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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기술보고서는 2007년 ACPF 핫셀 내에 설치된 개량 속 환장치의 원격

운 에 한 평가 보고서이다. 개량 속 환장치는 운 차가 비교  복잡하

고, 작업공간을 많이 필요로하여 원격운 에 어려움이 많은 장치이다. 특히 

ACPF 핫셀 공간의 폭이 좁아 공간  제약사항이 많아 벽면부착형 원격조작기만

으로는 원격운 을 수행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본 보고서는 4 개월여에 걸친 

원격운  테스트를 통하여 원격운  문제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

하여 향후 스 일업 장치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 이 있다. 제 1 

장에서는 원격운 시험 평가의 배경에 해 설명하 고, ACPF 핫셀  속

환장치의 연 에 해 언 하 다. 제 2 장에서는 속 환공정의 개요에 해 

설명하고, 이번 개량 속 환장치의 상세 설계도면에 해 수록하 다.  제 3 

장에서는 속 환공정을 시작하기 에 필요한 어셈블리 조립과정에 해 설명

하 고, 원격운  에서 각 어셈블리의 조립과정에 한 검토사항을 수록하

다. 제 4 장에서는 속 환공정 시작 후 발생하는 원격운 과정을 순차 으로 

수록하고 원격운  에서 검토, 평가, 요약하 다. 제 5 장에서는 개선사항을 

수록하여, 향후 장치의 변경이나 스 일업 설계시 참고가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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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technical report is an evaluation, from a remote handling aspect of 

the revised electrolytic reduction (ER) reactor newly installed in the ACPF at 

KAERI in 2007. The revised ER reactor is difficult to remotely handle 

because its operation procedure is more complicated and it also needs much 

more space. Especially, the narrow width of the ACPF hot cell imposes a 

space limitation on the remote operations of the revised ER reactor, which 

makes it impossible to use only wall-mounted master-slave manipulators, 

consequently, it requires a combination of various remote handling 

equipments. This report aims to assist in improving the ER reactor design 

and developing a scale-up ER reactor as it provides a lot of information on 

the remot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ER reactor which were elucidated 

through 4 month remote operational tests in the ACPF at KAERI. Chapter 1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the evaluation tests for remote operations and 

presents a brief history of the ER reactor and the ACPF. Chapter 2 deals 

with an overview of the ER process and includes detailed 3D drawings for an 

easy understanding of the revised ER reactor design. Chapter 3 includes some 

assembly operation processes that are needed before the ER process starts, 

and analyses those processes in terms of a remote operability. Chapter 4 

presents various operational processe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ER process, and also includes an analysis, evaluation and summary. Chapter 5 

suggests some effective ways to achieve fully remote operations of the 

selected items in order to assist in improving the ER react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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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원격운 성평가의 배경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ACP)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잔재한 

고방열핵종 (Cs, Sr 등)을 제거하고, 산화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속으로 환하

여 잉곳으로 만드는 건식공정(Pyroprocess)이다. 이 속잉곳의 부피, 방사능  

방열량이 사용후핵연료의 1/4로 어드는 에 착안하여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인 리를 한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ACP)연구가 시작되었다. 지속

인 연구개발을 거쳐 실험실 규모(lab-scale: 20 kgHM/batch)의 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한 실증시설을 건설하여 ACP의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사용후핵연

료 차세 리 종합공정 실증시설(ACPF)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조사재시험시설 

지하 1 층에 치한 비핫셀을 개조하여 만든 ACP 실증시험 용 핫셀이다. 이 

ACPF의 연 은 다음과 같다.

연     

▣ 기본설계: 2001.4～2003.3

▣ 상세설계: 2003.4～2004.2

▣ 건설  시설검사: 2004.3～2005.10

▣ 시설운 : 2005.11.～ 재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은 국내최 의 고온 용융염 취

공정용 𝜶-𝜸 형 핫셀이다. 핫셀라인을 공정셀과 유지/보수셀로 분리하 으며, 

각각의 내부 크기는 8.1 (mL) x 2 (mW) x 4.3 (mH)와 2.2 (mL) x 2 (mW) x 

4.3 (mH)이다. 핫셀벽은 90 cm 두께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 작업구역에

서의 선량율이 0.01 mSv/h 이하가 유지되도록 하 다. 핫셀 면에는 총 5 개조

의 차폐창과 원격조작기를 설치하 고, 후면에는 격리실과 함께 Padirac 수송용

기 속장치  Jib 크 인 등을 설치하 다.(Fig.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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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CPF의 운 구역

Fig. 1-2 ACPF 후면, 공정 셀  유지/보수 셀 내부, 앞면

ACP에는 각종 공정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 

의 하나가 속 환장치이다. 2007년 10월 재 설치되어 있는 속 환장치는 

2005년 기 설치된 속 환장치의 개량형이지만 기본 인 공정의 개념이 바

면서 개량장치의 설계도 거의 부분이 바 었다. ACPF 핫셀 내에서 공정장치

의 운   유지보수는 100% 원격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사용후핵연료

를 쓰기 해서는 이를 한 엄 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원격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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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해서 사용되는 장비로는 납폐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원격조작기 이

외에 천정이동형 원격조작기가 사용될 수 있으며, 무거운 모듈을 이송할 때에는 

크 인을 이용하며, 이것들과 함께 각종 공구들을 이용한다.

ACPF는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 원격운   유지/보수 작업에 제약사항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속 환장치와 같이 복잡하며, 장치의 설치 높이가 높은 

경우에는 벽면부착형 원격조작기로 근하지 못하는 사각지역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역은 천정이동형 원격조작기가 담당하게 된다.  하나의 문제는 

gate crane, in-cell crane  원격조작기가 부착된 거더가 하나의 일을 사용하

기 때문에 최우측면은 천정이동형 원격조작기로도 근할 수 없는 사각지역이 

생기게 된다.(Fig. 1-3) 재 ACPF의 우측에 속 환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Fig. 1-3 ACPF의 평면도

결국 ACPF의 공간이 매우 소하고 제약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blank test 

 모의실험을 통하여 원격조작기 등의 근성, 필요장비  공구, 원격운 차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개량 속 환장치의 원격운 성 에서 

4 개월여에 걸쳐 수행된 원격운  테스트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 을 기록하고, 

일부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장치 수정  scale-up 장치를 개발할 경우 장

치 개발자  원격운  련자에게 요긴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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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제 2 ACPF 속 환장치 연

본 보고서의 상이 된 개량 속 환장치는 ACPF에 설치된 두 번째 속

환장치이다. 첫 번째 속 환장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2007년 제거되었다.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헤드 지 로의 근성이 좋지 않아 원격운 에 

많은 제약사항이 수반되었던 것인데, 개량 속 환장치는 이러한 을 상당부분 

개선하 다. 특히 개량 속 환장치의 염재사용 개념은 이  장치에서는 없던 

부분이며, 염을 재사용하므로 인해 ACPF 최우측에 치한 염잉곳제조장치의 역

할이 어들면서 개량 속 환장치 설치 시에 염잉곳제조장치를 ACPF 밖으로 

인출하 다. 그리하여 개량 속 환장치 주 의 여유공간확보로 인해 원격운

성의 제약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개량 속 환장치의 개발 연 은 아래와 

같다.

연     

▣ 기본설계: 2007.4

▣ 상세설계: 2007.5～2007.6

▣ 장치제작: 2007.6～2007.9

▣ 기존장치 해체/이 : 2007.9

▣ 설치  시운 : 2007.10

▣ 모의연료 속 환시험: 2007.10～ 재



 개량 속 환장치의 원격운 성 평가

 Rev. No : 2.0  KAERI/TR-3523/2008

핵연료주기 원격 취급기술 개발        핵연료주기원격장치랩- 5 -

제 2 장  개량 속 환장치의 특징

제 1 ACPF 속 환시험 개요

속 환시험은 ACPF 핫셀 내에 설치된 속 환 반응기에서 U3O8 분말(천

연우라늄)을 우라늄 속 환체로 환시키는 실험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속

환반응은 Ar 분 기 하의 고온(650 ℃)의 LiCl-Li2O 용융염 계에서 우라늄 산화

물의 도 특성과 Li2O의 해 분리특성을 이용하여 아래 그림에 표기된 Closed 

Cycle에 의해 우라늄 속으로 환원하는 공정으로서 반응식 (1)의 기화학  분

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Li+ 이온이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와 우라늄 산화물로 

구성된 일체형 Cathode 극에서 반응식 (2)에 의해 우라늄 산화물과 반응하여 

Granular 형태의 우라늄 속으로 환되며, 생성된 우라늄 속은 Cathode의 마

그네시아 필터 내에 우라늄 속 입자들이 응집되어 있는 형태로 잔류하게 된다. 

Anode 극으로는 Pt Tube를 사용하며, Reference 극으로는 Pt Rod를 사용한

다.

          Li2O  →  2 Li
+
 + O

2-
   (1)

          U3O8 + 16 Li  → 3 U + 8 Li2O   (2)

L i+

L i2O  2  L i+ +  O 2 -

U O 2/U 3O 8
C a th o d e

L i2O

L iC l-L i2O

O 2 -

O 2

P la tin u m  혹 은
G r a p h ite  A n o d e

U 3O 8  +  1 6  L i 3 U  +  8 L i2O  U 3O 8  +  1 6  L i 3 U  +  8 L i2O  

Fig. 2-1 속 환공정 반응메커니즘

속 환 반응기의 Cathode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잔류하는 우라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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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체는 반응기로부터 마그네시아 필터를 분리함으로서 LiCl 용융염과 분리되며, 

분리된 우라늄 속 환체는 표면이 산화되어 있어 공기 에서 안정한 형태로 

존재한다.  속 환 시험장치는 2  구조의 반응기, 극(Cathode, Anode, 

Reference), 가열장치  냉각장치, Inert Cover Gas 공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개량 속 환장치의 가장 큰 특징은 LiCl 용융염을 1 회만 사용하지 않고 재사

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반응이 끝난 후 용융염을 식히는 과정에서 환원

된 우라늄이 담겨있는 Cathode 마그네시아 필터 어셈블리를 용융염 액  쪽으

로 들어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Fig. 2-2) 이런 세부운 과정을 고려하여 개량

속 환장치가 설계되었다.

Fig. 2-2 속 환장치가 반응 일 때와 반응 후 쿨링 때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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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개량 속 환장치 체 조립도

제 2 주요부품 명세

1. Total assembly (ACPF-ER-0000)

     

2. Inner vessel  (ACPF-ER-0201)

(a) 내부용기 (b) 인출도구

 

Fig. 2-3 내부용기와 내부용기 인출용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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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uffer vessel assembly (ACPF-ER-0202)

(a) 버퍼용기 조립도 (b) 버퍼용기 해체도
      

Fig. 2-4 버퍼용기 어셈블리

4. Outer vessel assembly (ACPF-ER-0203)

(b) upper pipe (c) seal flange (d) lower pipe

(a) 외부용기 

조립도

(e) bottom 

plate
(f) leg

(g) air jacket 

guide

(h) pin clamp 

ring

Fig. 2-5 외부용기 어셈블리와 구성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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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ead flange sub assembly (ACPF-ER-0300)

(c) cap

(a) 헤드 지 조립도
(b) lifting 

guide rod

(d) clamping bolt 

guide

(e) clamping 

bolt

Fig. 2-6 헤드 지 어셈블리와 부품들

6. Middle flange assembly (ACPF-ER-0302)

(c) clamping bolt

(a) middle flange (b) front
(d) clamping bolt 

guide

Fig. 2-7 간 지 어셈블리와 구성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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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ifting system assembly (ACPF-ER-0303)

(b) lifting pipe (d) lifting guide bolt

(a) lifting system
(c) lifting pipe seal 

assembly
(e) locking nut

Fig. 2-8 리  시스템 어셈블리  구성부품

8. Cooling chamber assembly (ACPF-ER-0304)

(d) cathode con flange

(b) cathode guide pipe

(e) O-ring

(a) cooling chamber assy. (c) cooling chamber plate (f) cathode guide pin

Fig. 2-9 냉각챔버 어셈블리와 구성부품들



 개량 속 환장치의 원격운 성 평가

 Rev. No : 2.0  KAERI/TR-3523/2008

핵연료주기 원격 취급기술 개발        핵연료주기원격장치랩- 11 -

9. Anode connection (ACPF-ER-0305)

  

Fig. 2-10 애노드 연결부     

10. LiCl input nozzle assembly (ACPF-ER-0306)     

(c) inlet lid
(e) guide rod for lid and 

mount

(a) LiCl inlet 

nozzle assy.

(b) LiCl inlet 

nozzle

(d) inlet lid 

mount
(f) lid clamp

Fig. 2-11 LiCl 입력노즐 어셈블리  구성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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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eference connection (ACPF-ER-0307)       

(a) reference anode (b) lower part (c) upper part

Fig. 2-12 anode 기 극 어셈블리  구성부품들

12. TE connection (ACPF-ER-0308)

(a) thermocouple assy. (b) lower part (c) upper part
  

Fig. 2-13 열  센서 어셈블리  구성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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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r bubbling nozzle (ACPF-ER-0309)

(a) inner tube (b) Ar bubbling nozzle (c) cam lock

(d) ferrule (e) bush (f) Ar covering nozzle

          

(g) valves
(h) pipe and pressure 

gauge

Fig. 2-14 Ar bubbling 노즐 구성부품들

14. Cathode electrode assembly (ACPF-ER-0400, 0401)

(d) seal cap

(a)　cathode electrode
(b) cathode 

case

(c) alumina 

pipe
(e) O-ring

Fig. 2-15 Cathode 극 어셈블리 구성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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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gO membrane housing assembly (ACPF-ER-0402)

      

(b)　membrane 

housing flange
(d) packing

(f) membrane 

housing guide pin

  

(a) MgO membrane 

housing assy.

(c) membrane 

housing body

(e) MgO 

membrane

(g) safety guide 

bar

(d) membrane 

support ring

 

Fig. 2-16 MgO 멤 인 하우징 어셈블리  구성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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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athode housing assembly (ACPF-ER-0403)

       

(b)　cathode 

flange

(d) membrane 

connection flange

(f) front joint bolt 

and guide

   

(a) cathode 

housing assy.

(c) cathode 

housing body

(e) membrane set 

flange

(g) membrane 

housing joint bolt 

and guide

Fig. 2-17 cathode housing 어셈블리와 구성부품들

17. Anode stand assembly (ACPF-ER-0500, 0501)

          

(b) anode conductors (d) Pt tube socket

(a) anode stand assembly (c) conductor connection (f) MgO tube

  

Fig. 2-18 애노드 어셈블리와 구성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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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node lifting lug assembly (ACPF-ER-0502)

(d) anode seal cap

(a) anode lifting lug 

assy.
(b) anode tie rod

(c) tie rod 

insulator
(e) eye bolt

Fig. 2-19 anode 리  lug 어셈블리  구성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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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립과정

제 1 Cathode assembly

캐소드 어셈블리는 캐소드, MgO 필터, 상  랜지, U-분말 투입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 3-1의 왼쪽 부분이 캐소드 어셈블리이며 간부분에 MgO 

필터 assy.와 U-분말이 투입되어지는 상부 assy.를 연결하기 한 볼트가 체결

되어 있다. 체결시에는 상 의 에서 아랫방향으로 조립한다.

MgO 필터

Fig. 3-1 Cathode assy. and anode

Fig. 3-2 Cathode assy. 상, 하부 체결부  (4개의 볼트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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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Anode assembly

애노드는 어셈블리는 Fig. 3-1의 오른쪽, Fig. 3-3과 같으며 아래쪽으로 5 개

의 백  극, 쪽으로는 2개의 스테인리스 극 막 로 구성되어 있다. 애노드 

체결시에는 상 의 아래서 방향으로 조립한다. 5 개의 백 극과 스테인리스

와의 체결부 는 염으로부터의 부식을 게 하기 해 MgO 실린더로 감싸져 있

다. MgO 실린더는 고정형이 아니므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Fig. 3-3 anode

제 3 조립

1. inner vessel 조립

‘outer vessel assy.’가 설치된 상태에서 원 형 연체  튜 형 연체를 

Fig. 3-4와 같이 바닥에 치시킨 상태에서 ‘inner vessel’을 조립한다. ‘inner 

vessel’은 염을 담는 용기이다. inner vessel을 조립할 때는 in-cell crane과 ‘+’모

양의 보조치구를 사용하 다.(Fig. 3-5) 조립 후 보조치구를 빼낸 상태는 Fig.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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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 vessel

Fig. 3-4 outer vessel assy. 바닥면에 설치된 연 buffer vessel

   

Fig. 3-5 inner vessel 조립과정

Fig. 3-6 inner vessel 조립된 상태

 

2. anode 조립

먼  ‘middle flange assy.’를 안착 에 Fig. 3-7과 같이 놓는다. ‘middle 

flange assy.’는 Crane gate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안착 는 의 염잉곳제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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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있던 치인 process cell의 제일 오른쪽에 치한다. ( 재는 염잉곳제조장

치가 ACPF에서 제거된 상태) 이상태에서 ‘middle flange assy.’를 crane을 이용

하여 들어올리고, 그 에 anode를 치시킨다. 다시 ‘middle flange assy.’를 안

착 에 내려놓은 다음 자키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anode을 상승시켜 조립한다. 

anode가 상승하면 ‘head flange’ 에 두 hole로 탭이 나있는 anode 극막 가 

올라오고 이 때 두 극 막 를 연 트(Fig. 3-8)로 체결한다. anode를 체결한 

모습은 Fig. 3-9와 같다. 요한 것은 ‘head flange’와는 anode 극막 가 연

이 되도록 체결되어 있다. 연을 하여 MgO 튜 가 hole과 극막  사이에 

치한다.(Fig. 3-10) 실제 체결은 자키와 같은 도구가 만들어져있지 않아서 원격

방식이 아닌 사람이 직  체결하 다. 체결시 문제 은 hole에 극 막 를 

positioning 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MgO 튜 가 홀에 무 꽉 끼어 보완이 필요

해 보 다. 완  원격을 해서는 이러한 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즉 조립

을 용이하게 하는 포지셔닝 도구  자키가 설계되어 갖춰져야 할 것이다. 그 다

음 기  극을 조립한다.(Fig. 3-11)

Fig. 3-7 안착 에 ‘middle flange 

assy.’가 놓여진 상태

Fig. 3-8 Anode 극막  연 고정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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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Head flange assy.에 anode를 조립한 상태

Fig. 3-10 anode 극 막 에 MgO 튜 를 운 모습

Fig. 3-11 기 극 조립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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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ddle flange assembly 조립

anode가 결합된 ‘middle flange assy.’를 gate crane을 이용하여 ‘outer vessel 

flange’에 조립한다. in-cell crane은 핫셀의 오른쪽으로 근이 불가능하고 들어 

올리는 높이가 gate crane에 비교하여 낮아 쓰지 않았다.

  

Fig. 3-12 ‘middle flange assy.’ 조립 과정

조립시 3 개의 가이드 튜 가 치조정 역할을 하는데, ‘middle flange assy.’

의 무게 심이 심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원격으로 MSM 등을 이용하여 치조

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 다. (실제로는 사람이 치조정 하 음)

4. cathode assembly 조립

다음으로는 cathode assy.를 조립해야 하는데, 운반시 gate crane과 

sling-hook를 이용한다. 역시 치조정은 사람이 하 다 (Fig. 3-13)

   

Fig. 3-13 ‘cathode assy.’ 조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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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cathode assy.’ 조립 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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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격운 성 평가

제 1 볼트 규격

개량 속 환장치에 사용된 볼트 규격은 28 mm, 19 mm 두 가지 종류로 구

성된다. ‘cathode flange’에 19 mm 육각머리 볼트 4 개가 사용되었고, ‘head 

flange’와 ‘middle flange’에 각각 6개 씩의 28 mm 육각머리 볼트가 사용되었다. 

한 ‘cathode assy.’에 19 mm 육각머리 볼트 4 개가 사용되었다. 총 볼트의 개

수는 20 개다.

제 2 원격운  tool

1. 매니퓰 이터 holder device

매니퓰 이터로 볼트 풀기, 조이기와 같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 그리

퍼로 툴을 잡을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한 도구로 ‘holder device’를 고안하

다.(Fig. 3-1) 부착할 경우 그리퍼를 오므려 포켓안으로 그리퍼를 삽입 후 그리퍼

를 벌리면 된다. 이 때 상 운동이 고정되어 부주의로 인한 미끄러짐, 낙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반 로 탈착할 때에는 그리퍼를 오므린 상태에서 빼내면 

손쉽게 분리된다. 이 장치의 개발로 매니퓰 이터 작업자의 피로를 경감할 수 있

고,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 각종공구를 이용한 작업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장치는 2007년 재 국내특허 출원 이다.

Fig. 3-1 Holder device가 설치된 air ratchet wrench와 탈부착

한 가지 개선 사항으로는 탈부착 에 여러 종류의 소켓을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재 개량 속 환장치만을 상으로 생각하면 

두 종류의 소켓(28 mm, 19 mm) 교환형 탈부착 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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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act wrench

‘impact wrench’의 용도는 air ratchet wrench와 같이 육각머리 볼트를 풀고 

조일 때 사용한다. 그러나 air ratchet wrench보다 강한 토크가 필요할 때 사용

된다. ‘impact wrench’는 량이 상당히 나가므로 매니퓰 이터와 작업하지 않고, 

crane hoist에 걸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만 crane hoist에 swivel과 같

은 고리를 걸어 작업하게 되므로 자세조정을 해 매니퓰 이터와 업하여야 

한다. Fig. 3-2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impact wrench’이다. 개량 ER 장치의 운

을 해서는 개보수가 필요하다. 

Fig. 3-2 impact wrench

3. cranes

량물을 운반하기 한 수단으로 ACPF 셀 안에는 재 2 개의 crane이 있

다. 하나는 1 ton 용량의 'in-cell'이고, 다른 하나는 ‘crane gate’이다. ‘crane 

gate’는 원래 목 이 maintenance cell과 process cell간의 쪽 차폐벽 역할을 하

도록 되어 있지만, hoist를 달아 0.5 ton 용량의 crane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두 crane의 brigde가 모두 같은 rail을 공유해서 사용하므로, 

work space가 조 씩 다르다. 를 들어 ‘crane gate’는 maintenance cell의 최좌

측 공간을 ‘in-cell crane’은 process cell의 최우측 공간을 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Fig. 3-3은 maintenance 셀 쪽에서 촬 한 ‘in-cell crane’과 ‘crane gate’인

데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것이 ‘in-cell crane’이고 멀리 보이는 것이 ‘crane 

gat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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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in-cell crane’과 ‘crane gate’

속 환 반응이 끝난 후 ‘cathode assy.’의 해체를 해 crane을 사용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 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head flange assy.’를 360 mm 들어올린 후 locking nut 고정

2. ‘cathode electrode’를 300 mm 들어올린 후 고정 시킨다.

3. 이 상태로 용융염을 식힌다.

4. 용융염이 다 식은 후 cathode flange 볼트를 푼다.

5. cathode flange의 인양고리에 cable hook를 걸고 cable hook의 다른 한쪽 

끝은 ‘crane gate’ hoist의 hook과 연결한다.

6. ‘cathode assy.’를 들어올려 분리한다.

6번 상태에서 cathode assy.의 맨 끝부분(MgO filter 하우징 바닥)이 cathode 

flange가 고정되었던 flange 윗부분보다 높이 올라와야하는데, 그 지 못하다. 따

라서 2번 작업을 할 경우는 6번 작업이 불가능하여, 실제상황은 cathode assy.를 

300 mm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다. ‘cathode assy.’ 분리 작업을 하려면 

crane의 개보수가 필요하다.

제 3 LiCl 투입구  U3O8 투입구 여닫기

LiCl 투입구는 ‘head flange’ 에 좌우 칭으로 2개가 있고, U3O8 투입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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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de flange’  좌측으로 한 개가 있다. 3 개 모두 동일한 크기, 모양으로 구

성되어 있고, clamp를 이용하여 힌지에 연결된 뚜껑을 여닫는 방식이다. 투입구

를 열고, 닫는 작업은 모두 MSM만을 이용하여 쉽게 가능한데, 여는 것이 닫는 

것에 비해 훨씬 쉽다. 닫을 때는 뚜껑의 홈에 clamp 고리를 걸어야하는 작업이 

약간의 숙련도를 요구한다.

Fig. 3-4 U3O8 투입구 열기 Fig. 3-5 LiCl 투입구 열기

제 4 Head flange 볼트 풀기

속 환 반응이 끝난 후 염을 식히기 에 Head flange 볼트를 풀어 ‘head 

flange assy.’를 360 mm 들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염을 재사용하는 개

념에 있고 꼭 필요한 세부 운 이다. head flange에는 총 28 mm 짜리 6개의 육

각머리 볼트가 사용되고 있다. holder device가 부탁된 air ratchet wrench로 용

이하게 볼트 풀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만, 뒷면 2 개의 볼트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으면 훨씬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무 꽉 조여진 볼트

의 경우는 air를 공 하여 풀기 에 수동으로 어느 정도 풀어  후 air를 공 하

면 쉽게 풀 수 있었다.

Fig. 3-6 좌측 뒷면의 head flange 

볼트 근

Fig. 3-7 우측 뒷면의 head flange 

볼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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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7는 뒷면의 head flange 볼트 2개에 한 작업을 보여 다. 반

으로 head flange 볼트 6개는 비교  손쉬운 원격작업이다.

제 5 Head flange 인양고리에 hook 속

이 작업은 crane을 이용하여 ‘head flange assy.’를 들어올리기 한 작업이

다. head flange 에 설치된 인양고리는 모두 3 개이며, 정면에 하나, 후면 좌, 

우측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인양고리는 아이볼트이다. Fig. 3-8에 hook

를 인양고리에 거는 작업을 나타내었다. 이 작업은 MSM으로 hook를 잡고 인양

고리에 걸어야하는 작업이며, 난이도는 매우 쉬운편이다.

  

Fig. 3-8 인양고리에 hook 속 작업

제 6 Locking nut 조이기

‘head flange assy.’를 360 mm 들어 올린 다음 고정을 해 locking nut을 

조이게 된다. locking nut은 총 4 개가 있으며, ratchet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spanner를 사용해야만 한다. spanner는 매번 조일 때마다 한계각도가 

있으므로 매번 트에 뺐다 다를 반복해야한다.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다. 4 

개의 트  치가 가장 애매한 것이 왼편 앞쪽에 치한 locking nut이다. 

(Fig. 3-9) 이것은 middle flange 볼트와 lifting guide rod 사이에 치하고 있으

므로, 작업을 하기 해서는 lifting guide rod는 꼭 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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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왼편 앞쪽의 locking nut

 

Fig. 3-10 오른편 앞, 뒷쪽의 locking nut 조이기

 

Fig. 3-11 왼편 앞, 뒷쪽의 locking nut 조이기

lifting guide rod를 제거하는 방법은 cam lock groove coupling 방식을 이용

하는데, lifting guide rod의 제일 부분의 볼트를 풀어내고, 맨 부분의 groove

를 coupling clamp를 이용하여 들어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lifting guide 부

분의 볼트 고정부분이 꼭 필요한지? 볼트풀기 죄기 작업 필요하므로 번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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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lifting guide rod  부분 cam lock groove에 체결된 clamp

제 7 Middle flange 볼트 풀기

‘middle flange’ 볼트를 푸는 것은 anode에 이상이 있거나 할 경우 middle 

flange assy.를 들어 낼 때 (엄 히 말하면, middle flange assy.와 기계 으로 체

결되어 있는 모든 assy.를 같이 들어 낼 때) 필요한 작업이다. 이것은 head 

flange가 360 mm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middle flange 가장자리에 치한 볼트

에 근해야 하는 작업이다. 이 때 시야가 가려지므로, head flange 볼트를 푸는 

것 보다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다. 볼트는 총 6개이며, MSM을 이용하여 작업자

의 창쪽에 가까운 4개의 볼트는 푸는 것이 가능하나 뒤쪽의 2개는 시야확보가 

불가능하여 거울(mirror)과 같은 장치를 하지 않으면 원격작업이 불가능하다. 작

업은 1, 2, 4번의 MSM을 이용하 다.

시야확보 필요

Fig. 3-13 Head flange가 360 mm 올려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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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MSM과 개량 ER의 치

제 8 Cathode flange 볼트 풀기

‘Cathode flange assy.’를 들어낼 경우는 공정반응이 다 끝나고, head flange 

assy.를 360 mm 들어올려 염을 다 식힌 후 환원 속의 회수를 해서 이다. 이 

때 cathode flange 볼트를 푸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 높이 보다 360 mm 윗면에 

근을 해야하므로, 작업난이도는 head flange 볼트  middle flange 볼트를 푸

는 것보다 더 어렵다. Cathode flange 의 볼트는 총 4개이며, 1번 MSM을 이용

하여 1개만이 가능하 다. 다른 MSM은 작업공간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가 없었

다. 나머지 볼트는 개량된 impact wrench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재 가능

Fig. 3-15 Cathode flange 의 모습

제 9 Cathode flange 인양고리에 hook 걸기

Cathode flange 인양고리에 hook 걸기는 재 원격작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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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Cathode assembly 들어올리기

‘Cathode assy.’ 들어올리는 것은 ‘crane gate’와 cable hook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게 된다. 재 ACPF process cell 내에서 운 가능한 crane으로 ‘in-cell 

crane’과 ‘crane gate’가 있는데, ‘crane gate’가 좀 더 높이 견인할 수 있다. 그러

나, ‘cathode electrode’를 300 mm 빼놓은 상태(염이 굳어질 때 U-metal 속에서 

‘cathode electrode’를 빼놓기 해 300 mm를 들어올림)로 ‘cathode assy.’를 반응

용기 밖으로 빼내는 것은 재 설치된 crane의 높이가 200 mm 정도 낮아 불가

능하다. 향후 crane을 개선한다고 함.

Fig. 3-16 cathode 

electrode를 300 mm 

빼놓은 상태

Fig. 3-17 ‘cathode 

assy.’를 견인할 ‘crane 

gate’ hoist에 연결된 

cable hook

Fig. 3-18 실제로는 

‘cathode electrode’를 300 

mm 빼놓지 않고 ‘cathode 

assy.’를 들어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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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cathode 

assy.'가 견인되는 과정

Fig. 3-20 ‘cathode 

electrode'가 300 mm 

올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만 

‘cathode assy.' 반응기의 

높이 보다 높아 횡으로 

이동가능

Fig. 3-21 'cathode 

assy.'를 rear door쪽에 

기설치된 안착 로 

이동시키는 과정

 

Fig. 3-22 안착 에 결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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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Cathode housing assy.와 MgO membrane 

housing assembly 분리

MgO membrane filter 내에 환원된 속을 인출하기 해서 ‘cathode 

housing assy.’와 ‘MgO membrane assy.’를 분리해야 한다. 분리를 해 처음 수

행되는 작업은 두 어셈블리를 체결하고 있는 4 개의 19 mm 육각머리 볼트를 푸

는 작업이다. MSM이 볼트에 근가능한지를 테스트 하 다.

 

Fig. 3-23 ‘air ratchet wrench’의 근모습

Fig. 3-24 MSM 그리퍼의 근모습

holder device를 장착한 ‘air ratchet wrench’의 경우 MSM으로 볼트에 근

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payload 없이 MSM 그리퍼만으로는 볼트가 치한 

높이까지 근이 가능하다. MSM에 payload가 걸릴 경우 z-방향으로의 limit가 

변하여 원래 스펙보다 낮은 곳까지만 근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cathode 

housing assy.’와 ‘MgO membrane assy.’ 체결볼트를 쉽게 풀도록 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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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작업, 스탠드너무 크고 무거움, cell 밖
에서 반입불가 cell 안에 보관한다면 장소 없
음

M, IC(CG), CH상스탠드 설치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태스트 불
가능)
공간 부족, 혁신적인 공구 필요, TS 및 MSM

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 애노드 어셈블리 조
립작업 매우 힘듬

M, IC(CG), CH, new 
tools

상애노드 어셈블리를 middle 
flange 어셈블리에 조립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태스트 불
가능)
공간 부족, 혁신적인 공구 필요

M, IC, new tools상마그네시아 필터 하우징에 조
립 후 캐소드 하우징 어셈블리
에 결합

테스트 안됨 (안전상 사람이 포지셔닝함)
MSM의 도움만으로 포지셔닝 하기 힘듬

TS, CG, CH상캐소드 어셈블리 반응기에 운
반 조립

MSM 볼트까지 접근안됨 (해결방안 강구중)M(TS), RW(A)중cathode housing 어셈블리와
MgO 어셈블리의 분리

테스트 안됨 (후킹작업 등이 불가능)
MSM과 BTSM으로 케이블 후크의 접근 불가
능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지 않음
MSM의 도움만으로 포지셔닝 하기 힘듬

M, TS, CG, CH상Middle flange 어셈블리 반응
기에 운반 조립

조립

테스트 안됨
보조도구는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M중보조도구 MgO 어셈블리에 장
착.

반응기에서 캐소
드 어셈블리 인출

작업전 리프팅 가이드 봉을 제거해야 스패너
작업가능

스패너작업은 숙련된 기술을 요구함

M, S중Locking nut 조이기

불가능작업, 원격 분리방식으로 개량 필요M하전극케이블 분리

쉬움M하투입구 뚜껑 개폐 (LiCl, 
U3O8)

캐소드 어셈블리
에서 마그네시아
필터 분리

애노드 어셈블리

검사 및 교환

반응기 식히기 전
head flange 어셈
블리 300 mm 들

어올리기

조립후 평상 운전

작업

왼쪽 후면 볼트가 납폐창에서 보이지 않음.

후면에 미러 설치해야 함

M, (IC), A하Middle flange 볼트(6ea) 풀기

2개 볼트가 MSM으로 접근 불가능, TM으로?M(TM), A중cathode flange 볼트(4ea) 풀
기

300 mm up, 스패너작업은 숙련된 기술을 요
구함

TS(M), S중캐소드 전극 300 mm 들어올
려 고정

무게중심이 맞지 않음M, IC(CG), CH중Head flange 들어올리기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테스트 불
가능)

핵신적인 공구 필요, 정확한 세부 원격운전
절차 수립이 필요함

M, IC, new tools상MgO 어셈블리에서 MgO 필터
인출

포지셔닝이 힘듬M, TS, CG, CH중스탠드에 cathode 어셈블리

안착

불가능작업, crane gate를 대폭 개조하여 올
리는 높이를 높여야 함

M, CG, CH중cathode 어셈블리 들어올려
운반

MSM으로 접근 불가능, TM으로?M(TM), CH하cathode flange 인양고리에

후크 걸기

쉬움M, CH하Head flange 인양고리에 후크

걸기

쉬움M, (IC), A하Head flange 볼트(6ea) 풀기

테스트 안됨
용기를 뒤집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

용기는 Pardirack 캐스크로 오는지? 아니면
미리 cell 안에 저장되어있는지? 확인 필요

M, TS, IC(CG)중용기 투입구 접속 (LiCl, 
U3O8)

원격취급장비, 
공구

난이도세부작업 비고

원격운전작업결과

불가능작업, 스탠드너무 크고 무거움, cell 밖
에서 반입불가 cell 안에 보관한다면 장소 없
음

M, IC(CG), CH상스탠드 설치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태스트 불
가능)
공간 부족, 혁신적인 공구 필요, TS 및 MSM

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 애노드 어셈블리 조
립작업 매우 힘듬

M, IC(CG), CH, new 
tools

상애노드 어셈블리를 middle 
flange 어셈블리에 조립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태스트 불
가능)
공간 부족, 혁신적인 공구 필요

M, IC, new tools상마그네시아 필터 하우징에 조
립 후 캐소드 하우징 어셈블리
에 결합

테스트 안됨 (안전상 사람이 포지셔닝함)
MSM의 도움만으로 포지셔닝 하기 힘듬

TS, CG, CH상캐소드 어셈블리 반응기에 운
반 조립

MSM 볼트까지 접근안됨 (해결방안 강구중)M(TS), RW(A)중cathode housing 어셈블리와
MgO 어셈블리의 분리

테스트 안됨 (후킹작업 등이 불가능)
MSM과 BTSM으로 케이블 후크의 접근 불가
능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지 않음
MSM의 도움만으로 포지셔닝 하기 힘듬

M, TS, CG, CH상Middle flange 어셈블리 반응
기에 운반 조립

조립

테스트 안됨
보조도구는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M중보조도구 MgO 어셈블리에 장
착.

반응기에서 캐소
드 어셈블리 인출

작업전 리프팅 가이드 봉을 제거해야 스패너
작업가능

스패너작업은 숙련된 기술을 요구함

M, S중Locking nut 조이기

불가능작업, 원격 분리방식으로 개량 필요M하전극케이블 분리

쉬움M하투입구 뚜껑 개폐 (LiCl, 
U3O8)

캐소드 어셈블리
에서 마그네시아
필터 분리

애노드 어셈블리

검사 및 교환

반응기 식히기 전
head flange 어셈
블리 300 mm 들

어올리기

조립후 평상 운전

작업

왼쪽 후면 볼트가 납폐창에서 보이지 않음.

후면에 미러 설치해야 함

M, (IC), A하Middle flange 볼트(6ea) 풀기

2개 볼트가 MSM으로 접근 불가능, TM으로?M(TM), A중cathode flange 볼트(4ea) 풀
기

300 mm up, 스패너작업은 숙련된 기술을 요
구함

TS(M), S중캐소드 전극 300 mm 들어올
려 고정

무게중심이 맞지 않음M, IC(CG), CH중Head flange 들어올리기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테스트 불
가능)

핵신적인 공구 필요, 정확한 세부 원격운전
절차 수립이 필요함

M, IC, new tools상MgO 어셈블리에서 MgO 필터
인출

포지셔닝이 힘듬M, TS, CG, CH중스탠드에 cathode 어셈블리

안착

불가능작업, crane gate를 대폭 개조하여 올
리는 높이를 높여야 함

M, CG, CH중cathode 어셈블리 들어올려
운반

MSM으로 접근 불가능, TM으로?M(TM), CH하cathode flange 인양고리에

후크 걸기

쉬움M, CH하Head flange 인양고리에 후크

걸기

쉬움M, (IC), A하Head flange 볼트(6ea) 풀기

테스트 안됨
용기를 뒤집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

용기는 Pardirack 캐스크로 오는지? 아니면
미리 cell 안에 저장되어있는지? 확인 필요

M, TS, IC(CG)중용기 투입구 접속 (LiCl, 
U3O8)

원격취급장비, 
공구

난이도세부작업 비고

원격운전작업결과

Table 1 원격운 성 평가 결과 요약표

M: MSM, TS: BTSM, IC: in-cell crane, CG: crane gate, RW: ratchet wrench, S: spanner, A: 

air tools, CH: cable hook

‘cathode assy.’가 안착 에 놓 을 때의 높이를 낮출필요가 있다. Fig. 3-24에 의

하면 ‘MgO membrane housing assy.’의 바닥이 working table과 400 mm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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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있으므로 높이를 어느정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높이를 낮추지 않는다

면, 가벼운 ratchet wrench를 사용하되 ‘ㄱ’자 형의 그립을 달아 원래 볼트의 

치보다 낮은 치에서 그립을 MSM이 잡도록 개조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12 원격운 성 평가결과 요약

원격운 성 평가결과를 Table 1과 같이 요약하 다. 크게 여섯 가지의 작업

내용별로 각 세부작업에 해 평가하 으며, 난이도, 필요 장비  공구, 비고를 

통해 개량 속 환장치의 원격운 성에 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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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개선사항

2007년 10월19일까지 개량 속 환장치 원격운 성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개

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 다.

제 1 극의 조립  해체

anode 극  cathode 극에 류를 공 하기 한 이블은 ‘cathode 

assy.’등을 분리할 경우 극 연결부 를 분리해야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원격으로 운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육각 치볼트로 류공  cable을 체결해야

하는 데 이런 방식으로는 원격운 이 불가능하다. clamp를 이용한 체결방법을 

고안해야할 것이다.

Fig. 4-1 anode 극에 설치된 

류공  cable

Fig. 4-2 cathode 극과 류공  

cable

Fig. 4-3 극 체결부 원격조립  해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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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de 극  cathode 극에 류를 공 하기 한 이블의 체결과 분리

를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고안하 다. Fig. 4-3과 같이 류 이블의 구멍을 직

사각형 형태로 만든다. 이 구멍에 맞게 스크류 볼트의 머리를 직각머리볼트로 만

든다. 이 직각머리볼트는 느슨하게 풀려있는 상태에서도 극평 에 항상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블을 넣고 90
o
를 돌리면 꽉 조여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Fig. 4-3의 제작특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7. 이트 의 고정 knob에 류 이블의 터미 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한다. 이를 해 고정 knob의 단면과 터미 의 홀이 직사각형이 되도

록 한다.

8. 고정 knob을 MSM 그리퍼로 잡고 작업(잠 , 풀기) 가능 하도록 제작한

다.

9. 고정 knob을 잠  때 이블이 움직이지 않도록 제작한다.

10. 잠 이 끝났을 때 고정 knob는 쉽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작한다.

제 2 복스소켓의 개조

복스소켓은 ‘air ratchet wrench’나 ‘impact wrench’ 등에 연결되어 육각머리 

볼트을 풀거나 조일 때 쓰는 도구인데, 재 개량 속 환장치의 경우 육각머리 

볼트가 28 mm와 19 mm 두 가지 종류가 사용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복스

소켓을 wrench에 원격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야한다. (참고: ACPF에 설치된 탈

피복 장치와 분말화 장치의 경우 모터의 유지보수를 해 19 mm 육각머리 볼트

가 사용되고 있다.)

제 3 Air ratchet wrench 안착  개조

복스소켓을 두 가지 사용할 경우 이를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기존에 

만들어진 Air ratchet wrench에 복스소켓 탈부착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 Air ratchet wrench에 Air 라인을 연결할 경우 길이가 길어져 부트에 간섭을 

받아 MSM과 탈부착이 잘 안되는 경우를 해결해야 한다. 부트 간섭 문제는 라인

의 방향을 다른쪽으로 돌리고, Air ratchet wrench의 길이를 짧게 만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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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a) 기존 Air ratchet wrench 안착  (b) MSM에 기존 Air ratchet 

wrench 장착 모습 (c) 개량 Air ratchet wrench 안착  개략도

개량 속 환장치는 두 종류의 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Air ratchet wrench

와 같은 공압공구에 복스소켓을 두 가지를 손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개량 안착

를 고안하 다. 안착 의 경사를 당히 두어 원격으로 MSM의 그리퍼 탈부착

이 쉽도록 하며, 평 에는 19, 28 mm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홈가이드를 이

으로 만든다. 한 안착 에 Air ratchet wrench가 복스소켓에 잘 맞을 수 있

는 각도로 홈가이드를 만든다.  Fig. 4-4(c) 와 같이 Air ratchet wrench가 스

링에 의해 력 반 방향 회복될 수 있어야 하며, 력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Air 

ratchet wrench의 체결부가 홈가이드에 올려져있는 복스소켓 구멍에 잘 맞아야 

한다. 개량안착 의 제작특성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 다.

1. 2종류(19mm, 28mm)의 육각머리볼트를 풀기 해 air ratchet wrench에 복

스소켓이 원격으로 손쉽게 교환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2. 에어라쳇 치에 고정되는 jig는 holder device라는 이름을 갖고 이는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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퓰 이터의 그리퍼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이며 기 개발

된 것을 참고(그림 1)하여 추가로 제작한다.

3. 안착 는 그리퍼에 에어라쳇 치를 탈부착할 때 안정 인 작업을 해서 

필요하며, 한 복스소켓의 원격교환을 해 필요한 기능을 갖는다.

4. 안착 의 경사를 당히 주고, 평 에는 19. 28mm를 둘 다 사용할 수 있

도록 홈을 이 으로 만든다.

5. Air ratchet wrench가 스 링에 의해 력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

다.

6. 력방향으로 움직일 때 Air ratchet wrench가 홈가이드에 있는 복스소켓

에 구멍이 잘 맞아야 한다. 

7. 복스소켓의 각은 6 각으로 한다.

제 4 Flexible tube 길이

Ar covering 에 연결된 flexible tube 의 길이를 좀 더 길게 할 필요가 있

다. 이는 재 설치된 길이로는 근처에 있는 볼트(뒤, 우측)에 ‘impact wrench’가 

수직으로 근할 경우 경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5 U3O8 투입구 열 때 cathode 극 cable과 간섭

U3O8 투입구를 열 때 cathode 극 cable과 간섭 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cable의 연결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 6 Impact wrench 개조

기존의 impact wrench를 ‘in-cell crane’으로 들고 볼 작업을 할 경우 볼트

와 impact wrench를 잇는 수직경로 상에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야 한다. 불가피

하게 ‘cathode housing assy.’와 ‘MgO membrane assy.’ 체결볼트에 ‘impact 

wrench’ 작업을 할 경우는 이 수직경로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유는 ‘impact 

wrench’가 무 길기 때문인데, 다음과 같이 개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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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impact wrench 개량방안

1. 가능한 길이가 짧은 기성품 impact wrench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Fig. 

4-5와 같이 크 인 호이스트의 축과 offset을 갖도록 하여 호이스트가 

근하기 힘든 곳에 치한 볼트에 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2. 기존의 Impact wrench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크 인에 걸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Impact wrench와 Mass는 크 인에 걸었을 때 무게 심이 같도록 제작

한다.

4. 크 인에 연결고리를 걸었을 때 회 이 일어나지 않도록 크 인 후크의 

홈이 연결고리에 맞도록 제작한다. 이는 축방향 회 을 가능한 방지하기 

함이다.

제 7 Ratchet wrench 개조

공압공구를 사용하여 ‘cathode housing assy.’와 ‘MgO membrane assy.’ 체

결볼트를 풀 수 없는 경우를 비해 기존의 ‘ratchet wrench’를 개조할 필요가 

있다. 체결볼트의 치가 무 높고, MSM으로 겨우 근할 수 있는 곳에 치

해 있으므로, ‘ㄱ’자 형으로 그립부를 추가 장착하면 아래쪽에서 그립부를 잡고 

쉽게 볼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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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cathode housing assy.’와 ‘MgO membrane assy.’ 체결볼트와 원격용 

라쳇 치

Fig. 4-7 개량 ratchet wrench

기존 ratchet wrench의 개량안을 Fig. 4-7에 나타내었다. 당한 길이의 그

립부를 장착하여 MSM이 이 그립부를 잡고 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 

체 으로 무게는 가볍게 하도록하여 MSM 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한다. 그립

부는 기본 으로 원기둥 형태를 갖는다. 원기둥의 일부분에 가공을 하여 그리퍼

가 안정 으로 잡을 수 있도록 평면을 만들어 다. 볼트에 라쳇 치의 소켓을 

끼워 넣기까지는 그립부의 평면을 잡고 이동하고, 끼워 넣은 다음의 볼 작업은 

평면부가 아닌 원기둥을 잡고 그리퍼가 쉽게 미끄러지며 볼  작업을 할 수 있

도록 한다. 개량 ratchet wrench의 제작특성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 다.

1. 기존의 라쳇 치를 개량하여 그립부를 추가로 장착해 MSM으로 잡기 쉽

게 제작한다.

2. 그립부는 단면이 원형으로 하여 볼  작업을 용이하도록 하되 MSM이 잡

고 이동할 경우를 고려해 그립의 아래쪽에는 링(knurling)을 하여 평면

을 만들어 주도록 한다.

3. 라쳇 치은 2가지 길이의 타입으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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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쳇 치는 방향성이 있으므로 길이별로 각 2개(풀기용, 죄기용)가 구비되

어야 한다.

5. Fig. 4-7과 같은 라쳇 치 외에 방향조  knob이 달린 라쳇 치용 개량 

공구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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