크레인을 설치할 수 없

는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설계되었으며, 1층 바닥의 개폐구(hatch do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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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조사재시험시설 서비스 구역에 설치된 천정크레인(30톤/5톤 용량)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지하층으로 내려놓고 지하층에 설치된 rail 대차를 이용

하여 ACP 핫셀로 연계 운반되도록 하 다.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Type : Electrical Jib Mount Hanging & travelling crane

- 용량 : 1 Ton

- Hook Height & Stroke : 2.58 & 1.3 m

- Size (Height & Width)  :  4.0 & 3.7 m

* 관련 설계자료

ACP-NHC-30-001 : 계통설명서-핫셀

ACP-NHC-75-131 : Technical Specification for Crane

* 관련 설계도면

ACP-NHC-10-101 : Hot Cell Arrangement - Plan

ACP-NHC-10-111/121 : Hot Cell Arrangement - Front/Rear View

ACP-NHC-10-133∼135 : Hot Cell Arrangement - Section E∼I

라. 핫셀 출입문(Rear Door)

ACP 핫셀의 Rear Door는 Padirac 접속장치가 부착되는 공정용 핫셀

(M8a)에 설치되는 Rear Door와 부수적인 접속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

지보수용 핫셀(M8b)에 설치되는 두 가지로 구성되며 주요 사양은 표 3-16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공정용 핫셀의 Rear Door에는 사용후핵연료 절단 연료봉의 반입, 공정생성

물 및 고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해 Padirac Cask를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가

지며, 외부에는 Padirac Shielded Cell Door를 장착해야 하며, 내부에는 

Padirac Cask Container를 개폐할 수 있도록 Padirac Cell Door 장치가 설치

되도록 설계하 다. 

Rear Door는 Plug type으로서 바닥에 설치된 레일 위를 전동구동장치에 

의해 전.후진 하면서 개폐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핫셀 벽과 동일하거나 그 이

상의 차폐능을 가져야 하고, 방사선 안전을 위하여 핫셀 내의 방사선 준위가 

2.5 mSv/hr 이상일 경우에는 Rear Door가 열리지 않도록 Interlock system

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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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Rear Door 주요 사양 

핫 셀

구 분
공정용 핫셀(M8a) 유지보수용 핫셀(M8b)

기기 번호 ACP-MT-DR002 ACP-MT-DR001

개구부 크기

(Hot Side)
900㎜(W) × 1,700㎜(H) 900㎜(W) × 1,700㎜(H)

개구부 크기

(Cold Side)
1,100㎜(W) × 2,050㎜(H) 1,100㎜(W) × 2,050㎜(H)

차폐체 중량 콘크리트 중량 콘크리트 + 납판

구동방식 모터 구동 모터 구동

기타
Padirac Transfer System

Rubber Gasket
Rubber Gasket

* 관련 설계자료

ACP-NHC-30-001 : 계통설명서-핫셀

ACP-NRS-05-101 : 차폐계산서(상세)

ACP-NHC-75-121 : Technical Specification for Hot Cell Door

* 관련 설계도면

ACP-NHC-12-501 : Rear Door for M8a Cell

ACP-NHC-12-502 : Rear Door for M8b Cell

마. Padirac 접속장치(Padirac Adapter) 및 운반장치

Padirac 접속장치는 핫셀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서도 기 성 및 차

폐성능을 유지하면서 핵물질 및 폐기물 등을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로서 M8a 핫셀의 Rear Door Padirac 차폐도어 및 Padirac 셀도어가 설치된

다. Padirac 도어는 기존에 원자력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La Calhene사의 

모델번호 RD 15 및 RD 10 Padirac Cask를 접속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Padirac 도어의 개구부의 직경은 340㎜이고, Padirac 셀도어는 기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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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 내부에 설치되는 Padirac 셀도어는 Manual operated ramp locking 

system을 적용되어 2개의 seal이 사용되고 하나는 Cell Door에, 다른 하나

는 Transfer Container Flange에 설치되며, 원격조정기에 의해 개폐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핫셀 외부에 설치되는 Padirac 차폐도어는 Rear Door에 설치되며 

구 차폐 기능을 갖으며, Door를 열 때 감마선을 차폐하기 위하여 

Rotating Sector가 장착되고, Padirac 지지테이블에 설치된 전기 모터에 의

해 개폐되도록 설계되었다.

* 관련 설계자료

ACP-NHC-30-001 : 계통설명서-핫셀

ACP-NRS-05-101 : 차폐계산서(상세)

ACP-NHC-75-121 : Technical Specification for 

Padirac Transfer System

* 관련 설계도면

ACP-NHC-12-901 : Padirac Transfer System

마. 핫셀 내부 Doors

1) 셀간 Door

핫셀 내부에 설치되는 셀간 Door는 공정용 핫셀(M8a)과 유지보수용 

핫셀(M8b) 사이의 배기필터 및 기타 물질의 이송을 위한 셀간벽의 개구부를 

개폐하기 위한 문으로서 M8a 및 M8b 양쪽에 2부분으로 나뉘어 설치된다. 

셀간 도어는 Counter Balance Weight 형식으로서 원격조정기에 의해 수동으

로 개폐되고, 셀간벽과 같은 차폐능을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셀간 도어의 주

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구 동 : 수동 (Counter Balance Weight)

- 개구부 크기 : 300㎜(가로) × 400㎜(세로)

- 도어 크기 : 500㎜(가로) × 510㎜(세로)× 105㎜(납두께)

* 관련 설계자료

ACP-NHC-30-001 : 계통설명서-핫셀

ACP-NRS-05-101 : 차폐계산서(상세)

ACP-NHC-75-121 : Technical Specification for Hot Cell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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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설계도면

ACP-NHC-12-521 : Pass-thru Door

2) 셀간 Crane Gate 및 Crane Door

핫셀 내부 셀간벽의 상부에는 In-cell Crane의 셀간 이동을 위해 개

구부가 있으며 셀간 Crane Gate는 이 개구부를 개폐하기 위해 설치된다. 셀

간 Crane Gate는 게이트는 철판 Casing 내에 차폐를 위해 납으로 채워지도

록 하 고, Crane 주행용 레일위에서 크레인에 의해 주행되는 형식으로 설계

되었으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개구부 크기 : 2,200㎜(폭) × 930㎜(높이)

- 게이트 크기 : 2,140㎜(폭) × 780㎜(높이) × 150㎜(납두께)

그리고 Crane Door는 셀간벽 상부에는 In-cell Crane을 이용하여 셀간에 

물건의 이송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되며, 이 개구부를 개폐하기 위해 설치된

다. Crane Door도 철판 Casing 내에 차폐를 위해 납으로 채워지도록 하

고,  슬라이딩 형식으로서 전기 모터에 의해 작동되도록 설계하 으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개구부 크기 : 600㎜(폭) × 1,270㎜(높이)

- 도어 크기 : 835㎜(폭) × 1,430㎜(높이) × 210㎜(납두께)

* 관련 설계자료

ACP-NHC-30-001 : 계통설명서-핫셀

ACP-NRS-05-101 : 차폐계산서(상세)

ACP-NHC-75-121 : Technical Specification for Hot Cell Door

* 관련 설계도면

ACP-NHC-12-511 : Intercell Crane Gate and Door

ACP-NHC-12-521 : Pass-Thru Door

바. Storage Vault

ACP 핫셀 내 공정시험을 통해 제조되는 금속우라늄과 공정에서 발

생하는 폐용융염 등 고방사성 물질의 일시적인 저장을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공정용 핫셀과 유지보수용 핫셀에 각각 1개씩 설치된다. 공정용 핫셀에 설치

되는 Storage Vault는 직경 150 mm, 길이 250 mm의 원통형 Canister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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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며, 유지보수용 핫셀에 설치되는 Storage 

Vault는 직경 150 mm, 길이 250 mm의 원통형 Canister 8개와 직경 150 

mm, 길이 100 mm의 원통형 Canister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도록 

설계하 다.

Storage Vault는 핫셀 내의 작업대(Working Table) 밑에 설치되며, 상부에

는 5 mm 두께의 Stainless Steel 강판으로 덮여 있어 평소에는 작업대로 사

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개폐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리고 Storage 

Vault의 크기는 공정용 핫셀에 설치되는 것은 가로 1200 mm. 세로 700 mm

이고 유지보수용 핫셀에 설치되는 것은 가로 1100 mm, 세로 790 mm이며,  

상부에 Storage Vault 내 물질의 입출을 위한 가로 240 mm, 세로 410 mm 

크기의 뚜껑을 3개씩 장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차폐계산에 의한 차폐능을 

고려하여 Stainless Steel 강판 Casing 안에 납 mould를 충진하여 제작하도

록 설계하 다.

* 관련 설계자료

ACP-NHC-30-001 : 계통설명서-핫셀

ACP-NRS-05-101 : 차폐계산서(상세)

* 관련 설계도면

ACP-NHC-12-421 : Storage Vault - Type 'A'

ACP-NHC-12-422 : Storage Vault - Type 'B'

사. 각종 Penetrations

ACP 핫셀에 설치되는 Penetrations는 핫셀 작업구역에서 핫셀 내부

로 간단한 공구 등을 넣을 수 있는 Toboggan, 핫셀 내부의 공기조화를 위한 

닥트설비, 전력 및 유틸리티 공급을 위한 배관과 배선, 공정의 계측제어를 

위한 signal 배선 등를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핫셀의 경우는 차폐능을 유

지하여야 하므로 Penetration을 위한 sleeve들이 일반시설과 같이 직선으로 

관통되지 않도록 설계하며, 불가피하게 직선으로 관통을 하는 경우는 나선 

형태의 차폐체나 내부 차폐체를 Penetration sleeve 내부에 설치되도록 한다.

ACP 핫셀 Penetrations 가운데 직관으로 설치가 불가피한 것으로는 핫셀 

의 급배기 닥트 연결을 위한 Protection Screw와 핫셀 내의 방사선량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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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한 γ-Probe, Shield Plug 등이 설계에 고려되었다. Protection 

Screw의 경우는 공기의 흐름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에 Screw형

태의 차폐체가 설치되도록 설계하 으며, γ-Probe, Shield Plug의 경우는 내

부에 납 차폐체를 넣고, 기 성이 유지되는 구조로 설계하 다. 그 밖에 배

관 및 배선을 위한 Penetrations은 3차원 S 형태의 관을 sleeve로 제작하고, 

차폐능이 취약한 부분은 sleeve 외부에 납 차폐체가 설치되도록 설계하 으

며, 배관을 위한 Penetrations은 작업대(Working Table)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배선을 위한 Penetrations은 작업대 하부에 위치하도록 설계하 다.

* 관련 설계자료

ACP-NHC-30-001 : 계통설명서-핫셀

ACP-NRS-05-101 : 차폐계산서(상세)

* 관련 설계도면

ACP-NHC-12-400 : Penetration List

ACP-NHC-12-401/402 : Penetration Location

ACP-NHC-12-411∼413 : Penetration Details

ACP-NHC-12-414 : Penetration Cap

ACP-NHC-12-400 : Toboggan

ACP-NHC-12-515 : Shield Plug

ACP-NHC-12-516 : Protection Screw

아. 핫셀 Liner 및 작업대(Working Table)

ACP 핫셀 내부의 모든 표면은 콘크리트 시공후 거치른 표면으로 인

해 오염 물질들이 부착될 우려 방지와 오염시 제염의 용이성, 그리고 핫셀의 

기 성 확보를 위하여 Stainless Steel 강판으로 라이닝을 하도록 설계되었

다. 그리고 핫셀 내 장치들의 운전조작이 운전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서서 원

격조정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공정시험장치들이 운전조작이 용이하도록 일정 

높이로 설치되는 작업대(Working Table) 상부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었다. 따

라서 작업대의 높이는 작업자들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90 cm 높이로 설치

되며, 작업대 위에 설치되는 공정시험장치들의 하중을 고려하여 작업대의 구

조물이 설계되었다.

* 관련 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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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NHC-30-001 : 계통설명서-핫셀

* 관련 설계도면

ACP-NHC-12-101 : In-cell Liner - Plan & Section A

ACP-NHC-12-102/103 : In-cell Liner - Section B∼F

ACP-NHC-12-104 : In-cell Liner - Roof Details

ACP-NHC-12-111∼114 : In-cell Liner - Typical Details

ACP-NHC-12-301 : Working Table - Plan

ACP-NHC-12-302/303 : Working Table - Details

제 6 절  기계 분야

기계분야 설계에는 환기설비, Ar 공급설비 및 압축공기 공급설비, 화재

방호설비와 공정시료를 inert 분위기에서 계량 및 preparation 하기 위한 

Glove Box  등의 설계를 포함한다.

1. 환기설비

핫셀의 환기설비는 핫셀 내에 적정한 부압을 형성하여 주는 설비로써  

방사성 입자나 기체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고, 정상운전 및 사고시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환경의 방사능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설계에 적용된 규격 및 표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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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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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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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핫셀 환기설비 설계기준

ACP 핫셀 및 Isolation room의 환기설비 설계기준은 조사재시험시설 

기존 핫셀의 설계기준 및 설비 용량과 실증시설 핫셀이 α-γ type인 점을 고

려하여 환기설비 설계기준을 표 3-17과 같이 설정하 다.

표 3-17.  ACP 핫셀 환기설비 설계기준 

항   목 설 계 기 준 비   고

환기방법 Once-through

환기횟수 20회/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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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되며 1차 필터는 셀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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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Under Pressure) 배기 fan 계통에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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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기계통 구성

차세대 공정관리 실증시설 핫셀의 환기는 자연급기 및 기계배기에 의

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림 3-27에 표기된 환기계통도에서와 같이 

급기는 공기인입용 Filter Bank(MOD+HEPA)를 통해 핫셀 내 상부로 급기 

되며, 배기는 배기송풍기(100 % x 2대, 1대 예비용)에 의해 핫셀 내의 공기

가 핫셀 내에 설치되는 1차 Filter Bank(PRE + HEPA)를 거쳐 조사재시험

시설의 기존 배기 덕트에 연결되어 2차 Filter Bank(HEPA + Charcoal + 

HEPA)를 거친 후 외부로 배출된다. 

그림 3-27. ACP 핫셀 환기계통도

다. 환기계통의 배기설비 용량 검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이 기존의 조사재시험시설 예비핫셀을 

개조하여 활용하고, 환기설비도 핫셀 급기 및 핫셀 내부에 설치되는 배기 

filter를 제외하고는 기존 환기설비를 활용하게 되므로 기존 배기계통에 예비

핫셀을 위해 설계된 배기설비 용량이 ACP 핫셀로 개조되는 시설용량을 충

족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 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ACP 핫셀에서 필요로 하는 환기풍량은 표 

3-18에 표기된 것과 같이 1,970 CMH 이며, Isolation Room의 기준 환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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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Room의 volume 68 m3(4.4 x 4.85 x 3.2 m)에 환기횟수 2회/hr를 

고려하면 140 CMH(Louver size(mm) : 200 x 160)로서 전체 환기량은 2,110 

CMH로 계산되어 설계에 반 되었으며, 정압손실에 대한 검토도 계산에 반

하 다.

표 3-18. ACP 핫셀 환기량

핫셀 명칭 Length(m)
Width
(m)

Height
(m)

Volume
(m3)

환기
횟수
(회/hr)

환기량
(CMH)

폐가스
처리량
(CMH)

적용값
(CMH)

M8b 2.25 2 4.3 154.8 20 390 - 390

M8a 8 2 4.3 550.4 20 1,380 200 1,580

Total 1,770 200 1,970

추가로 설치되는 환기설비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Inlet Filter Bank for M8a & M8b

-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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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tall Location : Room No. 8103

2) Outlet Filter Bank for M8b

-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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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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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utlet Filter Bank for M8a

-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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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설계자료

ACP-TGE-01-001 : Engineering Note

ACP-NHC-30-001 : 계통설명서 - 핫셀

ACP-MMG-05-102 : 설계계산서 - 환기설비계통

ACP-MVA-75-101 : Technical Specification - Filtration Unit

* 관련 설계도면

ACP-MVA-25-101 : P & I Diagram - HVAC System

ACP-MVA-10-101 : Hot Cell Exhaust Plan (For Modification)

ACP-MVA-10-102 : Ventilation Duct Plan for Hot Cell 

ACP-MVA-10-103 : Ventilation Duct Sections for Hot Cell

ACP-MVA-10-104 : Construction Detail for Duct

2. 유틸리티(Ar 및 압축공기) 공급설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건식공정으로서 공정 

내에서 일체의 용수를 사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틸리티 공급설비로서 공정

의 불활성 분위기 유지를 위한 Ar gas 공급설비와 분말화(Vol-oxidation) 공

정에 반응가스와 제어장미에 공급되는 압축공기 공급설비가 필요하다.

가. Ar gas 공급설비

Ar gas 공급설비는 공정시약을 준비하는 Glove Box의 inert 분위기 

유지용과 공정장치의 내부 inert 분위기 유지용으로 공급되는 고순도 Ar gas 

공급계통과 공정기기의 상부 냉각을 위한 공정기기 Jacket에 공급되는 냉각

용 저순도 Ar gas 공급계통으로 구성되며, 각 용도별 설계기준은 표 3-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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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된 내용과 같다. 그리고 공정시약을 준비하는 Glove Box의 경우는 Ar 

순환 및 정제시스템을 포함하도록 설계에 반 하 다. 설계에 적용된 규격 

및 표준은 다음과 같다.

-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표 3-19. Ar gas 공급설비 설계기준

소요처 계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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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설계자료

ACP-TGE-01-001 : Engineering Note

ACP-MMG-30-101 : 계통설명서 - 유틸리티

ACP-MAR-75-101 : Technical Specification - Glove Box and 

Gas Purification System

* 관련 설계도면

ACP-MAR-25-101 : P & I Diagram - Ar Supply System

ACP-MMG-10-101 : Piping Arrangement Plan

나. 압축공기 공급설비

조사재시험시설에서 사용되는 압축공기는 하나로 건물로부터 공급되

며,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서는 조사재시험시설의 압축공기 공급 

header부터 배관을 분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조사재시험시설

로 공급되는 압축공기의 설계압력은 Instrument Air 및 Service Air 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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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bar(90 psig)이다.

Instrument Air는 조사재시험시설의 공급헤더라인(Line no. 7500-1"-L004- 

HCD)로부터 배관을 분기하여 공급되며, Instrument Air의 소요처는 다음과 

같다.

- Vol-Oxidation System (반응기내 Cover gas)

- Inter-cell Crane Door Actuator (Air Cylinder)

- Control Valves

- Service Air

그리고 Service Air는 조사재시험시설의 공급헤더라인(Line no. 7500-1/2"- 

L103-HCD)로부터 배관을 분기하여 공급되며, Service Air는 핫셀 내 기기 

유지, 보수를 위한 Air 공구 및 제염용으로 사용된다.

* 관련 설계자료

ACP-TGE-01-001 : Engineering Note

ACP-MMG-30-101 : 계통설명서 - 유틸리티

* 관련 설계도면

ACP-MAR-25-101 : P & I Diagram - Compressed Air System

ACP-MMG-10-101 : Piping Arrangement Plan

3. 화재방호설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화재방호설비는 핫셀 내에 화재 가 발

생하는 경우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소화장비로 화재을 진압함으로서 추가

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에 예비 핫셀을 

위하여 하론 1301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어 관경 1¼"의 하론 분사 배관이 설

치되어 있으며 2개의 25A 분사노즐이 설치되어 있다.

ACP 핫셀로 개조되는 Room No. 9104에 설계된 기존 설비의 약제량을 계

산, 검증하여 설계 새로이 설치될 핫셀에 적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

으며, 계산결과 기존 Room실 9104를 위한 약제량은 1.32 kg, 2 BTS이며, 차

세대 실증시설용 핫셀을 위한 하론의 소요 약제량은 1.27 kg, 2 BTS로 계산

되었다. 따라서 기존 IMEF의 화재방호계통, 하론1301 계통을 수정 없이 그

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단지 분사 nozzle의 위치만 핫셀 구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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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면 된다.

그리고 화재의 감지를 위하여  ACP 핫셀과 Isplation Room 천장에는 열감

지식 및 연기 감지식 화재감지장치를 각각 1 set 씩 추가로 설치하도록 설계

하 으며, 설계에 적용한 표준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소방법 시행령 28조 소화설비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조 ∼ 63조

- NFPA 12A   Halon system of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관련 설계자료

ACP-TGE-01-001 : Engineering Note

ACP-MMG-05-101 : 설계계산서 - 화재방호계통

* 관련 설계도면

ACP-MAR-25-101 : P & I Diagram - Fire Protection System

제 7 절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1. 전기설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전력 공급은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460 V Load Center(EF-5410-F-V001)의 예비함(V-001-02)에 기존설비와 호

환 가능한 400 A 기중차단기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계되었다. 전

력공급계통은 460 V Load Center, 460 V MCC 및 변압기 등으로 구성하여 

상용전원, 비상발전 전원 및 무정전 전원을 각종 부하에 공급하게 되며, 차

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비의 전기부하명세(Electric Load List : 설계

도면 ACP-EEG-40-001 참조)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기단선도(Single 

Line Diagram : 설계도면 ACP-EEG-25-100∼104 참조)를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력공급 및 Power Layout, Grounding, Lighting, 화재경보설비, 

Cable Raceway와 철거되는 기존 전기 Raceway 등을 포함하는 전기설비의 

상세설계를 수행하 다. 또한 주요 전기설비의 설계에  적용된 규격 및 표준

은 기존 조사재시험시설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적용하 다.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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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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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IE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가. 전력 공급설비

1) 460 V Load Center

400 A 기중차단기를 예비함(V-001-02)에 설치하여 460 V MCC에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 으며, 460 V Load Center와 460 V MCC간의 연결은 

케이블로 하 다.

기중차단기의 과전류보호기준은 전원케이블 및 MCC 모선보호, 전동기 기

동전류에 의한 트립 방지 및 장한시 트립 요소에 의한 트립을 방지하도록 

하 으며, 전동기제어반 피더에는 장한시 및 단한시 보호요소를 갖춘 전자식 

트립 장치와 별도의 지락 보호용 계전기를 구비하도록 하 다.

2) 460 V MCC

전동기 feeder 회로는 차단기, 전자접촉기, 열동 과부하계전기 및 제

어용 변압기로 구성하도록 하 으며, 계통운전상 주요부하에 순간정전 또는 

순간전압강화로 인한 전자접촉기의 개방을 방지하기위하여 석방 방지형

(Mechanical Hold) 전자접촉기를 설치하도록 하 다.

차단기는 단락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하며 수평모선의 

연속정격은 600 A를 표준으로 하고 필요시 각 모선에 연결된 부하의  합계

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 으며, 제어용 변압기는 계전기 제어전원 및 방습 전

열기용으로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고, 최소용량을 150 VA로 하 다.

또한 조합형 기동기(Combination Starter)의 크기는 전동기 용량 및 운전형

식을 고려하여 NEMA A급 기준(저압유도 전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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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기동기의크기 부하

0

1

2

3

4

전열기

7.5KW까지의 전동기

19KW까지의 전동기

37KW까지의 전동기

75KW까지의 전동기
 

전동기 제어반은 약 20 %의 예비차단기(기동기 포함) 및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 으며, 조합형 기동장치의 차단기 Magnetic trip 요소는 조정 

가능하고, 트립 우선방식으로 열동과부하 계전기는 3상 보호용으로 전류 정

정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type으로 설계하 다.

15 KW를 초과하는 전동기 부하회로와 차단기의 트립치가 30 A를 초과하

는 비전동기 부하회로는 지락 보호 장치를 구비하도록 하 으며, 전동기 기

동기가 과전류에 의해 트립 되었을 경우 재투입은 열동 과부하 계전기의 접

점에 의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동으로 reset한 후에  재투입할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3) 무정전 정전압(UPS) 전원

120 V 및 220 V(건설과정에서 RMS 장비를 위해 추가됨) 무정전 전

원은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무정전 공급계통(설계자료EF-5510-E-A2002 참

조)에 설치된 예비단자로부터 공급받아 Operating Console,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 등에 공급하기 위한 무정전 전원 분전반(설계자료 ACP 

-PS-MC101)의 필요부하에 공급하도록 설계하 다.

4) 비상발전기 전원

460 V 비상발전 전원은 기존 조사재 시험시설의 비상전원 전동기 

제어반(설계자료 EF-543E-E011 참조)의 예비단자로부터 공급받아 460/220 

V 건식변압기를 통하여 Off Gas Treatment System과 Operating Cosole, 그

리고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에 공급하도록 설계하 다.

5) 주요기기의 일반규격

가) 460 V 및 220 V 전동기제어반(MCC)

① 전동기 제어반은 옥내 자립형으로 유니트는 프러그 인출형으로 

주요 정격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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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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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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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일정격 전압을 110 V로 하 다. 또한 특별히 지정한 전자접촉기는 석방 방

지형으로 하 다.

④ 제어용 변압기

전동기 유니트의 계전기전원용 변압기는 460/110 VAC, 단상, 건

식형이며 150 VA 용량 이상으로 하 다.

나) 보호, 계측 및 경보

- 전동기회로는 배선용차단기의 전자식 단락보호 장치와 전자접촉기

에 바이메탈식 열동 소자로 구성된 3상 과부하 보호 장치를 구비하고 과전

류  에 의해 트립 되었을 때 경보표시가 되고 열동 과부하 장치를 수동으로  

복귀시키도록 하 다.

- 15 KW 이상의 전동기 부하회로와 30 A 초과 비전동기 부하회로

에는 지락 보호계전기를 구비하여 배선용 차단기를 트립시키고 경보를 울리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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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조

명 분전함(설계자료 EF-5810-E-L001 참조) 및 필수조명 분전함(설계자료 

EF-5810-E-L011 참조)의 예비 feeder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계되었다.

1) 설계기준

- 조명계통은 일반 조명계통 및 필수 조명계통으로 구성하 으며, 일

반조명은 정상적일 때 모든 조명을 제공하고 필수조명은 비상발전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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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과 같다.

주요지역 기준조도(Lux) 등 기구종류

Hot Cell

Operating Room

Isolating Room

1500/150

300

300

나트륨등/백열등

형광등

형광등

2) 조명 주요기기 일반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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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설치

- 고압나트륨등 : 고압나트륨등은 고출력형 등기구 또는 램프 수명이 

긴 등기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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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조명 계통에는 형광등을, 비상조명계통에는 백열등을 사용하도

록 설계하 다.    

* 관련 설계자료

ACP-TGE-01-001 : Engineering Note

ACP-EEG-30-101 : 계통설명서 - 전기계통

ACP-EEG-05-001 : 조도계산서

ACP-EEG-40-001 : Electrical Load List

ACP-EEG-40-101 : Cable Schedule

ACP-EEG-90-001 : 공사시방서 - 전기공사

* 관련 설계도면ACP-EEG-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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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EFD-10-101 : Fire Detection and Alarm Plan

ACP-EFD-10-102 : Fire Detection and Alarm System

ACP-EGR-10-101/102 : Grounding Layout

ACP-ELT-10-101/102 : Lighting Layout

ACP-ELT-10-103 : Lighting Installation

ACP-ELT-10-104 : Lighting Panel Board Schedule

ACP-EPS-10-100 : Raceway Numbering System & Notes

ACP-EPS-10-101∼103 : Power Layout

ACP-EPS-10-104 : Cable Tray Layout & Section

ACP-ELT-10-105 : Hot Cell Control Panel Layout

ACP-ELT-10-000 : Removal Layout

2. 계측 및 제어설비

계측 및 제어설비는 절단 핵연료봉(Rod Cut) 반입에서부터 공정생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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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사성폐기물 반출에 이르기까지 핫셀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정을 감시 

및 운 하는 공정제어 계측설비와 핫셀에 운전을 위한 핫셀 장비, 유틸리티 

및 HVAC 계통을 제어하기 위한 일반적인 유틸리티 제어계통으로 구성되어 

핫셀 전면의 제어반(Control Panel)에서 감시 및 제어하도록 하 다. 또한 주

요설비에 대한 적용기준 및 설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 규격 및 표준

계측 및 제어계통의 주요 적용규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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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설계 기준

- 핫셀 내의 모든 기기들은 셀 외부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 다.

- 핫셀 내에 설치되는 계측제어 설비는 운전구역에서 작업자의 시야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며, 원격조정기 및 핫셀 내 크레인 및 고하중조작기을 

이용한 제거 및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 제어반

① 제어반 내의 rack 및 터미널 등을 위하여 20 %의 여유분을 준비하

도록 하 다.

② 서비스구역에 설치되어야하며 작업자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하 다.

③ 작업자의 오동작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 다.

④ 판 두께를 3.2 mm 이상으로 하 다.

⑤ 내부에 조명이 공급되고 도어와 연동되도록 하 다.

⑥ 필요시 배기장치를 갖추도록 하 다.

- 핫셀 내에서 Pneumatic Valve의 사용은 배제하고 보수가 용이한 

MOV나 SOV를 사용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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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제어 계측설비

1) 공정계측설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은 탈피복 및 분말화공정, 금속전환공정, 주조공

정, 폐용융염 처리공정 및 Off gas 처리공정 등의 단위공정으로 구분되어 현

장 계측기로부터 전송된 입, 출력 신호에 의해 제어반의 제어장치를 통해 자

동제어 및 작업자의 수동조작에 의해 통제되도록 하 다.

그리고 공정제어 및 감시 계통의 구성은 공정의 P. & I. Diagram 및 공정

의 안전성 분석 내용과 공정 운전방법, 표 3-20에 표기된 Process Fault 

Analysis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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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로 Control Panel을 구성하 다.

각 단위공정별로 핫셀 내 설치된 공정장치 전면에 설치되는 차폐창과 원격

조정기 바로 아래 해당 공정의 제어반이 일렬로 설치되도록 하 으며, 제어

반 중앙에 각 공정 및 핫셀 장비중 주요 감시 및 경보를 위한 중앙 제어반

이 설치되도록 하 다.

표 3-20. Process fault analysis

-Dual pressure control system
-Manual control for emergency
-Ar shut-off in high pressure

-LiCl fume leakage
-Hot cell contamination

-Ar PIC malfunction
-Off-gas line clogging

-Pressure Build-up

-Dual temperature control system
-Elec. Power shut-off in high temp.
-Cold trap for emergency

-LiCl vapor pressure build-up
-LiCl fume leakage
-Hot cell contamination

-TE/TIC malfunction-Temperature Build-up

-Dual pressure control system
-Manual control for emergency
-Ar shut-off in high pressure

-LiCl fume leakage
-Hot cell contamination

-Ar PIC malfunction
-Off-gas line clogging

-Pressure Build-up

-Dual pressure control system
-Back flushing system for filter
-Manual control for emergency
-Air shut-off in high pressure

-SF powder leakage 
-Hot cell contamination

-Air PIC malfunction
-Sintered filter clogging  

-Pressure Build-up

-Dual temp. control system
-Dual vacuum system

-Solidifying of LiCl molten salt 
and clogging in Transfer line

-TE/TIC malfunction 
-Failure of line heater
-Failure of vacuum sys.

-Failure of MS transfer

Waste MS
Treatment

-Dual Ar supply system
-Dual vacuum system

-Oxidation of SF metal
(Out of specification)

-Smelting temp. increase

-Failure of Ar supply
-Failure of 
vacuum system

-Failure of Inert
Atmosphere

Smelting

-Dual temperature control system
-Elec. Power shut-off in high temp.
-Cold trap for emergency
-Easy replacement of 
heating element*

-LiCl vapor pressure build-up
-LiCl fume leakage
-Hot cell contamination
-Solidifying of LiCl molten salt*

-TE/TIC malfunction
-Failure of 
heating furnace*

-Temperature Build-up
or 

* Below melting temp.

Metallization

-Dual temp. control system
-Elec. Power shut-off in high temp. 

-Powder partial sintering
-Powder discharge interruption

-TE/TIC malfunction-Temperature Build-up 

Vol-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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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eld & Board Instrument Data

공정설비를 위하여 local 및 board 계측기에 대한 기기목록이 작성되

어 각 Instrument의 설치 위치 및 type, 계측 범위, connection 방법 등의 내

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Instrument List(설계자료 ACP-JIC-40-001 참조)], 

계측 및 제어기기의 구매/제작, 설치를 위한 종류별 일반사양 및 기술사양을 

위한 다음의 계측기 종류별로 Instrument Data sheet를 작성하 다.

- Pressure Instrument

- Temperature Instrument

- Pressure Control Valve Instrument

- Flow/Mass Control Valve Instrument

- Oxygen Concentration Measurement Instrument 등

3) 핫셀 제어반(Control Panel)

핫셀 제어반은 운전 중에 있는 공정계통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

록 전원 상실 및 기기고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계측제어설비로 콘솔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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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8에 표기된 

것과 같이 설치하도록 하 다.

핫셀 제어반 상부에는 공정의 운전 및 감시기능을 갖춘 Local Control 

Panel을 단위공정별로 배치되도록 설계하 다.

-Dual Ar supply system

-Dual Ar control system

-Breaking of inert atmosphere 

in process reactor

-Increasing of reactor surface

temperature

-Trouble of 

Ar supply system

-Interruption of 

Ar Supply

-Emergency power for vacuum  

pump in off-gas system

-UPS of control system for

safe emergency shut-down

of process operation

-Failure of off-gas system

and pressure build-up in 

process  reactors

-Trouble of Elec. Power

supply system

-Interruption of   

Normal Elec. Power  

Utility 
Interruption

-Dual vacuum system

-Dual pressure control system

-DP monitoring system 

-Pressure build-up in process

reactors

-Increasing of differential 

pressure in off-gas absorber

-Failure of vacuum system

-Off-gas line or absorber 

clogging

-Interruption of 

Off-gas exhaust Off-gas 
Treatment

Design ConsiderationEffectsCauseFault Type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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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어계통 사용 전압

제어계통의 사용전압은 110 VAC, 60 Hz의 상용전원을 사용하며 공

정장치 중 Metalizer 와 Smelter용 Local Control Panel은 전원상실 시에도 

무정전 전원(UPS)을 공급하도록 하 으며 경보 및 감시계통은 24 VDC로 

하 다.

5) 경보계통

현장 계측기 고장접점들은 정상 시에는 열려있고 비정상 시에는 경

보를 발생하기 위해 닫혀있는 구조로 하 으며 경보 집합창구계통은 설계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예비 창구를 갖추도록 하 다. 경보계통의 운전 상

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8. Control Panel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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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Trouble contacts Visual lamps

Normal Normal Off

Acknowledge Abnormal On(steady)

Normal again Normal Off

Test Normal On(steady)
 

* 관련 설계자료

ACP-TGE-01-001 : Engineering Note

ACP-RGE-75-001 : Process Instrument Data Sheet

ACP-RIG-65-201 : Fault Tree Analysis Diagram

ACP-JIG-40-001 : Instrument List

ACP-JIG-40-002 : Valve List

ACP-JIG-68-001 : Instrument Wiring Diagram

ACP-JIG-75-002 : Valve Data Sheet

ACP-JIG-90-101/102 : Instrument Hook-up Drawing

ACP-JFI-62-101/102 : Instrument Control Loop/Logic Diagram

* 관련 설계도면ACP-EEG-30-101

ACP-JIG-00-001 :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ACP-JCX-10-101 : Control Panel Arrangement Drawing

ACP-JFI-10-101∼104 : Instrument Signal Wiring Layout

ACP-JFI-10-105/106 : Instrument Air Piping Layout

3.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

ACP 핫셀 운 을 하면서 방사선 감시 및 오염감시를 위한 RMS 장비

는  핫셀 주변 구역의 지역 방사선량 준위를 연속으로 측정하여 작업자의 

방사선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공기 오염이 예상되는 구역은 공기 오

염도를 연속 감시하여 작업자들에게 방사선 작업에 대한 안전감과 심리적인 

신뢰도를 상승시켜 방사선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리고 고준위 방사선구역의 출입문은 그 구역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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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신호를 표시하여 작업자의 출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하엿으며, 각 방

사선 감시기에서 측정된 방사선량 준위는 안전관리실(원자로건물)의 RMS 

Computer로 전송되어 감시 및 기록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본 시설에 설치되는 RMS 장비는 표 3-21에 표기되었으며, 설치 위치는 

그림 3-29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설치되는 RMS 장비의 상세내용은 단계 

최종보고서[4]에 기술되어 있다.

표 3-21. RMS 장비 list 

Monitoring Software & Server

CCTV

Iodine Monitor

Duct Monitor

Area Gamma Monitor

Room Air Monitor

Hot Cell Door Monitor

장 치

1Health Physics Room

3
Operating Area, Service Area

M8b Rear Door Opening Area

1Duct Line

1Duct Line

3
Operating Area, Service Area

M8b Rear Door Opening Area

2
Operating Area

Service Area

2M8a, M8b Cell

수 량설 치 위치

Monitoring Software & Server

CCTV

Iodine Monitor

Duct Monitor

Area Gamma Monitor

Room Air Monitor

Hot Cell Door Monitor

장 치

1Health Physics Room

3
Operating Area, Service Area

M8b Rear Door Opening Area

1Duct Line

1Duct Line

3
Operating Area, Service Area

M8b Rear Door Opening Area

2
Operating Area

Service Area

2M8a, M8b Cell

수 량설 치 위치

* 관련 설계자료

ACP-NHC-75-151 : Technical Specification for 

Radiation Monitoring System

* 관련 설계도면

ACP-JRM-10-101 : RMS Location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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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안전성분석 및 환경 향평가

제 1 절  서 설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의 예비핫셀을 개조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조에 따른 설계내용을 반 하여 차세대관

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을 위한 시설 운 으로 인한 안전성분석 및 환경

향평가를 수행하여 시설 내 작업 종사자와 시설 주변에 대한 보수적 안전성

이 확보되도록 설계에 반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선의 향으로부터 안

전하다는 것을 KINS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설계용역에 본 시설의 안전성분석 및 환경 향평가를 포함하 으

며, ACP 공정 안전성, 핫셀을 포함한 조사재시험시설 전체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방사선 차폐 안전성, 핵임계 안전성을 분석하고, 정상운전 및 사고시 

환경 향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통하여 설계된 실증시설이 안전성을 확보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안전성분석 결과는 인허가를 위한 기

본자료로서 제출되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 대한 KINS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KINS 안전성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보고서인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안전성평가 보고서’[3]로 발간되었다.

제 2 절  안전성 분석

1. 공정 안전성 분석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설의 운 으로 인한 작업자와 공공의 건강을 보

호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안

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과 같이 공정의 운

전 경험이 없는 고온의 용융염 매질에서 반응성이 매우 높은 화학물질들을 

취급하게 되는 공정의 실증을 위해서는 공정의 정상 운전 중에는 물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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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에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정의 안전성분석은 각 단위 공정

별로 공정 운전 중에 발생 가능한 fault들의 유형을 설정하고, 그와 같은 

fault들이 발생되는 원인과 그로 인해 전개될 수 있는 가능한 사고들을 예측

하여 이와 같은 fault들을 미리 방지하거나, fault들이 발생하더라도 2차적인 

중대한 사고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설계과정에서 P. & I. diagram

과 control logic diagram에 반 하여 설계되도록 함으로서 예상되는 공정의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고려하 다.  그 내용은 단

계 최종보고서[4]에 상세히 기술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여 앞 장

의 표 3-20에 표기하 다.

2. 구조 안전성 분석

구조 안전성 해석에 대한 내용은 앞의 ‘제3장 제4절 1. 구조설계, 2 구조

해석’에서와 단계 최종보고서[4]와 관련 설계 자료에 상세히 기술되었으며, 

여기서는 주요 해석 결과들을 기술하며, 그림 4-1에 표기한 것과 같이 ACP 

핫셀이 위치한 조사재시험시설 건물과 인접건물의 가장 보수적인 최대변위

는 17.9mm로서 이미 시공된 주변 건물과의 분리간격이 최소 50 mm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지진하중에 의한 인접건물에 대한 향은 없는 것으로 해석

되었다. 그리고 각 부재의 배근량에 대해서는 슬래브와 벽체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충분한 여유치를 가지고 있었고 기초판에서도 6% 정도의 여유

치를 보여줌으로서 수정된 구조설계 내용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

할 수 있었다.

그림 4-1. 구조해석  모델 및 결과

개조되는 핫셀
개념도

- SAP 2000 프로그램을 이용한 3D Dynamic Analysis

- 부재 배근량 : 슬래브 및 벽체 20 %, 기초판 6 % 이상 여유치를 가짐

- 가장 보수적 절점의 변위 17.9 mm ≤ 제한치 50 mm (Seismic Gap) 

개조되는 핫셀을 포함하는
IMEF 건물 전체 3-D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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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폐 안전성 분석

ACP 핫셀의 차폐 안전성 분석에 대한 내용도  ‘제3장 제5절 2.차폐설계’

에서와 단계 최종보고서[4]와 관련 설계 자료에 상세히 기술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QAD-CGGP 및 MCNP-4C 코드를 이용하여 핫셀의 차폐 안전성을 평가

한 결과, 감마선에 의한 선량율은 QAD-CGGP 및 MCNP-4C 계산결과가 잘 

일치 하 으며, 중성자에 의한 선량율은 감마에 의한 선량율의 20 %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을 

위한 핫셀의 선량율은 감마선에 의한 향이 대부분이며, 중성자에 의한 

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두꺼운 중량콘크리트를 차폐체로 사

용할 경우, MCNP 코드를 이용하여 믿을만한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시간과 계산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

므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핫셀시설의 경우 수십 %의 안전 여유도를 고

려한다면, 간단한 QAD-CGGP 코드 계산에 의한 감마선 향 평가만으로도 

차폐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QAD-CGGP코드의 더욱 정

확한 계산 결과치를 얻기 위하여 중량콘크리트에 대한 축적인자 고려 방안

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체 모형을 이용하여 작업자에 대한 정확

한 유효선량을 구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핫셀의 차폐벽에 대한 선량 평가 결과, 핫셀의 각 구역에 대한 선량은 핫

셀 설계 기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표 4-1

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표 4-1. 차폐 안전성분석 결과

0.01

0.15

0.01

규제 기준선량
(mSv/hr)

0.2972.97 x 10-341Heavy Conc.
80 cm + steel 보강

0.6731.01 x 10-17069Heavy Conc.
(셀간벽)

0.212.10 x 10-39083Heavy Conc.
(외벽)

설계선량/
규제선량

설계 선량
(mSv/hr)

설계 차폐
(cm)

차폐 계산
(cm)

차폐벽

0.01

0.15

0.01

규제 기준선량
(mSv/hr)

0.2972.97 x 10-341Heavy Conc.
80 cm + steel 보강

0.6731.01 x 10-17069Heavy Conc.
(셀간벽)

0.212.10 x 10-39083Heavy Conc.
(외벽)

설계선량/
규제선량

설계 선량
(mSv/hr)

설계 차폐
(cm)

차폐 계산
(cm)

차폐벽

* 관련 설계자료

ACP-LSA-95-101 : 안전성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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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임계 해석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서 사용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초기 농축

도가 3.5 wt%로 노심 내에서 43,000 MWd/tU로 연소된 후 발전소의 냉각 

수조에서 10년 동안 냉각된 것을 사용한다. 이 집합체는 조사후시험시설

(PIEF)의 기존 설비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운반과 공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축

방향으로 25 ㎝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된다.  실증실험을 위하여 사용되는 핵

물질양은 batch당 20 ㎏-HM이며, 1 batch 공정이 완료되어 공정물질(우라늄

금속)이 반출 또는 Storage Vault에 저장된 후 다음 batch 공정을 위한 핵물

질이 핫셀 내로 반입된다.  따라서 핫셀 내에 존재하는 핵물질은 사용후핵연

료 20 ㎏ (소결체 또는 분말 형태)과 우라늄 금속(최대 5 batch분)이 전부이

며, 공정폐기물인 폐용융염에는 소량의 핵물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시설에서는 물이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핫셀 내부에 어떠한 물 공급라

인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시설의 보수적인 핵임계도 해석을 위하

여 핫셀 내부 침수를 가정하며, 각 공정 기기 내 핵물질이 최적감속 상태인 

경우로 가정하 다.

Storage Vault에 보관된 우라늄금속을 제외하고는 핫셀 내에 존재하는 핵

물질은 20 ㎏이고, Slitting Machine을 제외하고는 핵물질 20 ㎏ 전량이 한 

개의 공정기기에서 취급되며, 두 개의 공정기기가 동시에 운전되지도 않는

다. 또한, 각 공정기기간 이격 거리가 충분하고 물전반사체를 가정하므로 각 

공정 기기 간 중성자 향은 배제된다.  따라서 핫셀 내부 전체에 대한 핵임

계도 계산은 불필요하므로 각 개별 기기에 대한 핵임계도만을 평가하 다.

상세한 핵임계 해석 방법 및 내용과 결과는 단계 최종보고서[4]와 관련 설

계 자료에 상세히 기술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기기별 해석 결과만을 기술하

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표 4-2과 같다.

가. Slitting Machine

취급하는 핵물질이 UO2 Pellet 소결체로서 원통직경에 대한 안전변수

는 비균질계에서 20.2 ㎝이고, 소결체 수집용기의 직경이 12 ㎝이므로 소결

체 수집용기에서 핵임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나. Vol-oxidizer

UO2 분말의 도를 이론 도(10.96 g/㏄)까지 변화시키면서 완전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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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가정하여 임계도 계산을 수행하여, 유효증배계수가 최대가 되는 도

(최적 도)를 도출하 으며, 임계도 계산결과 최대유효증배계수는 분말 도 

2.5 g/㏄에서 0.89903 (k-eff + 2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UO2 분말의 최적 도(2.5 g/㏄) 조건에서 분말 사이의 공극에 채워진 

물의 양을 완전건조 상태에서부터 완전침수조건(23.56 wt%)까지 변화시키면

서 임계도 계산을 수행하여, 유효증배계수가 최대가 되는 수분함량(최적감속 

조건)을 도출하 으며, 임계도 계산결과 최대유효증배계수는 완전침수 상태

에서 0.89903 (k-eff + 2σ)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본 모델의 경우 완전침수 

상태가 최적감속 조건이 된다.

이상의 계산 결과로부터 가열로에 UO2 분말이 최적 도 및 최적감속 조건

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UO2 분말 36.5 ㎏)를 가정하여 유효증배계수

를 계산한 결과 기준치인 0.95미만으로서 가열로에서 핵임계가 발생할 가능

성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다. Metallizer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U3O8 분말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 경우에 U3O8 

분말의 도를 변화시키면서 LiCl 용융염내에 완전히 잠긴 상태를 가정하여 

핵임계도를 계산한 결과는 이론 도 (8.3 g/㏄)의 96 %인 8.0 g/㏄에서 계산

된 유효증배계수는 0.14334 (k-eff + 2σ)로서 핵임계도는 거의 무시할 수 있

는 수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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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

그네시아 필터 내에 우라늄 금속이 들어차 있고, 반응로 전체에 U3O8 분말이 

8.0 g/㏄의 도로 LiCl 용융염내에 완전히 잠긴 상태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 

계산된 유효증배계수는 0.64313 (k-eff + 2σ)로서 이 경우에도 기준치인 0.95 

보다 훨씬 낮아 핵임계도는 위험성은 없다.

라. Smelter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우라늄 금속이 채워져 있는 경우 계산된 유효

증배계수는 0.38012 (k-eff + 2σ)로서 기준치인 0.95 보다 훨씬 낮다. 그리고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우라늄 금속이 채워져 있고 smelter 내부가 물에 침수

된 경우 계산된 유효증배계수는 0.58921 (k-eff + 2σ)로서 기준치인 0.95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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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훨씬 낮다.

마. Storage Vault

Storage Vault 경우도 계산된 유효증배계수는 0.75562 (k-eff + 2σ)로

서 핵임계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핵임계 해석 결과

Keff + 2σ = 0.75562
- 210(D)x570(H) mm
- 100 kg-HM
- 온도 : 상온

Storage
Vault 

Keff + 2σ = 0.58921
- 150(D)x300(H) mm
- 95 kg-HM
- 반응온도 1400 OC

Smelter

Keff + 2σ = 0.14334
- 150(D)x300(H) mm
- U3O8 44 kg (LiCl 매질)
- 반응온도 650 OC

Metalizer

Keff + 2σ = 0.899903
- 외부에 30 cm 물반사체

- 농축도 5 wt%

- 300(D)x430(H) mm
- UO2 36.5 kg
- 반응온도 500 OC

Voloxidizer

해석결과해석 가정설계 조건공정장치

Keff + 2σ = 0.75562
- 210(D)x570(H) mm
- 100 kg-HM
- 온도 : 상온

Storage
Vault 

Keff + 2σ = 0.58921
- 150(D)x300(H) mm
- 95 kg-HM
- 반응온도 1400 OC

Smelter

Keff + 2σ = 0.14334
- 150(D)x300(H) mm
- U3O8 44 kg (LiCl 매질)
- 반응온도 650 OC

Metalizer

Keff + 2σ = 0.899903
- 외부에 30 cm 물반사체

- 농축도 5 wt%

- 300(D)x430(H) mm
- UO2 36.5 kg
- 반응온도 500 OC

Voloxidizer

해석결과해석 가정설계 조건공정장치

* 관련 설계자료

ACP-LCA-95-101 : 핵임계 해석 보고서

제 3 절  환경 향평가

방사선 환경 향평가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정상운전시 

와 사고시 배기체를 통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 피폭선량을 계산하여 원자력법령에 따른 기준과 비교, 평

가하여 시설운 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상세한 환경 향평가 방법 및 내용과 결과는 단계 최종보고서[4]와 관련 

설계 자료에 상세히 기술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결과만을 기술하 다.

1. 정상운전시 환경 향평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운전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방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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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한구역경계에서의 피폭선량은 적절한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치할 경우 

원자력법령에 의한 피폭기준치를 모두 만족한다.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등가

선량은 기준치의 23.3 %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불활성기체인 Kr85 

핵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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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가선량을 나타내는 장기는 갑상선으로서 이에 대한 등가선량

이 규제치의 8.3 %에 이르며 주로 I129 핵종에 의한 것이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표 4-3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표 4-3. 정상운전시 환경 향평가 결과

8.3

(소아, 갑상선)
1.3 E-21.5 E-1내부피폭에의한장기등가선량(mSv)

23.23.5 E-21.5 E-1외부피폭에의한피부등가선량(mSv)

1.15.4 E-45.0 E-2외부피폭에의한유효선량(mSv)

0.54.4 E-42.0 E-1베타선에의한공기흡수선량(mGy)

25.15.0 E-21.0 E-1감마선에의한공기흡수선량(mGy)

비율(%)선량평가결과기준선량평가구분

8.3

(소아, 갑상선)
1.3 E-21.5 E-1내부피폭에의한장기등가선량(mSv)

23.23.5 E-21.5 E-1외부피폭에의한피부등가선량(mSv)

1.15.4 E-45.0 E-2외부피폭에의한유효선량(mSv)

0.54.4 E-42.0 E-1베타선에의한공기흡수선량(mGy)

25.15.0 E-21.0 E-1감마선에의한공기흡수선량(mGy)

비율(%)선량평가결과기준선량평가구분

* 관련 설계자료

ACP-LSA-95-102 : 방사성 환경 향평가 보고서

2. 사고시 환경 향평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가능한 사고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사재

시험시설의 사고해석시에 분석된 사고의 종류를 참고로 하 으며, 고려될 수 

있는 예상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배기덕트 파단사고

- 배기팬실 화재

- 핫셀내 화재

- 핵연료 추락사고

- 핵분열가스 포집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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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고 유형을 검토한 결과 핫셀내 화재를 제외하고는 차세대관리 종

합공정의 도입으로 인해 사고해석의 결과에 큰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설의 방사선 위험이 가장 커지게 될 가능성은 화재

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누출이나 실제 시설에서 취급되는 핵연료는 자체로서

는 인화성 및 발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융점도 상당히 높고, 시설내부에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진화할 수 있는 화재방호설비(halon 계통)가 마련되

어 있으므로 화재시 핵연료 파손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누출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러나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적절한 가정을 통해 화재사고시의 

누출방사능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 피폭선량을 평가하 다.

핫셀 내에는 기본적으로 배기필터 및 전기 케이블 외에는 가연성물질이 존

재하지 않으므로 화재 발생시에도 확산가능성이 없어 국부적인 화재에 그치

며 핫셀 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halon 계통에 의해 즉시 진화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잠재적인 방사선피폭을 평가하기 위해 핫셀 내의 화재

로 인해 핫셀내의 배기필터가 연소하여 배기필터에 축적된 방사성물질이 누

출되는 사고에 대해 평가하 으며,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을 다음과 같이 가정

하 다.

- 핫셀 내 화재로 인해 핫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필터는 향을 받지만 

배기팬실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필터의 성능은 향을 받지 않는다.

- 핫셀 내의 배기필터에는 최대 5 batch분의 핵연료를 취급할 때 발생하

는 방사성물질의 최대로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운전기간에 따른 방사성핵종의 붕괴는 고려하지 않는다.

- 핫셀 내 화재시에도 핫셀의 기 성은 유지되므로 방출된 원소는 핫셀 

배기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한다. 설령 핫셀 외부로 누출되더라도 핫셀의  

운전구역 및 서비스구역의 대기는 건물의 배기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한

다. 핫셀 내 화재시에도 핫셀의 배기는 다른 핫셀의 배기와 합쳐져 냉각되므

로 배기팬실의 핫셀 배기필터 또는 건물의 배기필터는 손상되지 않는다.  따

라서 방출된 원소는 대부분이 HEPA 필터에 의해 제거되며 극히 일부분만이 

하나로의 스택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된다.  핫셀 배기계통에는 활성탄 필터

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고시에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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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기체는 공정운전시 모두 방출하여 핫셀 내에는 잔류하지 않으나 보수

적인 평가를 위해 사고시 핫셀 내에서 취급된 핵연료에 포함된 모든 불활성 

기체가 방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사고시 방사성물질은 2시간 이내에 전량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상의 가정하에서의 평기된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을 요약하면 표 4-4에 표

기된 내용과 같으며, 계산결과는 법규상의 기준치 및 조사재시험시설의 설계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 사고시 환경 향평가 결과

1.65 E-34.76 E-43.77 E-5사고시평가결과

0.19

0.25

유효선량(내부)

0.055

3.0

장기등가선량(갑상선)

피폭선량(Sv)
구 분

0.015비율(%)

0.25선량기준(10 CFR)

유효선량(외부)

1.65 E-34.76 E-43.77 E-5사고시평가결과

0.19

0.25

유효선량(내부)

0.055

3.0

장기등가선량(갑상선)

피폭선량(Sv)
구 분

0.015비율(%)

0.25선량기준(10 CFR)

유효선량(외부)

* 관련 설계자료

ACP-LSA-95-102 : 방사성 환경 향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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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이 설치된 예비핫셀을 α-γ type의 핫셀로 구조물을 개조하고, 핫셀 운전에 필요한 장

비들을 제작, 설치하여 활용하기로 하여 개조를 위한 설계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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