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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목표 
- ACPF 핫셀건설(IMEF 예비핫셀 보완공사) 
- 핫셀 부대설비 및 금속전환 공정시스템 설치 

- 핫셀 시스템 성능평가 및 금속전환 공정시스댐 실중시험 총괄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중 종합보고서 생산 

2 연구결과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ACPF)확보 

。 핫셀크기는 공정용 핫셀과 유지보수용 핫셀로 구분하여 총 내부기준으로 12(L) x 

2(W) x 4.5(H) m 핫셀 확보 
。 핫셀 차폐벽은 중콘크리트 90 cm 이상으로 차폐되어 37,500 Ci의 방사능 취급가 
t」r

• 핫셀 시스템 설치 및 성능시험 완료 

。 원격조종기 5조， 이중 밀폐구조 차폐창 5조， 차폐도어 2조， Padirac Adapter 1조， 

l톤 In- cell 크레인， Jib 크레인 각 1조， 방사선 안전관리 장비 및 환기설비， 수배 
전설비， 가스공급설비， 화재방호설비 둥 설치 

。탈피복장치，우라늄산화장치，금속전환조，금속잉곳제조장치，염이송시스템둥공정 
시 A 템 설치 

。 핫셀 기밀성능， 환기설비， 차폐성능 시험 및 부대장치， 공정시험 장치에 대한 성 

능평가 및 실중시험 완료 

천연우라늄과 Simulated Fuel을 사용한 실중시설 Inactive 성능시험 및 실증시험 
완료 

- ACPF Scale- up 시설 설계자료 확보 및 R&D Roadrnap 작성 

한 글 
핫셀， 실중시설， 핫셀 설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안전성분석， 사용 

색 인 어 후핵연료，건식공정，용융염，전해환원 
(각 5개 이상) 

영 어 
hotcell, demonstration facility , hotcell design, ACP, safety analysis, 

spent fuel , pyroprocess, molten salts, electrolytic reduction 

” “ 



요 약 

I. 제 목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척 및 훨A생 
사용후핵연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ACP: Advanced 

Spent Fue! Conditioning Process)이 연구개발 중에 있다 공정개발올 위해서는 사용 

후핵연료를 사용한 실증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핫셀시설 및 핫셀 운전 

기술올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Lab- sca!e ACP 공정의 핫셀 실중에 필요한 핫셀 시 

설(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ACPF: ACP Facility)을 건설하고， 핫셀 운전기술 

올 확립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핫셀 실중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다 

핫셀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고온 용융염 금속전환기술 실중 

- 알파-감마 핫셀과 같은 후행 핵연료주기 필수 시설의 설계 및 운전기술 확보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을 위한 핫셀 시설의 적기개발 및 실중 

으로 사용후핵연료 부피， 발열량 및 독성 감축을 위한 핵연료 주기 국가정책 마 

련올 지원 

- 실험실 규모 알파 감마 핫셀 설계기술 확보를 통한 Pyroprocess용 차세대 핵연 

료주기 공학규모 및 상업규모 Sca!e- up 시성 설계자료 확보 

실중시설 확보 및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중 및 상업화를 통한 

사용후해연료의 장기적 안전관리 및 이용으로 제3세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제4세대 원자로핵연료의 공급 퉁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속성 중대 

Pyroprocess 실중시설을 국내 독자기술로 확보하여 운영함으로써 원자력 선진 

국과 관련분야의 대둥한 기술자립 공감대 및 자신감 형성 

ID. 연구깨발의 내용 및 뱅위 
본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중시험올 수행 

하기 위하여 공정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핫셀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핫셀 내에서의 Lab- sca!e 공정시험올 수행하여 공정 및 핫 

셀 시스템의 성능을 총괄， 평가함으로서 Sca!e-up을 위한 설계 자료를 도출해내며， 

차기 연구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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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중시설 핫셀 개조공사 및 부대설비 설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스템 설중시설 핫셀 내 설치 

- 실중시설 성능시험 및 운전 절차서 작성 

실중시설 사용전 검사 및 핵물질 사용허가 

- 핫셀시스템 설계성능 시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스템 Inactive test 및 Simfuel올 사용한 성능시험 총괄 

핫셀시스템 성능， 안전성 및 운전성 종합평가 

- 실중시설 Scale up 설계자료 확보 및 R&D Roadrnap 작성 총괄 

설계/공사 기술자료 및 사업 관리를 관리시스템 Server를 구축하여 관리 

공사 및 기기 제작， 설치와 실중시설 운영올 위한 QA!QC 

W. 연구깨발컬확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중사첼 (ACPF) 확보 

• 헛셀은 a- 1{ type으로 크기는 내부 기준으로 12(길이) x 2(폭) x 4.5(높이 ) m 

이며， 공정용 핫셀(길이 8 m)과 유지보수용 핫셀(길이 4 m)로 구분 

• 핫셀의 차폐놓은 37,500 CiO Mev 기준)로서 차폐벽은 중량콘크리트이며 두께 

는 전면이 90 cm, 옆연과 후면은 80 cm로 시공되었다 

• 핫셀에 셜치된 주요 핫셀장비로는 Sealed type MSM(9 kg 용량) 및 이중 밀 

폐 type의 차폐창 각 5조， Plug type의 Rear Door, ln- cell Crane 및 Jib 

CraneO톤 용량)， Padirac Adapter, Storage vault 퉁이 설치되었다 

• 핫셀의 부대설비로는 방사선 안전관리 장비 (7종)， 환기설비(환기회수 시간당 

15-20회， 부압조건 27 - -37 mmAq) , 수배전설비， 압축공기 및 아르곤 가 

스 공급설비， 화재방호설비 퉁이 설치되었다 

• 핫셀시껄 성능시 험 완료 

• 핫셀 차폐성능 시험결과 0.22 - 2.3 IlSv/hr (설계기준 10 IlSv/hr) 

• 핫셀 기밀성능은 40 mmAq 가압조건에서 각종 Penetration에 대한 bubbling 

시험을 거쳐 만족할 만한 결과 획득 

• 환기설비 성능시험 결파 풍량 1260/790 CMH(설계기준 1180/790 CMH), 부압 

조건 - 29 mmAq(설계기준 - 27 - - 37 mmAq) 

• Natural uranium융 사용한 설중시절 Inactive 성 능시험 완료 

• Natural uranium으로 제조된 Pellet올 사용 

• lnactive 성능시험 2 Campaigns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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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ulated Fuel을 샤용한 실중시 험 완료 

• Natural uranium에 사용후핵연료 조성을 고려한 1Q7t지 금속원소를 혼합한 

Simfue! 사용 

• Simfue! 사용 성능시험 2 Campaigns 수행 

• ACPF Scale • up 시 셜 설 계자료 확보 및 R&D Roadrnap 작성 완료 

• Sca!e -up올 위한 공학규모(10 ton- HM/yr) 개념 설정 

• 공학규묘 ACP Sca!e- up 시설 개념도 작성 

V. 연구깨발컬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로 확보된 실중시설의 설계 및 건설 경험은 차기 단계 연구에서 계 

획된 공학규모의 Integrated Pyroprocess를 위한 Mock- up 시설 및 핫셀시설의 설계 

와 건설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실중시설의 안전성분석 및 

환경영향명가 자료， 시설의 성능검사 자료 동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의 운 

영 인허가를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 시설 운영을 위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용전 검 

사를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관련 

유사시설이나 더 큰 규모시설의 건설 및 운영 인허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 확립된 품질보증 체계와 풍질보중계획서 및 절차서는 더 큰 규모시 

설의 공사， 제작 및 구매에 필요한 품질보증 활동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 

며， 건식공정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타 연구과제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확보왼 ACPF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Inactive 시험이나 Tracer 규모로 제한되었던 

유관 연구개발을 한총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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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de 

“Development of Experimental Facilities for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Technology" 

II.O피ectives and Necessities of the Project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ACP) has been under research 

and development to efficiently manage the PWR spent fue l. During the process 

dcvelopment, the process should be verified through experirnents using spent fuel 

in a hotcel l. Such demonstration requires a hotcell facility and its operation 

technology. In this project, the ACP facility (ACPF) was constructed to perforrn 

a laboratory~ scale demonstration of the ACP in hotcell and the operation 

technology was established for safe and efficient dernonstration. The specific 

necessities of the project are surnrnarized as follows 

~ The pyroprocess based on the metalization of the spent fuel in molten salt 

should be dernonstrated in hotcell 

- The design and operation technology for a hotcell of (l~ " type, one of the 

essential fa디lities for the back~end fuel cycle, sho비d be developed 

The hotcell facility is currently required for the timely demonstration of the 

ACP technology 

• The demonstration results will contribute to planning the national policy of 

fuel cycle to reduce the volume, overall decay heat and radioactivity of the 

spent fue l. 

The developed technology in designing the (l•l( type hotcell can be used to 

derive the design data for the scaled- up facilities of engineering and 

commercial scales 

The ACP demonstration in the developed hotcell facility and its successful 

cornrnerciali zation will lead to the safe managernent of the spent fuel on a 

long terrn base. Such an advancemen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continuit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realizing the Generation III treatment of spent 

fuel and the supply of the reprocessed nuclear fuel to the Generation IV 

reactor 

• The ACPF was developed and operated using only domestic technologies 

and resources. Therefore it will increase the level of dornestic technology to 

that of advanced nations and give great confidence m our future 

development 

VI 



m. Scope and Contents of tbe Project 

The main goal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 hotce l1 facility for the ACP 

demonstration. With the analyses of the work flow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the ACPF sho비d be designed to be safely and efficiently operated. ln 

the developed hotcel1, the ACP is demonstrated on a laboratory- sca1e and the 

performances of the process and the hotce l1 system are comprehensively 

evaluated from the test resul t. Then the design data for the engineering- scale 

demonstration are derived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proposed. The main items performed in this project are as fo l1ows. 

The reconstruction of ACPF hotce l1 and the insta l1ation of hotce l1 

equipments and utilities 

The insta l1ation of the process system and equipments in ACPF hotce l1 

The performance test of ACPF and the documentation of operation manuals 

- The acquisition of the govemment licences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the lAEA licence for using nuc1ear materials 

The design performance test of the hotce l1 system 

- The organization and c∞rdination of the ACP performance tests using 

Natural uranium and simulated fuel 

- The overa l1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safety and operation ability of the 

hotce l1 system 

The organizing and coordinating role in deriving the design data for a 

scaled- up facility and drawing up the future R&D road- map 

- The building and operation of a computer seπer system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roject and the technical documents 

- The quality control and assurance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y , and the manufacturing and installation of equipments 

IV. Res띠ts 

• Development of ACPF 

• The developed ACPF has a process hotce l1 of a- lI type and a maintenance 

cel1. Its total interior size is 12 m in length, 2 m in width and 4.5 m in 

height, and the process hotcel1 is 8 m long and the maintenance ce l1 4 m 

long 

• The hotcell wa11 was constructed with a heavy concrete of 90 cm in its 

front - side wa l1 and 80 cm in the back- side. Such wa l1 thickness sati sfies 

the shielding criterion based on the designed source inventory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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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0 Ci of spent fuel. 

• The main equipments installed in the ACPF hotcell 와e 10 master- slave 

manipulators of sealed type and 9 kg capacity, 5 shielcling windows of 

double- sealed type, rear doors of plug type, in- cell overhead and jib cranes 

of 1 ton capacities, Paclirac adaptor, storage vault, etc. 

• The installed utilities are 7 equipments for radiation safety management, 

ventilation system with 15 to 20 ventilations per hour and the pressure 

requirement of - 27 to - 37 mmAq, electric power system for incorning and 

clistributing, supply equipments of compressed air and argon gas, fire 

protection fa미ities ， etc 

• Perfonnance Test of ACP Hotcell Facilities 

• Garnma scanning for shielcling performance test was performed and the 

measured dose rates are between 0.22 and 2.3 IlSv/hr satisfying the design 

lirnit of 10 μSv/hr 

• In airtightness test, bubble tests with the ACP hotcell pressurized to 40 

mmAq were performed and no leakage was observed 

• The performance test of the ventilation system showed air outflow rates of 

1 ，260η90 CMH and a hotcell pressure of - 29 mmAq. These values satisfy 

the design criteria, which are l，l80η'90 CMH for outflow rates and - 27 to 

37 mmAq for hotcell pressure, within the allowable range of 10 percent 

• Inactive ACP Test using NaturaJ uTanium 

• Pellets made of Natural uranium were used 

• Two Campaigns of the Inactive test using Natural uranium 야lIet were 

completed. 

• ACP Test using Simulated Fuel 

• The simulated fuel was manufactured by rnixing Natural uranium with 10 

kinds of metallic elements to simulate the chemical composition of spent 

fue l. 

• Two Campaigns of the test using simulated fuel were completed. 

• Design Data fOT Scaling up the ACP Facility and Future R&D Roadmap 

• The design concepl for an engineering- scale facility with a capacity of 10 
ton- HMJyr was set up 

•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engineering- scale ACP facility was draw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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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posal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The acquired know- how from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ACPF will be 

applied to the planned development of Mock- up and hotcell facilities for the 

engineering- scale demonstration of the integrated pyroprocess 

ln this project, the documents of the safety analysis, the environmental 

evaluation of radiation dose and the performance test results were prepared and 

presented to the KINS , which then inspected the ACPF based on the documents 

for a facility operation permission. These doωments and the used methodology 

can be utilized in licensing similar or larger- scale facilities for fuel cycle 

research. 

Also a quality control and assurance system was established and the related 

documents such as quality assurance plan and procedure was drawn up. Those 

system and documents are expected to be principal references for the quality 

assurance management in constructing larger- scale facili디es and related 

manufacturing and purchasing processes. 

The ACPF can be utilized in the similar and related research fields which have 

been limited to a lnactive test or a tracer test. Thus it can play a fundamental 

role for more ac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os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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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은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고， 고발열성 및 고방사성 핵종 

(Cs, Sr)의 효융적인 제거가 가능한 공정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발열량 및 망사선 

의 세기를 상당량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기술은 처분용기와 처분장의 소요를 감소시켜 사 

후핵연료 처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정올 갖는 건식처리공정이 

다 1997년부터 l단계 공정개념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2단계 (2001년 -2003년)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실험실 규모의 공정 실증시험을 위한 핫셀 시설을 위한 기본/상 

세 설계 및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분석을 완료하고， 3단계 (2004년 -2006년) 연구에서 실중 

시설 구축 및 실중시험을 수행하기로 계획되었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은 고방사성 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공정이므로 실중시 

험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올 외부와 격려하여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특수한 

차폐 구조물인 핫셀이 펼요하며， 핫셀 시설은 격리된 공간내에서 공정 장치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부대장비와 각종 설비들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핫셀은 원자력법 

에서 규정한 안전성 및 땅사선 기준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세대관리종합공정에 적합한 핫셀 및 부대시설을 신규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설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실중시설을 구축하였다 조사재시험시설OMEF) 지하에 핫셀 골조만이 

설치되어 있는 기폰의 예비핫셀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 적합한 a- l( type의 핫셀로 구 

조물을 개조하고， 핫셀 운전에 필요한 장비들과 부대시셜을 제작， 설치하였다 

본 연구개발 과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중 완료를 단계 목표로 설정 

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왼 연구내용으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중시험 

을 수행할 수 있는 핫셀 시설을 확보하고， 핫셀에서 실중시험올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사 

항인 핵물질 사용올 위한 제반 인허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실중시 

험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후， 유관 연구개발 과제들과 협력하여 실중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총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험을 완료하여 공학 

규모 실중올 위한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단계에서는 2단계 (2001년 -2003년) 연구에서 수행한 실중시설에 대한 

설계와 안전성분석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핫셀 시설 구축을 위한 핫셀 공사와 

핫셀 운전을 위한 핫셀 장비와 공정 시험장치의 설치를 2005년 7월에 완료하고， 핫셀 실 

증시험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후 핫셀 설비의 시운전을 거쳐 K1NS의 

시설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2005년 11월부터 천연우라늄 사용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Inactive test와 Simfuel올 사용한 실중시험을 수행하였다 

당초 계획은 실중시험을 그림 1 1에 표기된 것과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으 

로 계획하였으나 미국으로부터 사용후책연료 사용올 위한 협력올 얻는 것이 지연됨에 따 

라서 Simfuel올 사용한 실중시험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 Z 단계 단제 l 
! _.)lIiI'1꾀퍼 -‘’ 4 2nU~ • 끼-

핫생깨죠공샤 

빛공갱장치생치 

. Inacth:f Test: Natural Uranium 샤용 
- Active Test : Spent Fuel 사용 

Inactive 
Test 

그림 1-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 일정계획 

연구개발 3단계인 당해 단계 (2004년 -2006년) 연구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 

다 

- IMEF 예 비 핫셀 보완공사 완료 

핫겔 부대설비 및 금속전환 공정시스템 설치 완료 

핫셀 시스템 성능평가 및 금속전환 공정시스빔 실중시험 총괄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 종합보고서 생산 

그리고 각 연도별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4년 연구내용 및 범위] 

- IMEF 예비핫셀 개조공사 및 부대셜비 구매/제작 발주 

핫셀 개조공사 및 부대설비 설치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스템 실중시설 핫젤 내 설치 

- 설계/공사 기술자료 관리 및 사업관리 

핫셀 시스템 성능시험 절차서 작성 

[2005년 연구내용 및 범위] 

핫셀시설 설계성능 시험 

운전 절차서 작성 

• 시설 사용 전 검사 및 핵물질 사용 신청 

종합공정 시스템 lnactive 성능시험 총괄 

자료 및 사엽관리 ， QNQC 

[2006년 연구내용 및 범위] 

Active test플 위한 실중시설 운영 

사용후해연료륜 사용한 종합공정 시스템 Active 성능시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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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사업관리 . QNQC 

핫셀 시스템 성능， 안전성 및 운전성 종합 평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스템 및 핫셀시설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실증시설 Sca!e- up 설계자료 확보 및 R&D Roadmap 작성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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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철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1. 주요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사용후뼈연료는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따라 필수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서， 지속가 

능한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로 인한 환경부담이 후세에 전달되지 않도록 

독성이 강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및 발열량올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는 다량의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기도 하지만 

재사용이 가능한 우라늄올 함유하고 있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기도 하다 프랑스， 일본 

및 러시아둥 일부 원자력 선진국들은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여 MOX연료 

로 재활용하는 습식분리 프로그램올 운영하고 있으나， 이 공정은 펼수적으로 플루토늄 분 

리에 따른 핵확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며， 따라서 플루토늄올 따로 분리하지 않고 T RU 

와 함께 회수하여 핵확한 저항성이 우수하며， 방사성 독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 

는 Pyroprocess기술이 환경친화적인 핵연료주기기술로 부킥되고 있고.10개국이 공동으 

로 추진하고 있는 GEN-IV 원자로 시스템에서도 Pyroprocess 기술올 핵연료주기의 최우 
선 공정으로 선택하고 있다 

상기한 세계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흐름은 이미 직접처분 정책을 표방해왔으나， 유일하 

게 처분장 부지를 확보한 미국파 핀란드에서도 직접처분 인허가를 연기하고 사용후핵연 

료릎 갑용하거나 재순환하는 방식으로 정책전환을 검토중이다‘ 

2αJ6년 2월 6일 미국 DOE가 발표한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lnershipJ의 목 

표는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하여 국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에너지 수요륜 충당하는 한 

편，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핵확산의 위험을 줄이면서 

환경친화적으로 세계 경제에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미국은 영국， 프 

랑스， 일본， 러시아 둥의 GNEP 프로그램 참여룹 독려하연서 상기한 세계 후행핵연료주 
기 연구흐룹을 미국의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IAEA에서는 국제혁신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프로젝트(]NPROJ를 통하여 21 세기 지속가 

능한 혁신원자력시스템 및 관련 핵연료주기의 도출올 위한 평가시스템올 구축하기 위하 

여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원자력에너지를 위한 핵물질 관 

리전략”이라는 주제하에 전문가그룹을 결성하여， 선 후행 핵연료주기 전략 수립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OECD씨EA는 국제적인 전문가그칩-올 결성하여 “선진핵연료주기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지난 3년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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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의 연구개발 동향 

(I) Py roprocess 연구의 시작 

미국 DOE는 1952년 EBR- lI 액체금속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Pyroprocess 

연구를 시 작하였고. 1984년에 IFR(lntegrated Fast Reactor) 프로그램올 착수하면서 본격 

적인 Pyroprocess 연구를 진행하였다. 199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기존의 Fuel 

Conditioning Facility를 개조하여 EBR- II 사용후핵연료의 전해정련 공정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2) AFCI 

2002년부터 시작된 선진핵연료주기 프로그램 (AFCIl의 경우， 단 중기적으로는 

시급한 고준위폐기물 처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으로는 

UREX +(Uranium Extraction Plus) 기술을 이용하며， 장기적으로 고속로핵연료 처리를 위 

하여 고온용융염 건식처리 방식인 PYROX 기술을 이용할 계획으로 현재 연구 중에 있 

다 미국은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변 동일 연적의 처분장에 약 100배의 고준위폐기물올 처 

분할 수 있으며. 2100년까지 Yucca Mt 처분장 하나로 모든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림 2- 1 참조) 

따
 뼈

 
• 

짧
짧
 

AIRCELL 

그림 2-1. NL의 Fuel ConditioninQ Facili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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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NEP 

최근 발표된 GNEP에서는 다음의 7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G) 미국 내 원자력 이용확대 2025년 까지 39기 추가 원전건설 필요 

@ 핵확산 저항성 재순환 연료주기 (UREX+ 및 Pyroprocess)의 실중 

@ 방사성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Yucca Mt. 처분장 l개로 2100년까지 발생 

할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 해결 

@ 개량소멸로(ABR)의 개발 

@ 신뢰성 있는 핵연료 공급체제 구축 

@ 소형 원자로 개발 

@ 선진 안전조치 개발 

GNEP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기폰 AFCI의 계획보다 기술개발 일정이 당겨졌다는 점 

이다 즉， ESD, AFCF, 및 ABTR 동의 건설 일정올 대폭 단축하였는데 DOE는 단기간에 

시설 또는 공정의 설계를 완료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율레이션을 

이용한 ASL을 구축하여 시셜의 설계요건과 공정장치의 원격작업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미국 DOE에서는 GNEP의 일환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 기술로서 장기적으로 

Pyroprocess를 유망한 공정 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ABR 사용후핵연료의 재 

순환에는 Pyroproces s를 표준 공정으로 고려하고 있다 

(4)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련 일정계획 

미국 DOE는 GNEP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 엔지니어 

링 관련 일정계획올 수립하였다-

• 2008년까지 최적화된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Advanced 

Simulation Lab(ASLl을 구축함 . 

• 2011년까지 Advanced Engineering Scale Demonstration (ESD, 25 다aνyr 규 

오) 시설올 건설하여 운전 개시함‘ 

• 2016년까지 UREX+와 Pyroprocess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Advanced Fuel 

Cycle Facility(AFCF)올 건설하여 운전 개시함(2006년 개념설계， 2012년 상세설 

계， 2015년말 건설， 2016년 운전) 

• 2025년까지 상용규모(연산 2，500톤)의 Spent FueJ Treatment Facility (SFTF) 

를 건설하여 운전올 시 작함‘ 

. 2014년까지 신형연소시험로(Advanced Bumer Test Reactor, ABTR)를 개발하 

고 2023년 파일렷규모의 Advanced Bumer Reactor(ABRJ을 건설함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GEN-IV PR&PP 전문가 그룹에서는 2005년부터 핵확산 

평가 분야 외에 안전조치 기술과 관련하여 ESFR (ExampJe Sodium Fast 

ReactorJ의 Pyroprocess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스템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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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일본의 연구개말 동향 

일본은 1999년 7월부터 “FBR 사이클 실용화 전략조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 

수하고， 차세대 핵연료주기에 대한 평가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 

의 원자로와 핵연료 형태， 핵연료주기와 핵연료제조 방법 둥올 포함하는 차세대 핵연료주 

기의 개발을 중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Phase 1 (1999-2000)에서는 모든 원자로와 핵연료 형태， 핵연료주기와 뼈연료 

제조 방법 둥을 조사 분석함 

• Phase 2(2001 - 2(05)에서는 핵연료주기기술의 설계연구와 병행하여 기초실험 

및 공학규모의 성능평가를 통한 정량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기술 용션들에 

대한 타당성 명가(기술성， 경제성， 핵확산저항성， 환경영향 동의 관정)를 수행하 

였음 

• Phase 3에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공학규모 공정을 실험하고 시설의 개념설 

계를 수행함 

• Phase 4에서는 이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상용규모 시셜의 기본설계를 완 

료할 예정임 

.2αxì년 3월에 발표된 Phase 2의 결과는 주개념으로 액체금속로와 선진습식재 

처리를 통한 산화핵연료， 그리고 보완개념으로 액체금속로와 고온용융염 건식 

처리를 통한 금속 연료를 선정한 바 있음 

일본의 로카쇼 재처리 시설에서는 NRT A(Near Real • Time Accountancy)시스템을 도입 

하여 Material Unaccounted For (MUF)의 최소화， 핵물질의 도난/전용 감지율 향상， 시설 

감시비용 절감 둥을 통하여 대용량 연속공정의 핵투명성을 증진시킨 바 있으며， 또한 

LANL과의 공동연구로 MOX 해연료 제조시설의 공간 fissile 총량 측정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며 2007년 초에 시설에 설치 예정이다 

다- 프랑스의 연구개발 동향 

프랑스는 1991년에 제정된 나탈리 법안에 따라 2006년까지 사용후핵연료의 군 

분리와 핵변환， 심지충처분 및 장기저장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으며 이의 결과를 

토대로 2006년 6월 고준위폐기물 관련 법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동 법안의 골자는 

• 고준위 폐기물의 저감화를 위하여 모든 악티나이드(U， Pu , MA)를 회수하여 고 

속로 핵연료로 사용하는 재순환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 2015년까지 고준위폐기물 심지층처분장 건설 인허가， 2025년부터 처분장 운영 

개시， 

· 국외의 방사성폐기물은 프랑스 국내에 저장할 수 없음 둥이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악티나이드를 소멸하기 위한 GEN-IV의 원형로를 2020년 까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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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할 것올 시락 대통령이 발표한 바 있으며 이의 노형으로 SFR 또는 GFR올 고려하고 

있으며， 이의 연료제조공정은 기본적으로 습식 공정인 GANEX{Group Actinide 

EXtraction process)를 채택하고 있다 Pyroproccss는 GEN IV 연료의 재순환， 또는 

MA의 소멸올 위한 재순환 연료제조에 장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 개발올 추진 

중에 있으며， Marcoule의 Atalante의 여러 핫셀에서 이의 실중연구를 수행중이다‘ 

한면 프랑스는 Pyroprocess의 효융적인 개발올 위하여 EU 여러 나라와 일본， 미국 퉁 

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PYROREP， EUROPART) 

• PYROREP (Europrean PYROmethalogical Processing REsearch Program) 

• EUROPART(EURO야an research program for the PARTitioning of !\1A) 

라. 러시아의 연구개발 동향 

1960년대 초반 러시아 R1AR 연구소에 고속로 시험로인 BOR- 60 건설계획이 

확정되연서 이의 핵연료주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독자적인 Pyroprocess 연구개발이 본격 

적으로 착수되었다 1978년에는 VVE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회수하여 고속로 

에 재순환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MOX 핵연료 제조를 위한 DDP{Dimitrovgrad Dry 

Process) 공정을 개발하고， ERC (Experimental Research CompJex) 시설에서 진동 충진법 

(VIBROPAC)에 의한 핵연료 제조 공정올 개발하여 BN-600 핵연료 집합체를 최초로 제 

조하였다 1990'년대에 Eng- scale 실중시험올 완료하였으며， 현재 BOR • 60 고속로에 펼요 

한 핵연료 전량올 DDP 공정으로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 기술의 실중에는 동경전 

력올 비롯한 일본으로 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러시아는 BN- 600 

의 노후화에 따라 BN-600은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핵연료 MA의 소멸파 여러 가지 핵연 

료주기 。ptIOn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고속중식로<BN 800)를 2012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2. 선진국 기술수준 

상흩큐모흩 .. ~r. 

\ 
\ 

\ 
、
톨
 
-

Enll Scale“g 

L.b Scøle 일흥 

Prototype Te‘’ 
'r. 개닙도톨 Enl5‘ ale Acllve Ttst 

EngS‘ale Inactive TClt 

Lab Sa leTHI 

그림 2-2. 전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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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기술수준 분석 

기술분야 핵심기술 기술수준 분석 
기술수준 

(%) 

• 미국 INLε 1990년 중반에 EBR- U11 연료의 재순환 60 
제조시설인 FCF21를 개조하여 EBR- II 사용후핵연료 

고온 화학 의 전해정련공정 개발에 활용함. 
공정(Pyro Pyroprocess 

• 러시아는 고속로용 핵연료 제조를 위한 DDp>1 공정 80 
chemistry) 공정 핫셀 

개발을 위하여 RlAR 연구소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핫셀 설계 설계기술 

및 연료제조를 위한 시설을 1960년대부터 가동함 
기술 

• 효랑스는 1990년 초반부터 Pyroprocess 실험을 위 50 

한 Atalante 핫셀올 운영중임 

1) Experimental Breeder Reactor 

2) Fuel Conditioning Facility 

3) Dirnitrovgrad Dr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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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 국내의 연구개발 동향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원자력중장기 사업올 통해 Pyroprocess 기술의 요소 기술 

이라 할 수 있는 금속전환기술 및 장수명 핵종 소멸처리 기술의 개발이 착수되었고， 중장 

기 사업 2단계 (2001-2003) 초기인 2001년 7월에 발표된 제2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에 따 

라 우리나라의 후행핵연료주기 기술로 경제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이 강화된 핵연료주 

기기술인 Pyroprocess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고온 용융영 상에서 금속전환하여 사 

용후핵연료의 부피， 발열량 및 방사선 세기플 1/4 이하로 감축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 ACP)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금속전환 공정 개발과 병행하여 1997년에는 Pyroprocess 기술과 연계된 장수명 

핵종 소멸처리 기술 연구가 착수되었음 현재까지 1 kgU/batch 처리용 전해정련 시스템 

을 개발하였고， 전해정련 이외에도 염을 중발시키는 Cathode Process, 사용후 용융영내 

악틴족 원소플 회수하는 Electrolysis 기술. TRU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Cd 음극 및 개량 

형 고체음극 기술 둥을 개발하고 있다 

2005년에는 실험실 규모(20kgHM!batch)의 금속전환공정을 시험하기 위한 핫셀(ACPF) 

을 건설하고 관련 장치틀을 설치하여 현재 Inactive test를 수행 중이다‘ 2003년에 ACPF 

시설의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에 정부로부터 시설 건설 인허가를 받아， 2005년에 

시설올 완공하고 시설의 각 분야별 설계 성능시험을 완료하였으여， 2005년 11월 4일 정부 

로부터 시설의 정식 운영허가룹 받았다‘ 현재 천연 우라늄을 사용한 Inactive test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험올 바탕으로 최적의 훈전 조건올 찾고， 신뢰성과 안전성의 향상 

을 위해 지속적인 보완작업올 수행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ACPF)의 설계， 건설과정에서 화학공정용 

핫셀의 기본/상세설계 및 안전성 분석 둥을 통하여 구조/건축분야， 기계/설비분야， 전기분 

야， 공정/계장분야의 설계기술올 확보하였으며， 핫셀 건설공사 및 부대설비 구축을 위한 

건설관련 기술도 확보하였다‘ 또한 핫셀 차폐 성능시험， 기밀 성능시험， 환기설비 성능시 

험 둥 핫셀의 각 기능별 성능시험올 수행하면서 실증시설 구축과 관련된 많은 기술올 확 

보하였다 

핵물질 계량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공정의 실험실 규모 실중시셜 

인 ACPF의 핵물질 계량올 위해 비파괴 중성자 측정장치(ASNC)를 개발하여 성능평가 

중에 있다 이 장치는 세계 최초로 Pyroprocess 공정에 Cm balance 기법올 적용한 계량 

관리 장치로서 한(미 -IAEA 3자간 기술검토회의를 통해 장비의 신뢰성을 검중하고 있다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 시스템과 관련하여 국내 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운반 및 저장기 

술은 전력산업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물질이 발생하는 

핫셀과 같은 특수한 목적의 운반시스템은 개발된 바가 없어 국산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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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금속전환체 임시저장과 관련하여 연구소 폐기물 저장 vault에 대한 예비안전성 평 

가가 수행되었다 

최적 핵연료주기 도출을 위한 Pyroprocess 연계 핵연료주기 평가와 관련하여 2004년부 

터 다양한 핵연료주기에서 물질흐름올 분석할 수 있는 코드(Fuel cyc1e system Analysis 

and Simulation Tool, FASTl를 개발하는 퉁 핵연료주기 시스템 평가를 위한 기반 기술 

올 개발하였다. 

그림 2-3. ACPF 공정핫셀의 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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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ACPF의 작업구역 모습 

2.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표 2-2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선진국 

대비 
핵심기술 비교국명 국내기술 근거 

수준 
(%) 

• 국내에서 에타-감마 핫셀은 다수 운영하고 있어 

선진국과 비슷한 기술수준올 보유하고 있음-

· 고온 화학 
미국INL，표 

• 알파-감마 핫셀은 실험실 규모의 ACPF용 소규 랑스 
공정 핫셀 60% 
설계기술 

CEA끼DEN， 모 핫셀올 확보하여 macbve 실 험 올 수행 했으나， 
일본]AEA 

• Pyroprocess 공정에서 필요한 불활성분위기의 

핫셀기술과 경험이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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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철 서 설 

본 연구개발의 당해 단계 (3단계‘ 2004년 3월 - 2007년 2월)에서 연구개발 주요 수행내 

용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ACP: Advanced SF Conditioning Process)의 실증시험 수행을 

위해 펼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핫셀 시설인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ACPF 

ACP Facility)의 건설을 완료하고， 실증시혐의 수행올 위한 핫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중시험올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ACPF 건설 공사 및 기기 제작， 설치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핫셀 

공사 및 부대설비의 제작은 대부분 건설 공사에 포함시켜， 연구소의 전문 부서인 시설과 

와 협의하여 발주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업체가 제작 및 설치에 참여하여야 하는 주요 핫 

셀 장비들은 설계에 참여한 과제의 전문 연구 인력들이 주관하여 별도로 제작 발주하여 

관리하도록 기본 방침을 확정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공사 발주 부분은 실중시설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제에서 공사 발주를 위한 

기본 풍의를 득하여 연구소의 공사 전담부서인 시설과에 의뢰하여 시설과가 발주를 위한 

추가 예가 산출 작업을 수행하여 구매부서에 공사계약을 위한 발주를 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핫셀 장비들은 연구개발올 수행하는 과제의 설계에 참여한 연구 인력들이 전문 제 

작엽체들과 협의하여 직접 제작을 위해 구매 발주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정 시험장 

치의 제작， 설치를 위한 구매 발주는 각 공정장치들을 개발한 연구 과제에서 직접 수행하 

도록 하고， 공사 수행과정에서 Interface 검토 및 조정은 본 연구개발 과제에서 수행하도 

록 하였다 

ACPF 건설에 소요된 기간은 2단계 연구기간에 수행한 설계기간 14개월 (2002년 9월 ~ 

2003년 11월)을 포함하여 인허가 및 공사발주를 위한 준비기간 9개월(2003년 12월 -2004 

년 8월) , 순수 공사기간 9개월(2004년 9월 -2005년 7월)로 총 3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건 

설비는 타 과제에서 집행한 공정시험장치， TM(Telescopic Manipulator) , NC(Neutron 

Counter)의 제작에 소요된 비용(약 7.4억 원)과 2단계에서 기집행한 설계비 및 일부 기기 

(납기가 긴 차폐창 및 원격조종기 퉁)를 포함하여 실중시설 공사 및 핫셀장비 제작， 설치 

에 총 51.6억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표 3- 1-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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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1. ACPF 건설비 총 소요 내역 

구분 
공사비 

엽 체 비고 
(천원) 

설계비 307,000 현대엔지니어링(주) 

구조/건축 공사， 

기계설비 및 
1,216,860 현대엔지니어링(주) 

계측제어설비 

공사비 공사 및 제작 

전기 설비 공사 
126,632 

대덕전설(주) 

및 MCC 제작 전기공업협동조합 

져l 1,343,492 

공사 감리비 63,800 DSK(주) 

핫셀 장비 2,707,081 12개 업체 (21종) 

소계 4,421 ,373 

공정 시험장치 740 ,100 5개 업체 (7종) 
세부과제 

직정 발주 

합계 5,161 ,473 

ACPF의 건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소의 풍질보중실의 참여하에 수립된 절차에 따 

른 설계풍질의 확보를 위하여 QC/QA 업무릅 수행하였으며， 자료 및 사업 관리플 위하여 

2단계 연구에서 구축된 종합관리시스템(SMATERJ올 활용함으로서 효융적인 실중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 

ACPF 건설올 완료한 후 헛셀 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올 완료한 후 핫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KINS의 시설 사용 전 검사에 합격함으로서 최종적으로 ACPF의 시설 운영허 

가플 2005년 11월 4일에 획득하였다- 공정시험장치의 Bla띠<et test릎 거쳐 2005년 11월초 

에 천연우라늄올 사용한 Inactive test에 착수하여 2 Campaign올 수행하였다. 2αl6년에 
Simulated Fuel올 사용한 실중시험 2 Campaign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 과 

제들과 협력하여 실증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하여 실중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또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운영과 실중시험을 통하여 핫셀 시스템의 설계 성 

능， 안전성 및 운전 효올성퉁이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문제점틀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 

의 및 검토를 거쳐 ACPF를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릎 토대로 실험실규모인 

ACPF를 공학규모의 시설로 Scale up 하는데 펼수적인 기초 설계 자료틀을 확보하였으 

며， 각 세부과제들을 총괄하여 차기 단계의 연구개발 Road-map 작성에 기여하였다 

본 장에서는 주요 연구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연구결과들올 기술함으로서 

ACPF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설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둥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 

자료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차기 단계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 

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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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증시설(ACPF) 공사 발주 

1. 개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ACPF)의 상세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를 위한 인허 

가를 획득함에 따라 공사 발주를 위하여 확보된 공사예산 규모， 공사 계획일정， 수행방법 

둥올 포합한 공사계획에 대한 기본품의를 본 연구개발 과제에서 득하여 연구소 내 공사 

발주를 위한 전담부서인 시설과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고， 시설과는 이를 기준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공사 관리는 본 연구과제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시설과의 공사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특성 및 효융적인 관리， 예산 절감 동을 고려 

하여 전체 공사를 @ 구조， 건축 및 기계설비， 계측제어설비를 포함하는 차세대관리 종합 

공정 실증시설 설치공사，(2) 전력 수배전 설비 제작， @ 전력 배선， 접지， 조명， 전열， 화 

재감지설비 둥을 포함하는 전기공사와 @ 공사 감리용역 동 4가지로 분리하여 발주를 집 

행하였고， 핫셀 장비의 제작， 발주는 설계를 주도한 본 연구과제에서 직접 발주하고， 공정 

시험장치는 장치개발을 수행한 해당 세부과제에서 직접 발주하여 관리하였다 

2. ACPF 공사계획 수립 

ACPF는 공사계획은 ACPF 건설을 위한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조치를 연구소 시 

설과에 의뢰하기 위하여 내부결재 형태의 기본풍의를 득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기본풍 

의서의 공사계획에는 시설의 용도 및 휠요성， 시설 개요， 공사의 범위 및 일정계획， 수행 

방법과 확보된 공사예산， ACP 실중시험계획 둥을 포함하였다 

공사 발주 의뢰를 위한 기본풍의는 내부결재 문서변호 ‘핵사차 700-3호(‘04. 03. 22. “차 
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로 작성되어 연구소 소장까지 

결재를 득하여 내부결재를 근거로 시설과에 문서번호 ‘핵사차 쳐1155호(‘04. 03. 24.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 및 부대셜비 설치공사 발주 의뢰")’로 내부결재 내용을 첨 

부하여 발송하였으며， 수립된 공사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 및 현황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 기술개 

발’(대과제명)의 3단계 (2004‘ 3. 1 - 2α)6. 2. 28) 연구목표인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중’을 위한 핫셀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공사를 발주하였다- 신 

규로 핫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연구소 내 기존 조사재시 

험시설 ([MEF) 지하 l층에 위치한 예비핫셀을 개조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ACPF)로 활용하기로 하고， 개조를 위한 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관련 건설 공사비를 

2004년도 연구과제 예산으로 확보하였다 

냐. 설치 시설 

설치되는 ACPF 핫셀시설은 중콘크리트 구조의 a- y type 핫셀 2기 및 부대시 

설， 핫셀 장비들로 구성되며， 시설의 개략 배치도는 그림 3-2- 1 에 표기왼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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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개조를 위한 계획도는 그립 3-2-2에 표기된 내용과 갇고， 추가로 설치되는 주 

요 핫셀 장비들은 표 3-2- 1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맛g 구툰 Typo 용도 주IH!’g 정'e!--

Hol ColI (6.) 흩E ’액연료톨빈입 
-- S M lnhS-iMeCl8d (1h19 Cg Mrtarnie11 od (w1 죠 ! ~ 

lor Process (기 g밑-구v조 공정생생톨 / 앙시성메기를 인i 
공정기기 In-Situ 유지 보수 

Hol ColI (6b) 
밑며I !I ) 

Incoll Crano / 공정기기 유지 보* 
for Mainlenance 인를기기제g 

--- T R P에eada8rkSaC OcOoPo Aircd(2때 M 초m8}fiP 툴ulator (15 에) 

Padirac Cask ~혹 - Jib Crane (1 ton) 
50latlon Aoom I Panol Slructuro I Roar Ooor Op톰onAI 오염 치딘 Turn Ta미8 

Roar Oocr. 한 기기 반-입 - Padirac Cask Trans’er Device 

그림 3-2-1 핫셀 시설 구성 및 배치도 

-천연 의액(신규) : 90tm 두찌의 충혼크리프 
{잔액(신규): 70cm 후찌의 충혼'.3.'리므 
-기혼의액{충혼크리므 80cm) ’ 4 ，m 푸찌 스‘ 
lOcm 투찌의 중흔크리므효외후 . .!I.갇 

스‘ E二=그 중용크리므 

그림 3-2-2. ACPF 핫셀 구조물 개조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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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1. ACPF 핫셀 주요 장비 

장비명 수량 기준 사양 용도 

원격조종기 5 pair Gas tight seal type / 9 kg 
핫셀 내 

운전(공정물질 
폭 70 x 높이 82 cm (2) 및 장비 운반， 

차폐창 5 set 폭 100 x 높이 82 cm (3) 취급) 
Gas tight seaVD교 type 

Telescopic Servo MSM / 
핫셀 내 장치 

고하중조작기 1 set 상부 및 후변 
15 kg 

작업 

In - cell Crane 1 set Over- head type / 1 ton 
핫셀 내 중량불 

취급 

Jib Crane 1 set Tower type / 1 ton 
핫셀 장비의 

반입，반출 

Rear Door 2 set 
(폭 1l0 ) x (높이 205) x (두께 100) cm 

핫셀 출입 
(폭 loo) x (높이 205) x (두께 80) cm 

Padirak Cask 
1 set RD- 15 / RD- lO 

핵물질 반입， 
접속장치 반출 

Padirak Cask 
Padirak Cask 

운반대차 
1 set Rail 대차 운반(서 비스 

구역) 

Hot cell Door monitor (2) 
Area Monitor (3) 

RMS 장비 7 종 
Duct & Iodine Monitor (1) 방사선 구역 내 

Room Air Monitor (2) 안전관리 
CCTV (3) 
Seπer (1) 

다. 설치 장소 

조사재시험시셜(IMEF) 지하총 예비핫셀 및 관련 작업구역 및 서비스 구역으로 

설치 장소는 그림 3-2-3에 표기되었으며. 핫셀올 개조하기 이전의 조사재시험시설 예비 

핫셀 사진은 그림 3-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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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진 예비핫셀 지하층 3- 2- 4 조사재시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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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CPF 공사 내역 

ACPF 시설 공사는 구조/건축， 기계장치， 전기설비， 계측제어설비， 배관공사 분 

야와 공사 감리로 구분되며 주요내역은 표 3-2-2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표 3-2-2. ACPF 시설 공사 주요내역 

구분 주요 공사 내역 

- 핫셀 골조 개조공사 

구조/건축공사 - 차폐보강 공사 

Working table 및 liner 설치 공사 

- 핫셀 부대설비 설치 

- 공정장치 설치 
기계/장치 

- 환기셜비 설치공사 
설치공사 

- 차폐성능 검사 

- 기존 시설 시험장비 이셜 

- 전력 간선 및 통력설비제작/설치공사 

- 접지설비 설치공사 
전기설비 

전둥 및 전열설비 설치공사 
제작/설치 공사 

• 소방설비 설치공사 

- 기존 cable tray 이설공사 

계측제어장치 
Tagged Insσument 설 치 공사 

- Panel Instrument 제 작/설 치 공사 
제작/설치 공사 

- Hoop- up 및 Loop 배 선/배 관/Support 설 치 공사 

- 공정장치 배관공사 

배관공사 • Utility 배관공사 

- Support 설치 공사 

시공감리 용역 - 공사 각 분야 상주감리 및 출장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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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설 공사 일정 계획 

ACPF 시셜 공사 발주를 위한 기본 품의서의 공사 일정 계획은 그림 3-2-5에 

표기된 것과 같이 2004년 4월말까지는 공사 시공업체의 선정을 완료하고， 2004년 5월 중 

에 공사에 착공하여 2005년 l월까지 는 공사를 완료하여 핫셀 장비들에 대한 시운전을 시 

작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사 계약이 시공업체 선정의 어려웅으로 인해 2004 

년 9월 15일에 체결됨으로서 2005년 6월에 완료할 수 있었다. 

톨톨I훌톨훌l 
률흩톨톨톨률. 

그림 3-2-5. ACPF 시설 공사 계획 일정표 

바. 시설 공사 추진방법 

ACPF 시설 공사의 추진방법은 연구파제에서 공사 발주를 위한 기본 품의를 

득하여 시설과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연 시설과는 구매발주를 위한 예가를 재산정하여 시 

공업체 선정을 구매과에 의뢰하고 시공업체 선정 후 공사 관리를 연구과제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연구과제는 설계 내용과 관련된 기술지원과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주요 핫셀 장비 및 공정 시험장치의 제작 및 설치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그리 

고 품질보중실， 방사선안전관리실 둥 유관 부서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 그림 3-2-6에 표 

기된 내용과 같이 유관 부서를 포함한 공사 수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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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설 공사 예가 

훌갱창치 찌혹 
(풍갱깨앙확찌) 

횟톨>t비 구예 /찌학 
빙용샤져씬 

(상충시생화껴 ) 

차세대판리 흩함풍쟁 

셜충셔생용샤 

그림 3-2-6. 공사 수행 협력 체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공사 예가는 설증시설올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전체를 공사 발주 기본품의를 위한 설명 자료로 작성하였다. 공사 예가는 설계용역 

사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공사비 예가를 실제 여건에 맞도록 일부 조정하였으며， 핫셀 장 

비의 구매， 제작비는 연구과제에서 기 집행하였거나 견적을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하 

여 실중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비 총액올 42.6억원으로 산정하였다 산정된 실중시 

설 예가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으나 실제 계약이 체결된 금액이나 집행내역은 ‘3. ACPF 

시설 공사 계약 현황’에 기술되어 있다 

1) 설계비 307，αU 천원 (2002년 기집행) 

(설계비는 전액 2002년도 연구과제 예산에서 집행되었다) 

2) 기자재비 : 2,787,340 천원 

기자재비는 실중시설 건설을 위한 연구비 예산이 2004년도에 과다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납기가 긴 기기들의 일부를 2003년 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구매하 

도록 하였다-

- 2003년 기집행액 : 1,185,000 천원 

[차폐창(5기)- 790,000 천원1 + (MSM(6기) - 395,000 천원] 

2004년 집행예정액 : 1,602,340 천원 (표 3-2-3 참조) 

실제 계약 금액 및 집행 내역은 예가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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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구매 제작할 핫셀 장비 및 예가 

No ‘ 품 옥 수량 금액(천원) No 품목 수량 금액(천원) 

1 MSM(원격조정기) 10 647,000 13 Storage Vault 2 64,900 

2 차폐창 5 790,000 14 Protection Screw 6 24,200 

3 In - cell Crane 47,900 15 Toboggan 1 4,200 

4 Jib Crane l 16,000 16 Shie1d Plug 4 15,400 

5 Off- gas treatment 2 18,000 17 Penetration 12 43，또O 

6 Padirac Adapter 166,600 18 FiJter Bank 4 132,000 

7 Rear Door 2 157,300 19 Padirac 대차 l 20,000 

8 Crane Door 1 57,200 20 MSM 대?} 1 30,000 

9 Crane Gate 1 22,000 21 Glove Box System l 70,000 

10 Pass - tru Door l 14,300 22 RMS System 2 350,000 

11 전동 포크 리프E 카 1 17,000 23 전통호이스트 40,000 

12 Turn Table l 29.150 24 Ar공급시스템 l 10,640 

아- 설치 공사비 예가 1,166,878 천원 (전액 2004년 과제예산에 계상) 

설치 공사비 예가는 표 3-2-4에 표기된 내용으로 구분하여 예가를 산정하였나， 

시설과가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구조 건축공사， 기계장치 설치공사， 배관공사， 계측제 

어장치 제작 설치 공사를 포함하는 l건， 전기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를 2건， 감리용역을 l 

건으로 분리하여 총 4건으로 발주하였으며， 계약 금액과 정산 금액이 예가와는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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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설치 공사비 예가 

구분 공사예가 (천원) 

자재비 설치공사비 계 

구조/건축공사 34,576 163,182 197,758 

기계/장치 설치공사 29,045 484,873 513,918 

전기설비 
45,571 58,153 103,724 

제작/설치공사 

계측제어장치 
117,118 92,678 209,796 

제작/설치공사 

배관공사 18,203 16,079 34,282 

시공감리 용역 
59,790 47,610 

107,400 
(직접비) (간접비) 

합계 304,303 862,575 1,166,878 

3. ACPF 시설 공사 계약 현황 

ACPF 시설은 차폐체인 핫셀 구조물과 핫셀 내부와 외부 간 배관， 배션， 닥트 동 

의 연결을 위한 각종 Pentration, 환기설비， 화재방호설비， 전기설비를 포함한 유틸리티 

공급설비 둥 부대셜비， 핫셀 운전을 위한 원격조종기 (Master Slave Manipulator) , 차폐창， 

Rear Door, In- cell Crane, Padirac Adapter 및 대차 둥 핫셀 장비와 계측제어설비， 그리 

고 핫셀 내부에 설치되는 공정시험장치 둥으로 구성된다. 

ACPF 시설에 설치되는 핫셀 구조물 및 Penetration, 계측제어설비를 포함한 부대설비 

의 제작 설치공사는 앞 절에서 기술된 연구과제에서 결재를 득한 실증시설 공사와 관련 

한 내부 품의를 근거로 시설과가 주관하여 발주 하였으며， 핫셀 장비는 본 연구과제에서 

직접 발주 하였으며， 공정시험장치는 각 세부과제별로 연구개발을 담당한 공정장치들을 

직접 발주하도록 하였다 

ACPF 시설의 총공사비 규모는 2단계에서 수행한 설계비 (3.1억 원)를 포함하여 44.2억 

원이 소요되었고， 세부과제별로 발주한 공정시험장치를 포함하는 경우는 총 51.6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여기서는 핫셀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 핫셀 장비 제작， 공정시험장치 제작 

으로 구분하여 계약 현황을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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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핫셀 및 부대설비 공사 

ACPF 핫셀 및 부대설비 공사 부분은 당초 일괄하여 1건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시설과의 발주 과정에서 전기설비의 경우는 전기설비 전문 업체에 발주하 

여야 하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분리하여 발주하게 됨에 따라 구조， 건축과 기계설비， 계측 

제어설비를 포함하는 공사 분야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설치공사’로 발주되었 

다. 전기설비 공사 분야는 MCC 및 변압기 제작， 설치와 현장 전기공사 부분으로 2건으 

로 분리하여 발주하였다 

(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설치공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설치공사는 기존 시설의 구조물 해체를 포함 

하는 구조 및 건축공사， 각종 Penetration들과 환기설비의 제작과 소급재인 일부 공정 시 

험장치의 설치할 포함하는 기계설비 설치공사， 공정 계측기기와 Control Panel 제작올 포 

함하는 계장공사로 구성되어 실제 실중시설 공사의 대부분올 차지하는 공사이다 

시설과의 공사 발주를 위한 예가 산정 결과 1차적으로 874，709천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품질보증설과의 협의 과정에서 핫셀 구조물이 ’Safety Class Q’로 설계됨에 따라 시공업 

체의 자격올 원자력 관련시설 준공 실적이 있는 ‘Class Q ’ 인중업체로 제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2차례의 입찰 결과(1차 2004년 5월28일 2차 6월 8일)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되 

었다- 이는 연구소가 요구한 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국내에서는 현대건설(주)와 두산중공 

업(주) 2개 회사 뿐으로 공사의 난이도에 비해 공사 규모가 작아 l차 현장 설명에는 참 

여하였으나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품질보증설과의 협의를 거쳐 시공업체의 자격을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인 

중 업체로 완화하여 공개 입찰을 추진하였으며， 입찰(2004년 7월8일)에 (주)대우건설과 

대아건설(주) 2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그러나 입찰금액이 1 ，569，α)()천원(대우건설)과 

1.950, ()()()천원(대아건설)로서 시설과가 산정한 공사예가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유 

찰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연구과제， 시설과， 품질보증실) 협의에 의해 우선 시설과가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공사풍생 할증을 상향조정하고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량콘크리트 

골재 및 잔사를 도급재에서 소급재로 변경하여 공사예가를 1 ，204 ，016천원으로 중액(당초 

공사예가 대비 +329，307천원)하였다 

그리고 공사착공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일정의 차질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올 추진하기로 

하여 3차 입찰에서 최저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주)대우건설， 차 순위인 대아건설(주)과 

수의 시담을 시도하였으나 두 업체 모두 참여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본 시설의 설계를 수 

행하였으며， 시공연허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주)와 협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 

하게 되었고，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명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설치공사 

계약번호 및 계약일자 ‘ 2()(μ -3937 (2004. 09. 15) 

계약기간 2004. 09. 20 - 2α)5. 06. 19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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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1,144,000 천원 

- 최종 정산금액 1,216,860 천원 1) 

계약업체 현대엔지니어링(주) 

특히， 발주 과정에서 차폐구조물로 설계된 중량콘크리트의 위한 원자재인 철광석(자철 

광)을 공급할 수 있는 엽체를 국내에서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며， 전국 광업소에서 생 

산하는 철팡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신예미 

광업소(한덕철강 주식회사)’에서만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료를 얻어 ‘건자재시험연 

구원’에 시료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물량이 소량으로 공급에 난색올 표명하였으나 본 시설이 국가 주도 연 

구개발인 점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어렵게 공급올 허락받을 수 있었다-

(2) 전기설비 공사 
전기설비 공사는 MCC 및 변압기 Panel 제작과 현장에서 시공되는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 접지， 전둥， 전열 및 화재경보설비 둥을 포함하는 공사 부분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였다 이는 제작물올 공사에 포함시키는 경우 공사비 산출시 포함되는 일반 관리비 

둥이 실제 제작비에 추가로 증액되므로 공사 예산올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작물의 

발주는 조달청을 통하여 제작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공사 부분은 시공업체를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업체 가운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계 

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MCC 및 변압기 Panel 제작 

계약명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MCC 및 변압기반 제작설치 

- 계약번호 및 계약일자 000410632- 00 (2004. 07. 13) 

계약기간 : 2004. 07 13 - 2005. 04. 09 (9개월) 

- 계약금액 28,325 천원 

- 계약업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나) 전기설비 설치 공사 

계약명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전기공사 

- 계약번호 및 계약일자 (2004. 09. 20) 

계약기간 2004. 09. 20 - 2005. 06. 19 (9개월) 

당초계약금액 43,000 천원 

- 변경계약금액 89,826 천원2) 

J) 철광석 180톤) 및 청팡석 분팡195톤)을 도급재로 변경하고， 기존 중콘크리트 차폐벅 철거 공엉 변경(콘크리트 saw 

cutting • 다이아온드 wire cutting )에 따른 비용 추가 

2) 핫셀 내부의 전션을 일반 Cab1e에서 내땅사션 Cable로 연경 IDCN 차세대 002)에 따른 공사금액 중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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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산금액 98,307 천원3) 

계약업체 : (주) 대덕전셜 

나. 공사 감리용역 

공사 감리용역은 원자력 관련시설(원자력법 제2조에 명기된 “핵주기사업” 또는 

“핵물질” 사업 둥올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건축설계 및 구조설계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가운데 본 시설의 건축설계 및 구조해석에 대한 설계에 직접 참여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업무내용에 공사 최종도변인 ’AS BUILT' 도연 및 

자료에 대한 검토도 포함하였다 체결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명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치공사 갑리용역 

- 계약번호 및 계약일자 2004 4718 (2004. 09. 20) 

계약기간 : 2004. 09. 20 - 2005. 07. 19 007ij 월) 

- 계약금액 63,800 천원 

- 계약업체 디에스케이 종합건축사 사무소(주) 

다. 핫셀 장비 제작 설치 

핫셀 장비는 핫셀 운전에 필요한 장비들로서 본 연구과제에서 설계에 참여한 

담당 연구원들이 직접 제작올 위한 구매발주와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를 수 

행하였으며， 핫셀 장비들의 계약 현황은 표 32-5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J) UPS Panel 개조， 풍기구 설치 수생， 기존 CabJe Tray 이씬 풍으호 인한 추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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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핫셀 장비 계약 현황 (1f2) 

장비영 
1 /ι- 그걷~ 

규격 및 용도 
계약금액 

제작업체 
(setl (천원) 

차폐창 
69x79.5x86 cm (2) 867,955 British 

(Radiation 
Shield 

5 • 106x82x86 cm (3) (367,000 Window(짜) 

Windowl 
*핫셀 운전 시야 확보 GBP) (두인) 

269,500(4) 

MSM 
117,260(2) 

(Master Slave 12 
Gas tight seal (9kg) 239,800(4) 한국차폐기술 

Manipulator) 
*핫셀 장치 원격조작 66，α)()(l ) (주) 

65,170(1) 
757，730( 계) 

- M8a: l.l x1x2.05 m 
Rear D∞r 2 M8b: l.l xO.8x2.05 m 110,000 정우산기(주) 

*헛셀 출입문 

Padirac - Universal swing aπn-BA15 130,604 
La Calhene( (i뼈) 

Transfer l • Door Tγpe-2701PMP30 (92,015 
(Areva Korea) 

System *핵물질 반입 반출 EU) 

-핫셀 Overhead Crane(lTon) 
Crane l -격 리 실 Jib Crane(l Ton) 

효성다이아몬드 
*중량물 취급 72，αm 

핫셀 Crane Gate 
공업(주) 

Crane Gate l 
*셀간 Crane 이동(차폐체) 

Storage Vault 2 
Lead shield(S/S Casing) 
*핵물질 임시 저장 

Protection 
4 

- Lead Shield(C/S Casing) 
82,500 

한국차폐기술 

Screw *급배기 Duct 연결 (주) 

Toboggan 1 
- Helicoida1 S/S 6B sch40 
*소규모 공구 투입구 

Crane Door l 
Lead shield(S/S Casing) 
*셀간 Crane 사용 물질 이 동 한국차폐기술 

- Lead shield(S/S Casing) 
71 ,000 

(주) 
Pass- thru Door 2 

*셀간 소규모 물질 이동 

Padirac Cask 
Motor 구 동 saddles type 

Supporting 17,500 KM기술(주) 
*Padirac Cask 운반(RD-15/10l 

Table 

MSM 대차 l 
Al frame /Stroke 조 정 

25,000 
한국차폐기술 

*MSM 유지 보수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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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핫셀 장비 계 약 현 황 (2/2) 

장비명 
끼 /ι- 그 걷ιr 

규격 및 용도 
계약금액 

제작업체 
(set) (천원) 

Area Monitor (3) 
313,117 

Hot cell Door Monitor (2) 
• Room Air Monitor (2) 

(233,500 
CANBERRA USDl RMS - Duct Monitor (1) 

*외자 (훗) 
(Radiation 

1식 Iodine Monitor (1) 
Monitoring 

CCTV (3) 85,000 System) 
- RMS Server & Software *내자 네오시 A(주) 

*방사선 및 출입자 관리 

소계 398,117 

핫셀 Hoist 기 계 식 Brake/수동조작 가능 
효성다이아몬 

9,900 c: 

견인장치 *핫셀 Crane 보완 장치 
공업(주) 

전동 Fork Lift 1 
-적재중량 lton/충전 Battery 

22,800 Toyota( l:l) 
*핫셀 서버스구역 중량물 운반 

핫셀 Filter 
l 

- Pneumatic Press System 
23,680 세풍PU주) 

압축기 *핫셀 배 기 filter 강용 

Hermetically Sealed Module 
(1lQx89x100 cm) 

Dual Side/Single Module 

Inert Glove Box 1 
←Antech -ch밍nber(2) 

61 ,270 (주)유전통상 
Moisture/02 Control 드 5ppm 
(G E Pnametri cs) 

Ar Purification & Circulation 
*공정 시 약(LiCl ， Li써) 준비 

Packed Column 

Off- gas 
Silver Zeolite Column 

처리장치 
1 Vacuum Receiver 15,000 연구소 공작실 

*공정장치 폐가스 배기 및 

Iodine 제거 

Scroll Dry Type 
(BESTECH ISP- 555B) 

BESTECH(獨)Vacuum Pump 2 Capacity: 600 SLM 21 ,550 
진공도 드 1 Pa 

(베스텍) 

*공정장치 배기 진공도 유지 

전동 Trolly Hoist Type 
핫셀 보조 Crane 1 Load: 500 kg 20,475 Iα!기술(주) 

*핫셀 Crane Dead Zone 사용 

합계 2,7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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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정시험장치 제작 

공정시험장치는 핫셀 크기 및 핫셀 장비 동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개발을 주 

관하는 세부연구과제에서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및 제작을 발주하도록 하였으며， 설치와 

관련하여 핫셀과 간섭 여부를 ACPF 시설의 설계 및 공사를 주관하는 본 연구과제에서 

검토하였다 

공정시험장치는 ACP(차세대관리 종합공정) 공정흐름의 순서대로 탈피복(Slitting ) 시험 

장치， 분말화(Vol←oxidation) 시험장치， 금속전환(Metallization ) 시험장치， 우라늄 lngot 제 

조(Smelting ) 시험장치， 폐용융염 lngot 제조CWaste Molten Salt Treatment) 시험장치로 

구성되었다 이외에 핵물질 계량올 위한 중성자 측정 (ASNC) 시험장치와 핫셀 내 공정장 

치의 이변에서 조작 및 운전을 위한 고하중조작기 CTM: Telescopic Manipulator) 풍의 발 

주 내역을 포함하여 표 3-2-7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표 3-2-7. 공정시험장치 계약 현황 

장치명 
수량 

규격 및 용도 
계약금액 

제작엽체 
Cset) (천원) 

탈피복 장치 1 
3- blade 3상 유도전동기 

*Pellet과 Zircaloy tube 분리 
30，α)() 대신엔지니어링 

- Vibration bed reactor fumace 

분말화 장치 (500 "C, Air 분위기) 60,000 SNH주) 

*Pellet올 U30s 분말로 제조 

- Electrolytic reduction reactor 
78,400 

금속전환 11 ,000 
fumace(650 "C, Ar 분위기) 대홍과학(주) 

장치 
l 

120,000(Ptl 
*U308 분말을 U금속으로 전환 

200，400C 계) 

우라늄 lngot 
- lnduction fumace reactor 85，α)() 

1 (1350 "C, Ar 분위기) 12,500 정민실업(주) 
제조장치 

*U금속 mgot 제조 97，500( 계) 

폐용융염 Moulding fumace bed 53,500 

lngot l (650 "C, Ar 분위기) 13,700 대홍과학(주) 

제조장치 *용융영 Ingot 제조 67，200( 겨J) 

- 3D MCNPX model 
ASNC l 

*핵물질 계량(퍼EA 장비) 
106,000 엑셀코리아(주) 

TM l 
- Telescopic MSMCl5kg load) 

170,000 대신엔지니어링 
*공정 시험장치 이연 조작 

합계 7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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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켈 ACPF 핫생 및 부대설비 공사 

1. 개 요 

ACPF 핫셀 및 부대설비 설치 공사는 헛셀 구조물 셜치 및 건축 마감 공사와 핫 

셀 Penetration 및 유틸리티 배관설비， 환기설비를 포함하는 기계설비 제작 셜치공사， 전 

기설비 및 계측제어설비 제작 설치 공사 동의 분야로 구분된다‘ 핫셀 및 부대설비 공사는 

본 본 연구과제에서 연구소의 유관부서(시설과， 품질관리실， 방사선 안전관리설， 조사재시 

험시설 운영부서)의 협조를 얻어 시공을 주관하였다 

특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이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 

사재시험시셜의 가동 중에 본 공사릉 수행해야 하므로， 방사선 작업구역으로의 작업자들 

의 출입관계， 자재 및 중량물의 반입 반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분진 동의 문 

제 둥으로 많은 어려웅이 있었다 따라서 실중시설 공사 수행에 따른 기존 시설 운영 상 

지장올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구역에 격리벽을 설치하여 별도의 출입 통로와 환기설비 

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중량물의 반입， 반출을 위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이 불 

가피한 경우는 그 사용 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작업이 집중되도록 조정하였다 

시공올 위한 현장사무소는 주식회사 디세코건설 직원들올 중섬으로 2004년 10월말에 

설치가 완료되어 11월 l일부터 연구소에 건설올 위한 인력들이 상주하기 시작하였으며， 건 

설을 위한 작업인력의 투입은 11월8일 공사구역의 격리를 위한 칸막이 작업올 위한 인력 

들이 최초로 투입되었으며， 건설계약 기간인 2005년 6월20일까지 주요작업은 완료하였으 

며， 일부 보완작업은 2005년 7월말까지 진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각 분야별로 시공 및 제 

작，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적 내용들올 기술함으로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 보수와 차 

후 유사한 핫셀 시설의 공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핫셀 구조물 설치 및 건축 마감 공사 

ACPF 핫셀 구조불 설치 및 건축 마감 공사는 앞에서 표기된 그립 32킥의 기존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에 위치한 예비핫셀의 중량콘크리트 구조물을 일부 해체하여 제거한 

후， 그림 331의 핫셀 배치도에 표기된 것과 감이 핫셀 구조불과 격리실을 재건축하여 

그립 3 3-2의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은 핫셀 구조볼을 완성하였다 

기존 핫셀 구조물의 해체는 핫셀에 설치되는 장비 및 Penetration의 설치를 위하여 불 

가피 하였으며， 해체 후 핫셀 장비들의 설치를 고려하여 구조울올 재구성하여 구축하고， 

마감 공사를 수행하였다 

핫셀이 지하충에 위치하여 장비나 자재의 반입， 반출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기존 시설 

을 가동하는 가운데 공사륜 수행하여야 하므로 기존 시설 헛셀에 설치된 시험장비들의 

가동 및 관리에 지장올 초래하지 않도록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에 특히 유의하면서 공 

사를 진행하여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의 예상 못한 문제점플의 발생으로 당초 착공 시 계획했던 핫셀 구조불 골조공사 수 

챙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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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ACPF 핫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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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 2. ACPF 핫셀 개조 후 구조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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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예비핫셀 구조물 해체 

기존 예비핫셀 구조물 해체는 그립 324 사진으로 보이는 전연부 üpening 부 

위 하부 중 구조설계에 반영된 하중보를 제외한 철골과 중콘크리트 벽체를 모두 절단하 

여 제거하였으며， 좌측 벽연의 Rear Door가 설치될 부분과 후연 벽의 사진으로 보이는 

문을 포함하여 우측으로 Rear Door가 설치될 벽연도 상부 하중보 아래 부분올 모두 철 

거하였다 철거된 부분은 그립 3- 3 3의 핫셀 구조물 설치 계획도에 짚게 표기된 부분들 

이며， 철거된 모습은 그림 3 3 -4의 사진과 같다 

기존 핫셀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기존시설과 공사구역이 완전히 격려 

되도록 차단벽을 설치하고， 별도의 환기 fan과 여과기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소음， 진동 및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시공사에서 제시한 

Wheel saw cutting 방법은 기존 핫셀의 두께가 일반 건물 두께에 비해 매우 두껍고. 일 

반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중량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본 구조물 해체에 적용하기에는 어 

려운 것으로 적용 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소응， 진동 및 

분진 발생을 배제할 수 있고， 두꺼운 콘크리트 벽체의 해체가 용이하여 최근 널리 활용되 

고 있는 Diamond wire cutting 방법으로 변경하여 핫셀 벽체 해체에 적용하였으며， 바닥 

연의 구조물 제거 및 변경올 위한 해체 작업은 Wire cutting 방법의 적용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Wheel saw cutting 방법올 적용하였다 

기존 벽체 cutting 작업은 작업절차서에 따라 먼저 철거하여야 하는 부위를 측량하여 

marking 한 후， Wire cu tter를 사용하기 위하여 Core 이ill을 사용하여 휠요한 위치에 적 

정 크기의 천공 작업을 한 후 Wire cutter블 거치시켜 절단， 해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철단왼 콘크리트 block은 운반올 고려하여 개당 무게가 4-6톤 정도 되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기존 핫셀 차폐벽을 절단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공사 과정의 사진들올 그림 

335어1 일부 수록하였다 

기존 핫셀 구조물 해체작업은 핫셀 서비스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설치륜 위한 콘 

크리트 foundation base 제거플 포합하여 2004년 11 월 10일부터 2004년 12월 15일까지 약 

35일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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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ACPF 핫셀 구조물 설치 계획도 

(질게 표기된 부분이 철거된 후 재설치 부분) 

그림 3- 3- 4. 기존 핫셀 차폐벽을 절단. 제거한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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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기존 핫셀 차폐벽 철거 작업 모습 

냐. 핫셀 구조물 설치 

ACPF의 핫셀 구조물은 핫셀 내에서 취급하게 되는 기준방사선원 (37，450 Cil에 

대한 차폐능과 내진 I 등급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그립 3-3-3의 구조물 설치 계획 

도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핫셀 구조물 전연은 기존 벽을 모두 철거하고 두께 90 cm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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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콘크리트 차폐벽을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 좌우 측연과 후연 벽의 일부는 기존 80 cm 

차폐벽 내부에 4 cm 두께의 carbon steel 철판을 덧씌우는 형 태로 차폐능을 보강하여 구 

조물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핫셀 내부에는 steel channel과 angle로 설치되는 철구조물 형 

태의 working table이 설치되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구조설계기준의 밀도(3.5 g/c미)를 만족하는 중량콘크리트 배합을 위 

하여 필요한 철광석(자철팡) 골재와 잔사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업체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며， 전국 광업소에서 생산하는 철광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신예미광업소(한덕철강 주식회사)’에서만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 

고 직접 방문하여 펼요한 물량에 대한 공급이 가능성을 타진하고， 본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철광석 시료를 얻어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시료의 기초물 

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결과 표연건조포화상태의 밀도 및 홉수율(KS F 

2503- '02) 4.14 g/c미， 0.3 %, F~03 함 량(KS E 잃08 ’98) 59.6 %, 안전 성 (KS F 

2507- ’02) 0.9 %로 분석되었으며， 알칼리 잠재반응시험 (KS F 2545-'02) 결과 용해 실리 

카량(Sc) 7.41 m moVι ， 알칼리농도의 감소량(Rc) 249.7 m moV .f 로 나타나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라고 실제 중량콘크리트 차폐구조물 공사를 위하여 공급되어 레미콘 제조에 사용된 

철광석(자철광) 골재의 공인기관(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결과 

는 표 3- 3- 1 - 표 3-3-3에 표기 된 내용과 같다 

표 3-3-1. 철광석 품질관리 시 험(검사)결 과[ 1] 

시험항목 시험결과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결과 시험방법 

4아nm 100 KS F 
조립율 6.81 

2502- ’02 

25mm 100 

0‘08mm 0.2 
KS F 

체를 체통과량(%) 2511- ’02 
통과하는 

13mm 53 KS F 
입도 무게 

백분율 
2502 ’02 

(%) 
점토덩어 리 

0.05 
KS F 

(%) 2512 ’02 
5mm 5 

업자모양 
56 

KS F 

2.5mm 2 판정실적율 252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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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철광석 품질관리 시험(검사)결과[2] 

시험항목 시험결과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결과 시험방법 

40rnrn 100 표연건조포화 4.02 
상태의 밀도 glcm3 

KS F I 
25rnrn 100 2503- ’02 ‘ 

체를 홉수융(%) 0‘2 

통과하는 
38 KS F 

입도 무게 13rnrn 

백분율 
2502- ’02 

(%) 안정성(%) 0.05 
KS F 

2507 ’021 
5rnrn 

Fe./03(%) 56 
KS F 

2.5rnrn 0 2많3- ’ 02 

표 3-3-3. 철광석 품질관리 시험(검사)결과[3] 

시험항목 시험결과 시험방법 

용해 실리카량 Sc 
9.56 

(m moVι ) 
알칼리 

KS F 2545- ’02 
잠재반웅 

알칼리 농도의 감소 량 Rc 
221.4 

(m moV R) 

또한 레미콘 제조에 철광석 골재와 함께 사용한 철광사(분광)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결과는 표 3-3-4와 표 3-3-5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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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철광사 품질관리 시험(검사)결과[1] 

시 험항목 시험결과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결과 시험방법 

lOmm 100 조립률 4.40 
KS F 

2502- ’02 

5mm 67 
0.08mm체 

4.9 KS F 
통과량(%) 2511 - ’02 

2.5mm 39 
표연건조포화상 

3.99 체를 태밀도(g/cm3) KS F 
통과하는 

KS F 2504- ’02 
입도 무게 1.2mm 23 2502- ’02 

홉수율(%) 0.8 
백분율 

(%) 0.6mm 15 F영03(%) 62.6 
KS F 

2583- ’02 

0.3mm 10 
업자모양판정 

59 
KS F 

실적율(%) 2527 ’02 

O.l5mm 5 안정성(%) 1.4 KS F 
2507- '02 

표 3- 3-5 철광사 품질관리 시험(검사)결과[2] 

시험항목 시험결과 시험방법 

용해 실리카량 Sc 
11.37 

얄칼리 
(m moVι ) 

KS F 2545 ’02 
장재반웅 알칼리 농도의 감소량 Rc 

217.7 
(m moV R) 

신설되는 중콘크리트 구조물의 배근은 기존 구조물 연을 vibrator로 chipping 하고， 드 

렬로 타공 작업을 하여 22 mm 케미칼 앵카를 설치하고 케미칼 앵카에 철근을 연결 

extension 하여 설치하였다 철근배근의 경우 당초 설계는 철근배근 간격이 150 mm으로 

되었으나 현장에서 re- bar 정착용 hole 천공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폰 바닥 철근 

과 간섭이 생겨 120-200 mm 간격으로 시공하였다- 이는 당초 설계에 벽체 휩용력에 의 

해 배근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최소 배근기준에 의해 철근 단면적이 결정되었고， 시공된 

배근 간격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최소 배근 규정에 적합하여 구조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 

었음을 확인하고 시공하였다(차세대 FCN-Aα% 참조). 

그리고 차폐벽에 설치되는 Rear door frame, 차폐창 frame, 원격조종기 (MSM) sleeve, 

셀간 door frame, Crane gate 및 Crane door frame , Toboggan , 배관， 닥트 및 배선을 위 

한 각종 penetratIOn들을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설치하였으며， 핫셀 구조불 전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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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l차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과 2차 콘크리트 타셜 전의 배근 및 penetratlOn이 설치 

된 모습은 그림 3-3-6, 그립 3→3-7의 사진과 같다. 

그림 3-3-6. 핫셀 구조물 전연 하부의 1 차 콘크리트 타설 전 사진 

그림 3-3-7 핫셀 구조물 전연 상부으I 2차 콘크리트 타설 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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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 구조물 설치를 위한 작업은 2004년 12월22일부터 철근 배근을 위한 기존 콘크리 

트 드렬작업올 시작하여 핫셀 전면 차폐창 하부 전연과 나머지부분으로 구분하여 2차에 

걸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기존시설의 운영에 대한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휴일을 택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 타설 착엽은 2005년 

01월 16일(일)에 핫셀 전변의 차폐창 하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 

행하였다. 콘크리트 타셜 작업은 조사재시험시설 l충 남측 문에서 지하 변전실을 경유하 

여 핫셀 구조물에 이르는 임시 배관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레미콘 카H레미콘 믹서H레 

미콘 펌프 카]-[임시 배관]을 경유하여 지하층에 위치한 핫셀 거푸집 내부로 이송되도록 

하였다 레미콘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국내 펌프 카들이 일반 골재를 기준으로 레미콘 이 

송올 위해 설계되어 밀도가 큰 중량 골재로 제조된 레미콘의 이송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 

차례 이송이 잠시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일반 레미콘보다 붉게 배합하여 어렵게 

콘크리트의 타셜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10일간의 양생기간올 거친 

후 거푸집올 해체하였다 

2차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l차 작업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핫셀 구조물 상부로 연결되는 

임시 배관과 거푸집 설치를 완료하고 2005년 02월 'z7일(일)에 시도하였으나 펌프 카를 

이용하여 임시 배관을 통한 이송이 원활하지 못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작업 

올 중단하였다 이는 지하의 콘크리트 주업구가 l차 타설 작업 때보다 높이가 약 2 m 정 

도 높아 이송을 위한 slope 가 충분치 않으며， 배관이 길어지면서 레미콘이 이송 과정에 

중량골재들이 분리되어 침강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콘크 

리트 타셜 작업 방법을 지하 바닥에서 받아 이를 basket에 담아 여러 지점에서 도르레 

winch를 가설하여 이를 이용， basket을 상부로 인양하여 주입하는 수작업 방법올 택하였 

으며， 이 방법으로 2αE년 03월 05일(토)에 2차 콘크리트 타셜 작업을 다시 시 도하여 아 

침 09시부터 시작한 작업이 익일 새벽 04시까지 진행되는 강행군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 

다 이때 주입된 콘크리트 총량은 약 21 ffi' 이었으며， 타설된 콘크리트는 15일간의 양생 

기간을 거친 후 거푸집을 해체하였다 

타설된 콘크리트의 공시체에 대한 비중 및 압축강도를 품질검사전문기관(한국건자재시 

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밀도(시방서 제시 방법)는 3.42 νm’， 압축강도(KS F 
2405 : 2(01)는 6일 강도 35.3-36.7 MPa. 28일 강도 41.2-43.0 MPa로 측정 되 었다 압축 

강도는 시땅서 요구기준(35 MPa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밀도는 시방서 요 

구기준(3.5 νm’)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경우도 

차혜콘크리트 밀도 시험결과를 확인한 결과 시땅서기준은 3.5 νm‘ 이었으나， 측정결과는 

3.4 νm’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콘크리트 조합비를 조정하여 밀도를 측정한 결 

과 3.16-3.4 νm’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차폐계산을 재수행하여 선량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올 확인하여 차폐콘크리트의 밀도 시방서 기준을 3.16-3.5 νm’로 수정하였다 

(차세대 -FCN-009 참조) 

그리고 콘크리트 차폐구조물이 기공이 없이 잘 타설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l차 Y 

survey를 2005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수행하였다 이때는 주로 기존 구조물 또는 

차폐창이나 Rear door와 감은 철 구조물 형태의 Penetration과의 접합부분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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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검사결과 그림 338의 사진에서와 같이 접합부분에 기공틀이 생 

성되어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은 부분틀을 일부 확인하고， chipping하여 납실 또는 납판 

을 삼입하거나 콘크리트를 다시 하는 망법으로 보완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3-3-8 구조물 접합 부분에 보완작업 전후의 사진 

핫셀 내부에 설치되는 Working table 철 구조물은 콘크리트 양생 후 내부에 stainless 

steel liner를 먼저 설치한 후， 핫셀 내에 설치되는 공정장치와 핫셀 장비의 하중과 설치 

방법 둥올 고려하여 차폐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때 설치된 embedded plate에 channel 

구조물을 용접하고， 상호 연결은 그립 3-3←9에 나타난 사진과 같이 볼트 접합 방법으로 

설치되었다 

Working table 설치를 위한 steel structure 구조물은 외부 제작업체에서 bolt 접합 방 

식으로 현장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 2005년 4월 28일에 현장에 입고되었으며， 설 

치작업은 2005년 4월 29일부터 시작하여 5월 9일까지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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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핫셀 내부 workinQ table 구조물 설치 사진 

다- 건축 및 마감공사 

ACPF 시설 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설치된 공간은 핫셀 뒤쪽 Rear door 주변에 

핵물질 및 오염된 장비의 반입 반출 시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의 확산올 방지하기 

위하여 Isolation room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구조는 기폰 바닥에 base plate 

플 anchoring하여 사각형 강(口 1()()x lOOx4.5tl과 channel을 maín structure로 세 우고， 50 

mm 두께의 glass wool panel올 불이는 형태의 구조물로 설치되었다 설치과정에서 

shield plug들과의 간섭， Isloation room 입구 바닥에 당초 설치하기로 되었던 turn table 

의 배제 둥으로 당초 설계된 도면을 수정하여 설치하였으며， 문들은 방화문으로 설치되었 

다 

핫셀 내부의 마감으로는 바닥연은 chipping을 하여 97 mm 두께로 몰탈을 바르고 그 

위에 stainless steel 304 liner를 설치하였으며， 벽연과 천정은 chipping 과 바르게 고른 

다음 평평하도록 하여 몰탈로 마감한 다음 stainless steel liner를 설치하였다 Staínless 

steel liner의 두께는 working table 상부는 장비들이 설치되므로 장비의 하충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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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rn 두께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3 mrn 두께로 설치되었으며， 설치 후 용접부위는 액상 

침투 검사를 수행하여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설치 작업일정은 핫셀 장비나 공정시험장치 

와 간섭이 적은 핫셀 내부 바닥 및 천정에 대한 작업에 2005년 5훨 11일에 우선 착수하 

여 working table 상부 바닥연에 대한 작업을 마지막으로 6월 10에 종료하였다 Working 

table 상부 바닥연에 대한 liner plate 설치 과정에서 벽면과 바닥연이 접하게 되는 부분 

에 대한 처리플 위하여 접합부분의 Iiner plate를 외부 업체에서 round 지도록 절콕하여 

설치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개조된 구조물의 외벽 및 바닥은 내방사성 에폭시 페인트로 마감하였다 

프라이머(하도)는 CARBOLINE 195(제조사: CARBOLINE KOREA)로 시공되었으며， 상 

도는 CARBOLINE 890(제조사 CARBOLINE KOREA) 시공되었다 도막 두께는 시공 후 

측정결과 하도는 7.5-10.5 Mils, 상도는 7.2-9.5 Mils로 측정되었다 

3. 기계설비 공사 

여기서는 ACPF 핫셀 기계설비 공사는 연구과제에서 직접 전문 제작업체에 제작 

올 발주한 핫셀 장비들올 제외한 핫셀 Penetration , 압축공기 및 아르곤 가스 공급 배관 

둥 유틸리티 배관， 공정시험장치 배관설비， 환기설비를 포함하는 핫셀 시공사가 직접 제 

작 설치하는 공사분야에 대한 내용올 기술하였다 

가. 각종 Penetrations 

핫셀의 외부와 내부를 관통하게 되는 Penetration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 

분된다 하나는 차폐벽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차폐창 및 MSM, Rear Door, Crane Door 

퉁과 같이 차폐벽에 설치되는 관풍 부분이 자체 구조물에 의해 차폐능올 확보할 수 있는 

Penetration 있고， 다른 하나는 설치되는 장치의 용도 및 구조특성에 따라 직관으로 설치 

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납볼 또는 나선 형태의 차폐체를 채우는 Shield Plug, Protection 

Screw와 같은 Penetration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배관 및 배선， Toboggan 둥을 위한 

Penetration으로서 이는 관통 부분을 절콕하더라도 기능상 문제가 없어 안전한 차폐능올 

확보하기 위하여 S자 형태로 제작하여 설치되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차폐능 보강을 

위하여 Penetration 주변에 추가적인 차폐 보강체를 부착하였다-

구조물 자체가 차폐능을 확보하게 되는 Penetra tion은 ‘제4절 핫셀 장비 제작， 설치’에서 

기술하였으며， 여기서는 Shield Plug, Protection Screw, Toboggan 및 배관， 배선파 관련 

된 Penetration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냐. Shield Plug 

Shield Plug는 모두 5기가 stainless steel 304 pipe로 제작되어 설치되었으며， 1 

기 (N504 2.5 inch sch80 pipe로 가공)는 유지보수용 핫셀 전면에 핫셀 방사선량 측정올 

위한 'X prove를 장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4기는 공정용 핫셀 후면에 l기 (N505 : 

2.5 inch sch80 pipe로 가공)는 'X prove를 장착용으로， 1기 (N • 501 8 inch sch120 pipe로 

가공)는 Smelter 전원공급 Cable 인입용으로 나머지 2기 (N502/503 5 and 6 inch 

-42-



schl60 pipe로 가공)는 spare로 설치되었다 Shield Plug 내부에는 density 6.2 g/cc 이상 

인 납 ball로 채워졌으며， 설치된 Shield Plug의 모습은 그림 3-3- 10의 사진과 같다 

다. Protection Screw 

그림 3-3- 10 핫셀 후면에 

설 치 된 Shield PluQ ^f진 

Protection Screw는 핫셀 내의 급기 및 배기를 위한 닥트를 연결하기 위한 

penetration으로서 관통 부분의 차폐능 확보를 위하여 단조된 carbon steel pipe 내부에 

screw 형태의 납 주조물을 삽입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되어 설치된 Protection Screw는 

모두 12 inch pipe로 가공된 671로서 mam 급기 및 배기 닥트 연결을 위하여 각각 2기씩 

4기 (~101/102 ， ~201/202)가 설치되었으며， 셀간벽에 유지보수용 핫셀의 급기 및 배기 

branch를 위하여 2기 (~103재11203)가 설치되었다 핫셀 후면 벽에 설치된 mam 급기 및 

배기를 위한 Protection Screw의 모습은 그립 3-3-11의 사진과 같다 

그림 3-3-11 핫셀 후연 벽에 설치된 Protection 

Screw ^f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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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 관 및 배 선 Penetration 

배관 및 배선을 위한 Penetration은 stainless steel 304 재질의 1 inch sch40 

plpe를 사용하여 bundle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hole 하냐에 배선 및 배관올 하나씩 연결 

하도록 설계하였다 핫셀 차폐벽의 공간을 효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7가지 type의 

bundle로 제작하였으며 bundle별로 4- 15개의 plpe릎 배열하여 제작하였다 각 

Penelration의 끝단은 연결이 용이하도록 Union올 부착하였다. Penetration은 핫첼 내에 

설치되는 공정시험장치로 연결되는 배관용 및 배선용과 핫셀 내 조명설비로 연결되는 배 

선용으로 구분되며， 각 Penetration의 끝단은 연결이 용이하도록 Union을 부착하였다 배 

관용(P101-103l 및 조명설비를 위한 배선용(E301-303. E401)은 연결 부위를 고려하여 

핫셀의 working table 상부에 설치되었으며， 일반 전력 및 제어용 cable penelration <E1O 
1-106)은 서로 분리하여 working table 하부를 통하여 인입되도록 배열， 설치하였다 제 

작되어 셜치된 penetration은 그림 3-3-12의 사진과 같다 

그림 3-3-12. 배관 및 배선용 Penetration 제작 및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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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oboggan 

Toboggan은 핫셀의 작업구역에서 필요시 핫셀 내부로 작은 공구 등을 투입하 

기 용이하도록 설치되었으며， 투입에 펼요한 slope를 고려하여 25.5。 이상의 구배가 유지 

되는 3차원 S자 형태의 curvature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제작은 셀간벽올 관통하여 공정 

용 핫셀 내부로 연결되도록 stainless steel 304 재질의 6 inch sch40 pipe로 제작되어 설 

치되었으며， 주변에 차폐능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납 차폐 block을 부착하였다. 설치된 

Toboggan의 모습은 그립 3-3- 13의 사진과 같다 

그림 3-3-13 설치된 ToboQQan 사진 

4. 환기설비 공사 

ACPF 시설은 기존 조사재시험시설 내에 이미 확보된 공간에 핫젤올 개축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개축되는 핫셀을 위한 급기 및 배기 설비만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ACPF에 설치된 환기설비는 급기계통과 배기계통으로 구성되었으며 ， 핫셀로 공급되는 

급기량은 1770 CMH 이고， 급기계통은 Pre+HEPA로 구성되는 Filter bank 1 unit와 급기 

닥트(크기 SD 3oox 120//2oox4oo)가 설치되었다 

찾셀 배기계통은 배기량의 기준올 유지보수용 핫셀 390 CMH, 공정용 핫셀 1580 

CMH(790 CMH x 2)을 기준으로 핫셀 내에 Spark arrestor+HEPA로 구성된 배기 filter 

3 unit(공정용 핫젤 2 unit, 유지보수용 핫셀 1 unit)와 배기 닥트(Dia. 200/300)가 설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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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기닥트는 핫셀 외부에서 기폰 시설의 mam 배기닥트에 연결하여 기폰 시설의 최종 

배기 filter(M - G039-G046: HEPA+Charcoal+ HEPA)와 배기 fan(M Fα)6!F007)올 통하 

여 배출되도록 설치하였다 기폰 mam 배기닥트에 연결되기 전에 핫셀 내 부압조절을 위 

하여 2개의 butterfly(지름 300 mrn) 밸브가 설치되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Isolation Room에는 급기를 위한 Air intake louver 2기 (80 CMIνeach)와 배기 

를 위한 Retum grill 1기 (160 CMHl가 설치되어 핫셀에서 배기되는 닥트에 연결 설치하 

였다 

배기닥트 route는 기존 배기닥트가 Isolation room이 설치되는 지역을 지나가므로 서로 

간섭이 발생하여 기존 배기닥트 route를 변경 설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분기되는 지점 

의 작업을 기존 핫셀의 가동에 간섭올 최소화 하연서 작업올 수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어 

려웅이 많았다 

제작된 filter unit 및 닥트들은 기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셜계기 

준 압력 (330 mrnAq)에서 10분간 압력강하를 측정하여 각각의 체적에 따른 기준 누설융 

올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HEPA filer의 성능 확인올 위한 DOP 시험 (0.3 μm)을 수 

행하여 여과 성능이 설계 기준치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설치된 급기 filter unit와 핫셀 HEPA filter unit는 그립 3-3-14의 사진과 같다 

그림 3-3-14 급기 Filter( 좌) 및 핫셀 배기 Filter(우) 사진 

5. 유힐러티 배관 설치 

ACPF에 필요한 유틸리티 공급설비는 일반 압축공기 (PA: Plant Air) 및 계축제어 

용 압축공기(IA: Instrument Air)와 아르곤(Ar) 가스 공급설비 이며， 압축공기는 기존 시 

설의 배관에서 분기하여 배관을 연장하여 사용하도록 설치되었으며， 아르곤 공급설비는 

액체 아르곤 저장 cylinder와 압력조절장치를 설치하여 공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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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축공기 공급설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셜에 공급되는 압축공기는 Instrument Air(수분올 

제거한 Air)와 일반 압축공기인 Plant Air로 구분되며， 하나로 건물에서 조사재시험시설 

로 공급되는 배관 main header에서 branch하여 배관올 추가로 설치하여 공급받도록 하 

였다 Instrument Air는 분말화장치 (Vol-oxidizer)의 반웅가스와 계측제어장치에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압축공기를 건조시켜 수분올 제거한 압축공기이다. Instrument Air의 l차 공 

급설계압력은 6.2 kg/때이며， 핫셀 작업구역을 지나는 기폰 배관 Header(Line No 

7500- 1 " -LOO4-HCD)에서 1/ 2 inch 배관으로 branch 하여 4kg!cnf 이하로 강압하기 위 

하여 Pressure Regulator와 Air Surge Tank[ACP- CA- TKOOl; 450(지름 ) x l020(높이) 

mm, Buffer Tank 역할]가 설치되었다 분말화장치의 반웅가스로 공급되는 배관은 다시 

branch 되어 2.5 kg/cnf로 추가 감압하기위하여 설치된 감압밸브(PCV-lOl)를 거쳐 핫셀 

내에 반웅기로 공급되도록 배관 및 필요한 밸므가 셜치되었으며， 계측제어장치로 공급되 

는 배관은 추가 감압을 하지 않고 공정용 핫셀과 유지보수용 핫셀에 1개씩의 배관 

headerO/2 inch)를 설치하여 휠요한 장치로 분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 및 밸브가 

설치되었다 일반 압축공기인 Plant Air는 주로 작업공구의 작동을 위하여 사용되며， 1차 

공급설계압력은 6.2 kg/c며이고， 핫셀 작업구역올 지나는 기존 배관 Header(Line No 

7밍0- 1/2" -Ll03-HCD)에서 3/ 8 inch 배관으로 branch 하여 감압을 하지 않고 바로 공정 

용 핫셀과 유지보수용 핫셀에 l개씩의 배관 header( 1/2 inch)를 설치하여 필요한 핫셀 내 

필요한 곳에서 분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 및 밸브가 설치되었다 설치된 앙축공기 

감압장치 및 Air Surge Tank, 배관은 그림 3-3- 15의 사진과 같다 

그림 3-3-15 압축공기 공급 배관 및 감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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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아르곤(Ar) 가스 공급설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에서 사용되는 아르곤 가스는 핫셀 내에 성치된 

반웅기 내부의 불활성 분위기 유지(산소 및 수분 농도 5 ppm 이하)를 위한 용도와 반용 

기의 상부 냉각을 위하여 반웅기 jacket으로 공급되는 냉각용， 그리고 금속전환시험에서 

공정시약으로 사용되는 LiCl, Li2Û를 핫셀 외부에서 계량하여 용기에 담는 준비 작엉올 

불활성 분위기가 유지되는(산소 및 수분 농도 50 ppm 이하) Glove Box 내에서 수행하여 

야 하며， 이 Glove Box 공급용으로 사용된다 

아르곤 공급설비는 핫셀 작업구역에 설치되었으며 기화장치를 포함하는 액화아르곤 저 

장 Cylinder, 압력조절장치， 자동절체장치， 유량계 및 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액화아르곤 

저장 Cylinder는 기화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Taylor-Wharton사에서 제작된 Model 

XL45 type(그립 3- 3- 16 참조) 271 가 설치되어 l기는 Stand-by로 사용된다 저장조의 

크기는 508(지릅) x 1559(높이) mm 이며， 저장용량 170 liters(Ar 214 kg) , 기화용량 350 

CFH(9.2 CMH)이다. 자동결체장치는 사용 중인 저장조의 저장량이 출어 공급압력을 유 

지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Stand-by 중인 저장조로부터 공급되도록 자동으로 절체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설치된 아르곤 가스 공급설비는 그림 3- 3 17의 사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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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16. 액화아르곤 저장 Cv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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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설치된 아르곤 공급설비 사진 

6. 전기설비 및 계측제어설비 공사 

ACPF 시설에 대한 전력공급은 연구소 내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6.6 kV SWGR로 

부터 인입된 feeder에서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에 셜치된 TR(Transfonner)를 거쳐 구성된 

460 V Load Center 내의 예비함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구성되었다 

계측제어설비는 핫생장비 및 공정시험장치의 제어 및 감시와 조작을 위하여 각 장비의 

시스댐 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핫셀 작업구역 전면 차폐창 하부에 

operating console을 주로 집중 배치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장비가 설치된 현장 

주변에 조착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였다 

그리고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는 ACPF 핫셀 내부와 추가로 설치된 Isolation Roαn의 

내부에 설치하여 기폰 경보수신반으로 연결하였으며 소화설비인 할론 Nozzle은 기존에 

설치된 것의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하였다‘ 

가.전기설비 

전기설비는 수배전설비， 접지설비 및 조명설비， 각 장비들에 전원 및 제어전원 

을 공급하기 위한 Race Way로 구성되었다. 여기서는 전력공급설비에 대한 시공 부분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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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설비는 기존 조사재시험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460 V Load Center의 예비 

함에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셜에 전력공급 위하여 기중차단기 (400 AT)를 추가로 

셜치하였고， 얘OV MCC(Motor Control Center:400 A, 20 kA), 460/220 V TR(200kVA) 

및 220 V Power Distribution Panel(600 A, 20 kA), Control Panel과 UPS Panel에 전 원 

공급올 위한 190- 110 V AC Distribution Bo강d (5 kVA) , 기존의 비상전원 공급설비로부 

터 필요한 비상전원올 공급받기 위한 얘0/220 V Dry TRC5 kVA) , 120/220 V UPS 

Distribution Panel(TR 15 kV A. 120/220 V 각각 15 kVA)로 구성되도록 제작하여 성치 

하였다 

전기설비의 TR. MCC Panel은 전문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설치되었으며， 현장 전 

기공사는 전기셜비 시공업체에서 시공하였다 추가로 설치된 전력공급설비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설치된 전력공급설비 Panel의 사진은 그림 3-3-18과 같다. 

그림 3-3-18. 설치된 전력공급설비 Panel 사진 

좌측부터 @ 얘0/220VAC 번압기， ø 460V MCC, 

Q) 220V 분전합. @ UPS 분전합‘ @ 조명설비 분전합 

(1) 460 V Load Center 

기존 조사재시험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460 V Load Center에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된 전기설비로는 460 V Load Center 내의 예비 

함CV-001 -02)에서 안전하게 전력올 공급받올 수 있도록 400A 기중차단기가 설치되었으 

며， 기중차단기의 과전류보호기준은 전원케이블 및 MCC 모선보호， 전동기 기동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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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트립 방지 및 장한시 트렵 요소에 의한 트립올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전동기제어반 

피더에는 장한시 및 단한시 보호요소를 갖춘 전자식 트립 장치와 별도의 지락 보호용 계 

전기를 구비하였다 그리고 460 V Load Center와 뼈o V MCC 간의 연결은 

CableO/C x325口 크기) 3가닥으로 하였다. 

(2) 460 V MCC 

전동기 feeder 회로는 차단기， 전자접촉기， 열통 과부하계전기 및 제어용 변 

압기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계통운전상 주요부하에 순간정전 또는 순간전압강화로 인한 

전자접촉기의 개방을 방지하기위하여 석방방지형 (Mechanical Hold) 전자접촉기를 설치하 

였다. 

차단기 용량은 단락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용량올 가져야하므로 각 전동기의 용 

량을 고려하여 5-300 A 사이의 것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모션에 연결된 부하의 합을 

고려하여 수평모선의 연속정격은 600 A를 표준으로 하였다‘ 제어용 변압기는 계전기 제 

어전원 및 방습 전열기용으로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고， 최소용량을 150 VA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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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NEMA A급 기준(저압유도 전동기)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전동기 제어반은 약 20 % 
의 예비차단기(기동기 포함) 및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조합형 기동장치의 

차단기 Magnetic trip 요소는 조정 가능하고， 트립 우선방식으로 열통과부하 계전기는 3 

상 보호용으로 전류 정정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type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15 KW를 초과하는 전통기 부하회로와 차단기의 트립치가 30 A를 초과하는 비전동기 

부하회로는 지락 보호 장치를 구비하도록 하였으며 전동기 기동기가 과전류에 의해 트립 

되었을 경우 재투입은 열통 과부하 계전기의 접점에 의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동으 

로 reset한 후에 재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440 V MCC에서는 Rear Door 및 Crane, Crane Gate 및 Door 둥의 비교적 전력소요량 

이 큰 핫셀장비들을 위한 전원공급이 제어되며， 220 V Power Distribution Panel에서는 

공정시험장치 및 MSM, Glove Box 둥에 대한 전원공급이 재어된다 비상전원 

Distribution Panel에서는 폐가스처리장치에 대한 전원공급을 제어하며， UPS 120 V 전원 

은 Control Panel, lAEA Cabinet, Gas Detector류 둥의 계측제어장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UPS 220 V 전원은 RMS CRadiation Monitoring System)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구 

성， 설치되었다 

440 V MCC에서 공급되는 전원은 Rear Door 및 Crane. Crane Gate 및 Door 둥의 비 

교적 전력소요량이 큰 핫셀장비들에 대한 전원올 공급， 제어한다. 

(3) 얘0/220 VAC 변압기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내 3상 220 V 전원공급을 위하여 460/220 

VAC 변압기가 별도로 설치되었다 설치된 변압기의 Type은 건식변압기， 8종 절연으로 

변압비가 3상， 460/220 V, 60 Hz 이고， Vector Group Type, 변압기용량 150 KVA, 외함 

은 IP31로 접지단자를 구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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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V Power Distribution Panel에서 전원은 공정시험장치 및 MSM, Glove Box 동에 

대한 전원올 공급， 제어한다 

(4) 무정 전 정 전압(UPS) 전원 

UPS 전원은 120 V 및 220 V로 구분되며， UPS 120 V 전원은 Control 

Panel. lAEA Cabinet, Gas Dctector류 퉁의 계측제어장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UPS 220 

V 전원은 RMS (Radiation Monitoring Systcm)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구성하여 제 

착， 설치되었다， 당초 UPS 전원은 120 V안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건설과정에서 구 

배， 제작한 RMS 장비들이 220 V 전원을 공급받도록 제작되어 UPS 분전함을 120 V 및 

220 V 모두 공급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UPS 분전합의 Main은 120 V 100 A 

차단기플 설치하고， 120 V 전원은 50A 차단기를 설치하였으며， 220 V 전원은 15 kVA 

용량의 120/220 V 숭압 Transformer와 60A 차단기를 설치하여 제작하였다 

(5) 비상발전기 전원 

460 V 비상발전 전원은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비상전원 전동기 제어반의 

예비단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로 설치된 5 kVA 용량의 얘0/220 V 건식변맙기릅 통하여 

정전 시에 안전하게 시험 중에 있는 공정장치의 shut down을 위한 웅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Off Gas Treatment System과 조명시설에만 공급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였다 

나. 계측제어 설비 

계측 및 제어설비는 절단핵연료용(Rod Cut) 반업에서부터 공정생성물 및 방사 

성폐기물 반출에 이르기까지 핫셀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정을 감시 및 운영하는 공정제어 

계측설비와 핫셀에 운전을 위한 핫셀 장비 유틸리티 및 HVAC 계통올 제어하기 위한 

일반적인 유틸리티 제어계통으로 구성되어 핫셀 전연의 제어반(Control Console)에서 조 

작 및 감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였다 

계측제어설비는 Control Console, Field Instruments, Board Instruments는 구분되며， 

각 공정 의 P. & 1. Diagram, Instrument Control Logic Diagrarn 및 Control Loop 

Diagram을 기준으로 구성하여 제작되었다‘ 

(1) Control Console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은 탈피복 및 분말화공정， 금속전환공정， 주조공정， 폐용 

융영 처리공정 및 Off gas 처리공정 등의 단위공정으로 구분되어 현장 계측기로부터 전 

송된 입， 출력 신호에 의해 제어반의 제어장치를 통해 자동제어 및 작업자의 수동조작에 

의해 통제되도록 설계되었다. 

각 단위공정별로 핫셀 내 설치된 공정장치 전연에 설치되는 차폐창과 왼격조종기 바로 

아래 해당 공정의 제어반이 일렬로 설치되도록 하였으며， 제어반 중앙에 각 공정 및 핫셀 

장비중 주요 감시 및 경보를 위한 중앙 제어반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Control Console은 전체 길이가 10 m, 폭 43 cm, 높이 75 cm로서 Stainless Steel 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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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작되었으며， Console 내부에는 3단의 Cable Tray가 설치되어 아래쪽은 Power 

Cable. 중간은 Control Cable, 상부는 Instrument Cable을 위 한 Raceway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기능별로 아래와 같이 좌측부터 Panel 1에서 Panel 7까지 7개의 Section으로 구 

분되도록 제작되었다 

CD Panel 1 Crane Door & Crane Gate (길이 1700 mm) 

(2) Panel 2 : HV AC & Spare ( 길 이 1400 mm) 

@ Panel 3 : Slitting & Vol- oxidizer ( 길 이 1800 mm) 

@ Panel 4 : Spare (길이 800 mm) 

c5l Panel 5 : Off- gas Treatment & Smelter (길이 2000 mm) 

<ID Panel 6 : Metalizer (길 이 1당)() mm) 

(J) Panel 7 : Waste Molten Salt Treatment (길이 1800 mm) 

그리고， 제어계통의 사용전압은 110 VAC, 60 Hz의 상용전원을 사용하며， 공정장치 중 

Metalizer 와 Smelter용 Local Control Panel은 전원상실 시 에도 무정 전 전원mps)을 공 

급하도록 하였으며， 경보 및 감시 계통은 24 V DC로 공급받도록 제작하였다 

현장 계측기 고장접점들은 정상 시에는 열려있고 비정상 시에는 경보를 발생하기 위해 

닫혀있는 구조로 제작하였으며 경보 집합창구계통은 설계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예비 

창구를 갖추도록 제작되었다‘ 그리고 제작되어 설치된 Control Console은 그림 3-3-19의 

사진과 같다 

(2) Board Instruments 

Board Instruments는 핫셀 내부에 설치되는 공정장치의 조작， 제어 및 감시 

를 Control Console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Control Console Board에 설치되었으며， 설치 

된 Board Instruments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CD 조작 Button 및 Signal Lamp (Motor 구동장치 및 SOV) 

(2) TIA (Temperature Indicator) 한영 전자 DX 

@ TR (Temperature Recorder) 한국 CHINO 주식회사 AL3000 

@ TICA (Temperature lndicating Controller) 한영 전자 DX. KONICA KC 

c5l PI (Pressure lndicator) 한영 전자 PX 

<ID PIC (Pressure lndicating Controller) 한영 전자 PX 

(J) PICA (Pressure lndicating Controller & A1arm) 한영 전자 PX 

@ PIA (Pressure lndicating Alarm) : 한영 전자 PX 

@ PDIA (Pressure Differential lndicating AI값m) : 한영 전 자 PX 

@ FI (Flow lndicator) : RKC AE500 

@ FICA (Flow Indicating Conσoller & Alarm) : RKC AE500 

@ AI (Oxygen Concentration Indicator) : RKC AE500 

@ Alarm Announciator 

@ 각종 Relay 퉁 

-53-



그림 3-3- 19. 핫셀 전면에 설치된 Conlrol Console 사진 

(1) Waste Molten Salt 처리장치용 (2) Metalizer용 

(3) Smelter용 (4) 폐가스처리장치용 

(5) Sli에ng 장치 및 Voloxidizer용 (6) Crane Gate 및 Door용 

(3) Field Instruments 

Field Instruments는 핫셀 내 공정시험장치에 설치되는 계측장비로서 Control 

Console에 설치되는 Board lnstruments와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Control Loop가 구성되었 

으며， 설치된 Field Instruments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CD TE (Temperature Element) Konics Model SS-5040 

@ PG (Pressure Gauge) : Konics Model SS- 3021 

@ PT (Pressure Transmitter) Keller Model 21 Pro 

@ PDT (Pressure Differential Transmitter) Keller Model 21 PD23 

(5) FI (Flow lnd.icator) : Flow COM Model CSM- 1 

@ AE (Analysis Element) : Gastron Model TS 1100 TX 

(í) Gas Detector : Gastron Model TS 1100 TX 

@ SOV (Solenoid Valve) 

* Norrnal Cross Type : Burkert Model 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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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üpen T ype : Sanlixin Model SLP- 15H 

CID FCV (Flow Control Valve) Seven Star Model Do7- 9E/ZM 

@ PCV (Pressure Control Valve) : Burkert Model 2632 

다 화재 갑지 및 경보 설비 

ACPF 시설에 추가로 설치된 화재방호설비는 화재감지설비와 소화설비 로 구분 

된다 화재감지설비는 열감지기(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PIOl - llαx))와 연기감지기(광전 

식 인공지능형 연기감지기 P105- 00100) 7r 각각 l조씩 핫셀 내부와 Isolation Room 내부 

에 설치하였다 핫셀에는 유지보수용 핫셀 내 좌측 코너에 열감지기가 설치되었으며， 공 

정용 핫셀 우측 코너에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Isolation Room 내부에는 입구 쪽에 

열갑지기， 안쪽에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추가로 성치된 화재감지기는 별도의 수신 

반이 설치되지 않고， 기폰시셜 화재감지 수신반에 연결되어 시설 전체가 통합 관리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화설비로는 소화약제 할론 1301 시스템이 기존시설에 반영되어 있어 

이미 설치된 할론 분사 Nozzle(25A)의 위치만 수정하였으며， 수정되어 설치된 위치는 공 

정용 핫셀과 유지보수용 핫셀 내부 전연 중앙 상부에 각각 하나씩 2개의 분사 Nozzle과 

Isolation Room 안쪽 상부에 한 개의 분사 Nozzle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할론 방출 사이 

렌과 표시퉁이 핫셀 작업구역 좌측 서비스 구역 출입문 입구에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할 

론 수동 조작함이 üperating Console 중앙에 추가로 설치되었다 할론 시스템은 설치된 2 

종류의 화재감지기 모두 화재감지로 작동하는 경우에 연동되어 작동되도록 하였으며， 이 

때 화재경보기 및 할론 방출경보 및 표시퉁도 동시에 연동하여 작동된다- 또한 üperating 

Console 중앙에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할론 수통조작함(P306-97000)에서 할론 방출을 위 

한 조작이 가능하다. 셜치된 화재감지기 및 할론 방출 경보셜비는 그림 3-3-20의 사진과 

같다 

그림 3-3-20. 화재감지기 및 할론 노즐 사진 
(1) Thermal Detector, (2) 할론 분사노즐 
(3) Smoke Detector‘ (4) 할론 수동 조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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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철 핫생 장비 제작， 설치 

1. 개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의 핫셀에 설치된 주요 핫셀 기계장비로는 핫셀 내 

공정운전올 위한 차폐창(Radialion Shielding Windows). 원격조종기 (Master Slave 

Manipulalors. 9 kg 용량). 핫셀 내 중량물 취급을 위한 In - cell crane(1 ton 용량) • 그리 

고 IsolaLion room에서 핫셀 내부로 중량물 반입， 반출을 위한 Jib crane(l lon 용량). 

ln - cell Crane의 공정용 핫셀(M8a)과 유지보수용 핫젤(M8b) 간 이동올 위한 Crane gate. 

공정용 핫셀(M8a)과 유지보수용 핫셀(M8b) 간 장비 이동을 위한 lnter- cell crane door. 

핫셀 Rear doors. 핫셀 내 핵물질 반입， 반출올 위하여 Rear Door에 부착되는 Padirac 

Adapter 및 운반대차， 핫셀 간 소규모 장비 및 공구 이동을 위한 Pass - thru door가 셀간 

벽에 설치되었으며， 공정 내 핵물질 및 고준위 폐기물을 임시저장하기 위한 Storage 

vaults가 설치되었다‘ 또한 급배기 닥트를 위한 Protection Screw. 운전구역에서 핫셀 내 

부로 간단한 공구들을 투입할 수 있는 Toboggan. 각종 배선 및 배관올 위한 Penetration 

및 Shield Plug 둥이 시험장치의 용도와 특성올 고려하여 제작， 설치되었다‘ 설치된 주요 

핫셀 장비들의 내역은 표 3-4- 1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2 차폐 창 (Radiation Shield Windows) 

차폐창은 핫셀 외부의 작업구역에서 핫셀 내 작업올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장바로서 핫셀의 차폐벽과 동일한 차폐능을 가지며， 핫셀 내 전체 구역에 

대한 시야각이 확보되도록 설치되었다. 설치된 차폐창은 Dry type의 Alpha tight seal 구 

조로서 영국의 BRITISH SHIELDING WINDOWS 사에 의해 설계， 제작되어 설치되었 

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핫셀에는 차폐창이 크기가 다른 2종류， 모두 5기가 설치되었 

으며， 공정용 핫셀(M8a)에 4기 (ACP-MT-SWOOl -SWOO4). 유지보수용 핫셀(M8b)에 l 기 

(ACP-MT-SWα)4)가 설치되었다. 이중에 SW-ool/oo2는 hot side를 기준으로 glass 크 

기가 690(폭)x725(높이) mm 이고. SW-003/004IOO5는 hot side를 기준으로 glass 크기가 

1 060 (폭)x725(높이) rnm 이다 

차폐창은 Assembled Wall Lined그립 3- 4- 1 참조)과 Assembled Window Glass Pack 

(Window Box)(그림 3- 4- 2 참조). hot side에 설치되는 Assembled Alpha Frame로 구성 

되며. Glass Pack은 hot side와 cold side에 셜치되는 cover glass(Gl/G5)와 굴절융에 따 

른 광역 의 시 야각 확보를 위 하여 3 layer(G2/G3/G4)로 구성 된 main shield glass pack으 

로 구성되었고. G2의 두께는 200 rnm. G3 두께는 300 rnm. G4의 두께는 260 rnm로 제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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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주요 핫셀 기계장비 

ITEM 
설비명 수량 사양 용도 

No 

ACP- MT- 차폐창 2 set 690(폭)x725(높이) mm 
SWool - S (Shield 3 set H160(폭)x725(높이) mm 

W005 w삐m때n띠dows) • Dry type/Gas tight seal 핫셀 내 운전 

(공정물질/ 

ACP-MT-
원격조종기 

장비 운반， 취급) 

MPOOI - M 5 pair 
Gas tight seal 

010 
(MSM) 취급용량 9 kg 

ACP- MT-
In- cell Crane 1 set 취급용량 1000 kg 

핫셀 내 중량물 

CRool 취급 

ACP- MT 
Jib Crane 1 set 취급용량 1000 kg 

핫셀 장비의 

CR002 반입，반출 

ACP-MT一
핫셀 출입문 장비 반입， 반출 

DRooll 
(Rear Door) 

2 set 
및 유지 ， 보수 

DR002 

ACP- MT-
Crane Door 1 set 모타 구동 (Sliding) 

ln- cell Crane 
DR003 Hook 출입 

ACP • MT-
Crane Gate 1 set lncell Crane으로 견 인 

셀간 상부 

DR004 차폐체 

ACP- MT- Pass- thru 
1 set Weight Balance 

셀간소규모 

DR005 Door 장비 이동 

Padirac Cask 
1 set RD 15/ RD 10 

핵물질 반입， 

접속장치 반출 

Padirac Cask 
1 set 모타 구동 (Rai]) 

Padirac Cask 
운반대차 운반 

ACP- WS • 고준위 핵물질 

TKooI/TK Storage Vaults 2 set 납차폐체 구조불 및 폐기물 핫셀 

002 내 임시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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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Assembled alpha frame 설 치 ^f진 

그 림 3-4- 2. Assembled olass pack 설 치 사진 

차폐창의 무게는 large size는 Wa l1 liner가 2100 kg, Glass pack(Window box)이 4800 

kg , Alpha frame이 112 kg으로서 총 7 ton 이며， smal1 size의 경우는 Wall liner가 1920 

kg , Glass pack(Window box)이 4000 kg , Alpha frame이 87 kg으로서 총 6 ton에 이른 

다 

차폐창의 설치는 Wa l1 liner는 핫셀 골조공사의 일정에 맞추어 미리 입고되어 200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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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에 핫셀 골조 시공사에 의해 셜치되었으며， Glass pack과 Alpha frame은 제작사의 

기술자가 파견되어 2αl5년 5월 24일부터 6월 31일까지 설치 현장에서 직접 감독 하에 설 

치 및 누설시험을 수행하였다. 설치과정에서 먼저 입고된 Wall liner와 Glass pack을 조 

립하기 위한 볼트 hole의 위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도면 오류) 현장에서 직접 hole올 

가공하여야 하는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차폐창 assembly에 대한 누설시험은 

질소 gas를 사용하여 300 mmAq로 가압한 후 30분 동안에 압력 강하가 100 mmAq 이하 

이 연 합격 이 고， 그 이 상이 연 bubble test 및 He detector를 이 용하여 leak test를 추가로 

수행하여 누설부분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Glass pack은 선적하기 전에 연구소직원(발주부서 1인， QA 부서 l인)이 제작 

현장에 파견되어 (2004년 7월4일 -7월9일) 제작상태(외관 및 치수) 검수 view angle 및 

transrrusslOn 측정시험， 제작 및 QA 관련 document를 검토， 보완하고， 선적을 위한 

packing 과정올 직접 확인한 후에 선적하도록 하였다， 차례창의 delivery는 계약 후 선적 

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 운송 및 통관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어 계약에서 

현장 도착까지 약 10 개월이 소요되었다 설치된 차폐창에 대한 현장에서의 차폐능 검사 

는 차폐벽에 대한 전반적인 차폐능 검사를 수행하면서 같이 수행하였으며， 핫셀에 설치된 

차폐창은 그립 3-4-3과 같다-

• • 

• • • • 
그림 3-4-3. 설치된 차폐창 사진 

차펴| 창 (Cold Side) 차펴| 창 (Hot Side) 

3. 원격조종기 (MSM : Master Slave Manipulatorsl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핫셀에는 5조(각조 2기)의 원격조종기가 제작되어 

설치되었으며， 4조는 공정용 핫셀에 설치되었고， 1조는 유지보수용 핫셀에 설치되었다 작 

은 용량의 의료용 납셀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원격조종기가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콘크리 

트 핫셀의 Sealed type 원격조종기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제작된 것을 설치하였으며， 제작 

사는 한국차폐기술(주)이고， 공급된 모텔은 KTH 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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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되어 설치된 원격조종기는 Q sealed type으로서 취급용량은 X, Y, Z motion에서 

free load가 9 kg이고， Z motion에서의 수직 load는 23 kg으로 설계， 제작되었다 또한 최 

대 통작범위는 X motion의 경우 700 -700 , Y motion은 - 250 
- 900 , Elevation은 780

-

780 , Twist9J- Azimuth motion은 →1700 -170。로 설계， 제작하였다 원격조종기는 핫셀 벽 

에 고정시키기 위한 wall lube, master와 slave, 초작반으로 구성되며， 치수는 핫셀 내 

coverage와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 제작되었다-

Centerline Distance ‘ 2,105 mm 

Slave Overhang 490 mm 

Master Overhang 715 mm 

Min. Height Clearance ‘ 745 mm 

- Master Collapsed Length 1,080 mm 

Slave Collapsed Length ‘ 1,005 mm 

Slave Extended Length : 2,190 mm 

- Slave Z Motion Travel 1,185 mm 

• Tong 0야ning : 63 mm 

제작된 원격조종기는 제작 현장에서 외관 및 치수검사와 load, friction , balance, 

rigidity 동에 대한 성능검사， 그리고 se허 tube에 대한 기밀시험올 수행한 후 입고되었다 

seal tube에 대한 기밀시험은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0 mmAq로 가앙한 후 l시간 후에 

압력을 확인하여 누설 여부를 검사하였으며， 압력지시계를 통해 압력 강하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원격조종기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3차례에 걸쳐 발주되었으며， 국내에서 제 

작하는데 각각 약 6개월 -8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원격조종기의 설치는 wall Iiner(10 

inch pipe로 가공)를 미리 제작하여 핫셀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에 고정시키 

는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원격조종기 본체는 핫셀 마감공사 및 핫셀 내 장치가 설치된 후 

에 최종적으로 2주간에 걸쳐 설치하였다 핫셀에 설치하기 전에 원격조종기의 운반을 위 

하여 거치대에 놓인 상태의 원격조종기의 사진은 그림 3-4-4과 같으며， 핫셀에 설치된 

후의 사진은 그립 3 • 4- 5, 3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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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4. 운반을 위해 거치대에 놓인 원격조증기 본체 

그림 3-4- 5. 원격조증기 설치 후 모습 (작업구역 cold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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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6. 원격조종기 설치 후 모습 (핫셀 내부 hot side) 

4 핫셀 리어도어(Rear Door) 

핫셀 내에 공정물질 또는 장치， 공구 풍의 반입， 반출과 작업자의 일시적인 출입을 

위하여 리어도어가 설치되며， 리어도어는 핫셀 서비스 구역에서 출입하도록 설치된다 실 

증시설에서는 공정용 핫셀과 유지보수용 핫셀에 각각 리어도어가 설치되며， 설치된 리어 

도어는 플러그 형태로 바닥에 설치왼 레일을 상에서 이동하도록 설계되었다 

공정용 핫셀에 설치된 리어도어는 핫셀 뒤편에서 고준위 방사성 핵물질 및 폐기물의 

반입， 반출을 위하여 Padirac 용기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Padirac 접속장치가 부착된 구조 

로 설계， 제작되었다. 유지보수용 핫셀의 리어도어는 기존 핫셀 구조물의 제약으로 인해 

핫셀 옆쪽에 설치되어 작업구역을 기준으로 화측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다 

리어도어는 철재 빔 (beam) 구조물에 구동용 바퀴와 모터 둥이 장착되고 외부는 철판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1 핫셀과 동일한 차폐능을 갖도록 성계되었다. 차폐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의 일부분에는 납 차폐체를 부착하였고 이러한 철재 케이스와 내부의 

납 차폐체 사이의 내부 빈 공간은 중콘크리트를 주입하여 채워졌다 

리어도어에 사용되는 주 전원은 3상 440V 60Hz AC를 기준으로 하고， 제어 전력은 각 

제어판에 설치된 연압기를 통해 제공되도록 제작되었으며 운전올 위한 조작반은 공정용 

핫셀 리어도어 프레임의 좌측과 유지보수용 핫셀 리어도어 프레엽의 우측 벽의 측면 중 

앙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운전 제어 장치는 핫셀 내부 방사선 감시장치(Radiation 

Monitoring System)와 연동되어 방사선 준위가 설정된 기준치인 2.5 mSv/hr 이상이 되 

면 열리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핫셀 내부에 설치된 핫셀 감지지 (hot-cell detector)에서 나 

-62-



오는 선호를 받아 핫셀 외벽에 설치된 방사선감시장치로 보내진 신호가 설정 기준치를 

넘어서면 알랍이 올리고， 이 신호는 곧 핫셀 운전용 판넬로 전송되어 리어도어를 장그도 

록 선호플 주게 되어 결국 리어도어는 이 신호가 발생되는 한 열렬 수 없도록 연동되도 

록 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또한 리어도어는 핫셀과 동일한 구조 안전성 및 

차폐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제작되어 설치된 리어도어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및 

차폐성능 평가를 풍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차폐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이 입증되었다 

가. 공정용 핫셀 리어도어 

공정용 핫셀에 설치된 리어도어는 그림 3-4-7과 같으며， 높이 2,050 rnm, 폭 

1,100 mm, 두께 1,000 rnm이며， 총 중량은 13.5톤이다 

그림 3-4-7 공정용 핫셀에 설치된 리어도어 

그리고 공정용 핫셀 리어도어 중앙에는 그림 3-4-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내경 340 
mm의 Padirac 수송용기를 접속하기 위한 Padirac 접속장치가 부착되어 었으며， 외부에서 

내부로 리어도어 중앙부를 관통하는 바스켓 이송관(transfer tube ) 이 설치되어 이 관을 

통하여 고준위방사성 물질들올 안전하게 Padirac 용기로 반입 또는 반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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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공정 용 핫셀 Padirac cell door 

Padirac 접속장치는 리어도어 뒤쪽에 부착된 Padirac 차폐도어 (shield doorl에 의해 개 

폐가 이루어지며， 앞쪽에는 그립 348파 같이 Padirac cell door가 부착되어 있다 

리어도어를 닫을 때 리어도어를 구속하고， 리어도어와 결합되는 도어 프레임은 콘크리 

트 벽연에 설치된다. 도어 프레임은 50 rnm 두께의 플랜지와 앵글 구조물 및 이틀을 서 

로 연결하고， 핫셀 벽면의 콘크리트 거푸집 역할을 하는 철판 구조물로 구성된다 그리고 

리어도어에서 도어 프레임파 접촉되는 부분에는 silicon rubber 가스켓을 부착하여 기일 

올 유지하고， 리어도어찰 닫올 때의 충격력을 완화하도록 설계하였다. 

리어도어가 안착되는 바닥에는 리어도어의 구동바퀴와 접촉연적올 넓게 하기 위하여 

60 mm x 60 mm의 사각바(square barl 구조물로 레일이 설치되며， 이 레일 위에서 리어 

도어가 이동된다 레일의 길이는 11.000 rnm이며 개폐시 리어도어의 이동속도는 2 

m/min (0.033 m/sl으로 설계， 제작되었다 

ACPF 핫셀은 지하에 건설된 핫셀이기 때문에 천장에 루프도어 (roof doorl가 설치된 일 

반 핫생과는 달리 중량물올 핫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라어도어 개폐부 

이다 따라서 ACPF 공정용 핫셀 리어도어 앞변에는 그립 34 9와 같이 상하 이동할 수 

있는 하중체 리프탱 테이블올 제작， 설치하여 물품들의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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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공정용 핫셀 리어도어의 리프팅 테이블 

그리고 핫셀 내부 리어도어 앞부분의 working table 일부는 개폐될 수 있는 구조로 설 

치되었으며， 이 부분은 마그네틱 인양장치를 부착한 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리프탱 테이블은 핫셀 내부에서는 인셀 크레~ (in- cell crane)을 사용해 물풍들을 올 

려놓거나 내려놓게 되며， 격리실 (isolation room)에 설치된 지브 크레인 (jib crane)을 사용 

하여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다 그리고 리프탱 테이블 양 측면에 인양 고리를 부착하여 

여기에 벨트나 와이어를 걸고 인셀 크레인으로 리프탱 테이블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 

록 설계， 제작하였으며， 리프탱테이블의 상하 이동 가이드는 ratchet 톱니로 설계하여， 테 

이블이 안착된 후에는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하였다 리프팅 테이블을 내리려 할 경 

우는 핫셀 내의 원격조종기로 레버를 조작하여 ratchet 톱니에 걸리는 부분을 풀연 자중 

에 의해 내려가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리어도어의 설치는 장치의 하역과， 도어 프레임의 설치， 리어도어 안착용 레일의 셜치， 

그리고 도어 프레임과 리어도어의 결합상태 확인 작업 순으로 수행된다‘ 먼저 리어도어의 

도어 프레임을 콘크리트 개구부에 안착， 설치한 후 리어도어를 접속시킨 상태에서 수직과 

수평 상태， 그리고 결합시의 상하좌우의 틈새의 균일함 퉁올 연밀히 검토하였다. 이와 같 

이 도어 프레임의 설치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 도어 프레임이 설치될 주변의 철근 

(rebar)과 여러 군데를 용접으로 단단하게 고정하고， 바닥 부분에는 펼요시 받침용 쐐기 

둥을 삽입하여 견고히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중에 변형이 발생하여 원래의 설 

치위치에서 벗어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수행하였으 

며， 콘크리트의 타설시 리어도어 내부의 빈 공간에 콘크리트를 채우는 작업도 동시에 하 

였다 또한 리어도어의 설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리어도어가 구동되는 레일의 정확한 

설치이다‘ 리어도어용 레엘은 먼저 실중시설 핫셀 후연의 바닥의 콘크리트를 따내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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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먼저 수행하여 레일의 설치공간올 마련하는 작업올 먼저 수행하였다 따라서 레일이 

설치될 부분올 충분한 여유플 고려하여 바닥의 콘크리트릎 절개선을 만들고， 칩핑 

(chipping) 작업을 통하여 바닥연의 콘크리트룹 깨어냈다 콘크리트갈 제거작업 후 수준 

기 둥을 이용하여 정확한 레일의 설치 위치와 수평상태를 확인하면서 레일이 안착휠 베 

이스를 설치하는 작엽올 수행하고 그 주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그립 3←4- 10은 공 

정용 핫셀 리어도어의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 모습올 보여준다， 

그림 3-4- 10. 공정용 핫셀 리어도어 설치 

나 유지보수용 핫셀 리어도어 

유지보수용 핫셀에 설치왼 리어도어는 높이 2,050 mm, 폭 1,100 mm, 두께 800 

mm이며 1 총 중량은 8.5톤이다 유지보수용 핫셀의 리어도어는 Padirac 수송용기 이송관 

이 없고， 공정용 핫셀의 리어도어보다 두께가 200 mm 앓다- 이와 같은 차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공정용 핫셀의 리어도어와 같은 방식으로 설계， 제작되었으며， 레일의 길이는 

1,500 mm이고， 개폐 시 이동속도도 공정용 핫셀의 리어도어와 동일하게 2 m/min으로 셜 

계， 제작되었다 

설치에 있어서 공정용 핫셀 리어도어의 경우 취급공간이 여유가 있지만， 유지보수용 핫 

셀이 설치되는 공간은 매우 종기 때문에 높이가 2m가 넘고， 폭이 1 m가 넘는 리어도어 

및 프레임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유지보수젤 리어도어의 경우 

체인블럭올 설치할 수 있는 임시용 설치 프레임을 설치하고 여기에 여러 개의 체인블럭 

을 매달아 훌프레임과 리어도어를 세우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설치작업은 공정 

셀 리어도어와 유사하게 수행하였다 그림 3- 4 11과 3-4← 12는 유지보수젤 리어도어의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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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 타설전 셜치 모습과 최종 설치 모습올 보여준다 

그림 3- 4- 11 유지보수용 핫셀 러어도어 설치 

그림 3-4-12 유지보수용 핫셀 리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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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핫셀 크레인(In cell Crane) 및 지브 크레인(jib Crane) 

ACP 실중시설에는 핫생 내부에서 공정장치 및 공정물질 둥을 취급하기 위한 천 

장형 (over head type) 인셀 크레인이 설치되었으며， 핫셀 뒤에 설치왼 격리실(isolation 

room )에는 리어도어를 통한 중량물의 반엽， 반출올 위하여 지브 크레인을 설치하였다 그 

리고 핫셀 내부에 공정용 핫젤(M8a)과 유지보수용 핫셀(M8b) 간의 인셀 크레인 이동과 

정상 운전시 핫생 간의 차폐 및 격리의 기능올 고려하여 크레인게이트(crane gate)7r 설 

치되었다 이플 장비틀은 국내 전문제작엽체인 효성다이아몬드(주)에서 설계， 제작하였으 

며， 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제작 후 공장에서 기능 및 변형여부 둥에 대한 검사륜 받 

았고， 설치 후에는 본 시설에서 직접 기능 및 정격하중에 대한 부하시험을 검사원 입회하 

에 수행하여 합격하였다 

그렴 34 13과 인셀 크레인이 천장형 위하여 

및 크레인게이트 

중량물올 취급하기 

가- 인셀 크레인 

핫셀 내에서 

같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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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13. 인셀 크레인 및 크레인게이트 설치도 

인셀 크레인의 인양용량은 1 ton이며， span은 1,800 mm , 거더 (girder)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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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이다 또한 최대 인양높이는 3.4 m이나， 핫셀 내의 working table 높이가 900 mm이 

므로 실제 유효 인양높이는 2.5 m이다 

핫셀 내부 공간에는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접근영역을 최대로 크게 하도록 거 

더의 폭을 최소화 하고， 정큰거리 (approach )를 최대화하도록 설계함으로서 접근거리를 전 

면 450 mm, 후변 450 mm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핫셀의 전후방향으로 1,130 mm의 

이통거리를 갖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크레인의 주행 이동속도는 2.5 rn/min , 호이스트 속 

도는 1 - 3.5 rn/min, 횡행방향의 이송속도는 3.0 rn/min으로 설계， 제작되었다 

한편 인셀 크레인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확인하여 수리하기 위해서는 인셀 크레인을 

유지보수용 핫셀로 이동시켜 작업올 해야 한다 이 경우 크레인이 지 나다니는 상부 공간 

이 빈 공간으로 남기 때문에 셀간벽 상부 공간의 방사선 차폐를 위하여 크레인게이트를 

설치하였다 

크레인게이트는 150 mm 두께의 납차폐체 구조로 설계， 제작되었으며， 평소에는 그림 

3←4- 1 3에 표기된 것과 같이 공정용 핫셀의 끝단에 놓여 있다가， 유지보수셀에서 고하중 

조작기 (telescopic manipulator: TM)나 크레인의 유지보수 작엽을 수행할 경우에만 셀간 

벽 상부로 이동시켜 작업자의 방사선 차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크레인게 

이트의 납차폐체 중량이 약 3.7 ton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납차폐체는 철제 케이스 내부 

에 v형 홈이 있는 납벽돌을 채워서 조립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조립 및 설치가 용이하도 

록 하였다 

핫셀 내에 설치된 인셀 크레인과 크레인게이트는 핫셀 구조물과 동일한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내진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인셀 크레인의 내진해석에서는 

ACP- NHC- 75- 131, CMAA Specification No. 70- 1994, Uniforrn Building Code(UBC) 및 

ffiEE344- 1987의 요건에 적합함을 검증하였다 해석코드로는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NSYS Ver. 9.0을 이용하고， 유한요소모텔은 Elastic Beam (BEAM4) , Elastic 

ShelHSHELL63) 그리고 Mass(MASS21 ) 요소들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내진해석 결과 

핫셀 크레인은 허용웅력 및 변위에 대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였다 직경이 8 mm이고， 

파단강도가 9,033 lbf인 lift rope의 정격부하에 대한 안전성은 정적하중에서 0.1 22, 동적하 

중에서는 0.128로 계산되어 허용기준인 0.2 이하로서 충분한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보수적인 내진 안전성을 유지함을 입증하였다 

인셀 크레인과 크레인게이트의 전원은 주회로의 경우 AC 3φ 440V 60Hz, 조작회로는 

AC 1φ 1l0V 60Hz, D.C 브레이크회로는 D.C 100V로 설계， 제작되었다 그리고 인셀 크 

레인과 크레인게이트 모두 그립 3-4- 14와 그림 3-4- 15에서 보듯이 핫셀 외부에서 조작 

기 버튼을 이용해 구동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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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인셀 크레인 설치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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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크레인게이트 설치 측면도 

인셀 크레인의 경우 핫셀의 전면인 작업구역의 operating console에 위치한 세 곳에 인 

셀 크레인 운전용 케이블 포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서 인셀 크레인 조작이 필요 

한 핫셀 내 위치에 대한 시야의 확보가 쉽고 조작이 편한 장소에 위치한 포트에 이동이 

가능한 인셀 크레인 운전데스크릅 결합하여 조작 버튼을 사용하여 운전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크레인게이트는 유지보수용 핫셀 전연의 operating console에 설치된 조작 버튼을 

통하여 운전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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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셀 크레인과 크레인게이트는 제작 후 제작현장겸사를 수행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 

하고 실증시설로 반입하여 설치작업을 하였다 핫셀 내부에 설치되는 핫셀 크레인 및 크 

레인게이트는 건설중인 핫셀 내부에 마땅한 인양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립 3-4- 16과 그립 

3-4- 17과 같이 철재 빔을 크레인이 설치될 레인 상부에 설치하고， 핫셀의 천장에 5톤 용 

량의 체인블럭Cchain block)을 설치한 후 이들 장치를 이용하여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3-4-16 인셀 크레인 설치작업 

그림 3-4-17‘ 크레인게이트 설치 작업 

그림 3-4- 18과 그립 3-4- 19는 핫셀 내부에 설치된 인셀 크레인과 크레인게이트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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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핫셀 내 셜치된 인셀 크레인 

그림 3-4-19. 핫셀 내 설치된 크레인게이트 

냐. 지브 크레인 

핫셀 서비스 구역인 핫셀 후연의 격리실에는 공정장치 둥 중량물을 핫셀로 반 

입， 반출하기 위하여 지브 크레인을 설치하였다 지브 크레인의의 인양용량은 1 ton이며， 

전체 크기는 높이가 3.02 m, 폭이 2.9 m이며， 이동거리 <stroke)가 l.65 m, 인양높이가 

2.07 m이다 이 크레인은 실증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층의 높이가 낮으며， 천장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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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올 설치할 공간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l층으로 통하는 개폐구(hatch doorl괄 통하 

여 조사재시험시설 서비스구역의 천장크레인(30톤/5톤 용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내려놓은 

이후에 핫셀 리어도어에 이르러서는 별도의 중량물 인양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지브 크레인의 권상속도는 저속과 고속 두 가지를 사용하며， 저속인 경우 1.2 m/min, 

고속인 경우 12 m/min이며 횡행속도는 10 m/min , 선회속도(slewing speedl는 0.5 rpm으 

로 설계， 제작되었다 지브 크레인의 전원은 인셀 크레인과 같이 주회로는 AC 3φ 440V 

60Hz, 조작회로는 AC 1φ 1l0V 60Hz, D.C 브레이크회로는 D.C lOOV로 설계， 제작되었 

다‘ 지브 크레인의 운전은 벽면에 부착된 console box에 설치된 조작 버튼올 조작하여 운 

전한다 지브 크레인의 설치를 위해 먼저 핫셀 뒷면의 격려실의 설치펠 위치에 그림 

3 4 20과 같이 지브 크레인의 기퉁<column l을 고정시킬 앵커볼트를 설치한 후， 그림 

3 4 21과 같이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3-4-20 지브 크레인 앵커볼트 설치 작업 

그림 3- 4-21. 지브 크레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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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 크레인의 설치 역시 격리실의 천장에 두 개의 체인블럭을 설치하고， 기둥 설치작 

엄올 완료한 후 상부에 올라가는 빔 (beam) 구조불올 조립하는 순으로 조립작업을 수행하 

였다 그림 3 4 22는 격리실에 설치된 지브 크레인의 모습올 보여준다 

그림 3-4-22 격리실에 설치된 지브 크레인 

6. Padirac 수송용기 접속장치 (Padirac Cask Adaptor) 

공정용 핫셀에 설치된 리어도어는 항셀 뒤편 격리실에서 고준위 방사성 핵물질 

및 폐기물의 반출입을 위하여 Padirac 수송용기 (Padirac cask)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Padirac 접속장치가 부착된 구조로 설계，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공정셀 리어도어에는 중 

앙올 관통하는 내경 340 rnm의 Padirac 바스켓 。l 송관(transfer tube)올 두었으며， 이송관 

의 내부는 스테인리스강인 STS304로 라이너 Oiner)를 대었고， 이송관의 외곽에는 원주방 

향으로 납차폐체릅 설치하였다 그림 3-4-23은 리어도어 제작 모습으로 여기서 리어도어 

내부의 Padirac 바스켓 이송관과 주변의 납차폐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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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Padirac 바스켓 이송관 및 주변 납차폐체 

이송관은 리어도어 뒤쪽에 부착된 Padirac shield door에 의해 개폐가 이루어지며， 앞쪽 

에는 Padirac cell door가 부착되어 있다. 

Padirac 접속장치는 고준위 방사성물질을 핫셀로 반출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RD 10 

또는 RD- 15 Padirac 수송용기를 기밀성이 유지된 상태로 접속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치 

로서， 기존 시설에서 사용하는 Padirac 수송용기와의 호환성올 고려하여 동일 제조업체인 

프랑스의 la Calhene에서 설계， 제작되었고， 제작된 Model은 Cell Flange BRCL 270이다 

Padirac 접속장치인 Cell Flange BRCL 270은 Cell Flange<BRCLl 본체와 Cell 

Door(POCLl 2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Cell Flange 본체는 stainless steel 316L 

로 제작되었으며， 리어도어와 동일한 차폐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 차폐체가 채워져 있 

다 본체의 중량은 2，얘o kg이며， 외곽 치수는 높이 1,000 mm, 너비 900 mm, 두께 350 

mm이다. 본체는 리어도어에 너트로 고정， 부착되었으며， gasket seal paπ와 4개의 롤러 

가이 드{roller g비de}와 나선 형 홈 형 태 의 구조로 제 작된 locking ring 및 arm 둥으로 구 

성되었다 그림 3-4-24는 리어도어에 설치된 Padirac shield door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으며， 그림 3-4-25는 Padirac cell door의 개폐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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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r4-24. 리어도어에 부착된 Pacira:: 앙용(jd.rr 

그림 3-4-25 리어도어에 부착된 Padrac ∞，11 d.rr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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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dirac 수송용기 운반 테이블 

공정용 핫셀 뒤쪽 서비스구역에 설치된 Padirac 수송용기 운반 테이블은 Padirac 

수송용기를 해치도어 (hatch door) 아래서부터 리어도어까지 11m의 거리를 운반하여 리 

어도어의 Padirac shield door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이다 Padirac 수송용기는 크레인을 

사용해 조사재시험시설 서버스구역에서 해치도어를 통해 ACP 실중시설 서비스구역으로 

들어와 Padirac 수송용기 운반 테이블에 안착된다 

이 장치는 본체 프레임과 상판， Padirac 수송용기가 안착되는 받침대 (supporting 

saddle), Padirac 수송용기와 shield door의 결속을 위한 결합키 (key)의 인양부， 본체의 구 

동부 둥으로 구성되며， 전체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 900 mm 정도이며， 높이는 약 1 m 

이다 Padirac 수송용기 받침대는 STS304 재질로 Padirac RD- 15 수송용기와 RD-10 수 

송용기를 안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본체는 Padirac RD- 15 수송용기의 무게가 

2.6 톤이므로， 안전성을 고려해 9 톤의 하중올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Padirac 

결합키와 수송용기를 안착한 장치는 리어도어의 Padirac shield door까지 이동한 후 여기 

에서 결합키를 인양하여 Padirac 수송용기와 shield door를 결속시키고 열게 된다 

Padirac 결합키는 장치의 전면에 있는 인양부에 안착되는데， 양쪽에 결합키를 끼울 수 있 

도록 홈 구조로 된 가이드(guide)가 부착되어 있다 인양부는 Padirac 수송용기 및 shield 

door의 개폐부와 결합키의 총 중량을 고려한 요구 인양중량이 1 톤이므로 안전성을 고려 

해 인양 용량을 3 톤으로 설정하고， 전동 screw 방식으로 구동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장치에는 본체의 이동과 결합키의 인양 구동을 위해 두 개의 전동기가 장착되었으며， 전 

동기의 용량은 1.5 kW이며 전원은 AC 3φ 440V 60Hz이다 Padirac 수송용기 운반 테이 

블의 이동은 리어도어 이동용 레일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장치의 구동은 측면과 

후면에 설치된 조작 버튼올 통해 하도록 하였다 제작 후 제작현장에서 부하시험 및 구동 

시험 퉁을 수행하여 장치의 구조적 건전성 및 구동시 안정성과 주행성 둥올 확인한 후 

시설에 반입하였다 그립 3-4-26은 제작현장에서 수행한 부하시험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립 3-4-27은 ACP 실중시설에 설치된 모습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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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ì. pã:iæ 수승용기 운반 테이블 하중 시험 

그림 3-4-27. ACP 실증시설에 설치된 Padirac 

수송용기 운반 테이블 

8 셀간벽 크레인 도어(Inter-cell Crane Door) 및 Pass- thru 도어 

공정용 핫셀과 유지보수용 핫셀 간에 핫셀 크레인 또는 고하중조작기 

TM(Telescopic Manipulator)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이들 장치의 유지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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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유지보수용 핫셀로 이동할 때 크레인 후크를 포함한 중량물의 이동을 위하여 셀 

간벽의 일부 및 상부를 개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셀간벽 크레인 도어는 셀간벽을 개폐하 

는 장치로 펼요시에만 개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셀간벽의 상부는 앞에서 기술 

하였듯이 크레인게이트를 이동시켜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pass- thru 도어는 공정용 핫셀과 유지보수용 찾셀 사이에 시약류 및 작은 규모 

의 장구들을 이동하기 위하여 셀간벽 개폐 장치로， 셀간벽 양쪽 하단에 워킹테이블 

(working table) 상부 면과 같은 level 위치에 설치되었으며， 펼요시에 양쪽 도어를 교차 

하여 개방하도록 설 계， 제작되었다‘ 이 장비들은 한국차폐기술주식회사에서 제작하여 설 

치하였다 

가. 셀간벽 크레인 도어 

셀간벽 크레인 도어 장치는 개폐 도어 본체와 도어 하우정 (housing) 및 차폐 

체， 전동모터를 포함한 구동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구부의 크기는 폭 600 mm , 높 

이 1275 mrn이다， 도어 본체는 외형 크기가 폭 835 mrn, 높이 1370 mm , 두께 정o mm이 

고‘ 20 mm 두께의 STS304 강판 케이스에 210 mm 두께의 납 차폐체로 채워져 있다 도 

어 하우징은 셀간벽 크레인 도어를 여는 경우 도어 본체를 수납하는 공간으로서 20 mm 

와 50 mrn 두께의 STS304 강판으로 제작되어 설치되었다. 셀간벽 크레인 도어의 구동은 

하부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0.5마력 용량의 기어드(geared) 모터에 의해 좌우로 구동되도 

록 설계， 제작되었으며，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도어의 개폐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작동은 operating console에 설치된 조작반에서 조작버튼에 의해 조작되 

도록 설치하였다 그림 3-4-28은 ACP 헛셀에 설치된 셀간벽 크레연 도어의 개폐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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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æ μy 핫셀에 설치된 셀간벽 크레인 도어 

나 Pass- thru 도어 

Pass- thru 도어는 도어 본체， counter weight, 도르래 (sheave) 장치 퉁으로 구 

성되며， weight balance에 의해 작동되도록 설계 1 제작되었으며， 개구부의 치수는 폭 300 

mm, 높이 400 mm이다- 도어 본체는 외형 크기가 폭 410 mm, 높이 480 mm, 두께 115 

mm이며， 5 mm 두께의 STS304 강판 케이스에 105 mm 두께의 납 차폐체로 채워져 있 

다 counter weight는 폭 325 mm, 높이 605 mm, 두께 115 mm이며， 케이스는 5 mm 두 

께의 STS304 강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는 105 mm 두께의 납차폐체로 되어있다‘ 도 

어와 counter weight의 자중은 237 kg으로 동일하게 설계， 제작되었으며， 상부에 도르래 

장치를 설치하여 도어와 counter weight의 weight balance에 의해 작은 부하를 가지고 

원격조종기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폐시 필요한 하중은 최대 5 kgf로 측정되었다， 
장치는 두 세트가 제작되어 셀간벽 양쪽에 설치하였으며， 관통부에는 물품을 이송할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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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Ürolley)를 설치하였다 트롤리는 폭 280 mm , 길 이 450 mm의 면적을 가지며， 각 모서 

리 부분에 바퀴가 부착되어 있고， 중앙에 설치된 레일 위에서 이동하게 된다 그립 

3←4→29는 ACP 핫셀에 설치된 pass- thru 도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4-29. ACP 핫셀에 설치된 pass- thru 도어 

9. Storage Vault 및 Toboggan 

7t. Storage Vault 

핫셀 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결과물로 얻게 되는 우라늄 금속 ingot과 금속전환공정에서 매질로 사용한 LiCl 용 

융염을 저장이 용이한 ingot으로 제조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fission product들이 잔류하 

게 되므로 높은 방사선 준위를 갖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소 내에 이들을 저장，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저장시설이 확보되기까지는 핫셀 내에 임시 저장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하여 공정용 핫셀과 유지보수용 핫셀의 워킹테이블 하부에 충분한 차폐능을 

갖춘 storage vault를 각각 l기씩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storage vault에는 금속전환체 

ingot 100 kg과 영 ingot 150 kg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올 가지고 있다 

공정용 핫셀에 설치된 storage vault는 그림 3-4-30과 같이 직육연체 구조의 외형을 가 

지고 있으며 크기는 가로 1130 mrn, 세로 930 mm, 높이 800 mr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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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0 공정용 핫셀 storaQe va미t 설계도 

! 

• 

유지보수용 핫셀에 설치된 것은 그림 3-4-31과 같이 왈연체 구조로 가로 820/1220 

mm, 세로 840/640 mm, 높이 800 mm이다 

i 

4 
‘ _ ..... 

그림 3-4-31 유지보수용 핫셀 storaQe va비t 설계도 

내부 구조는 지름 200 mm , 높이 525 mm의 6개 hole로 된 저장 공간이 있으며， 저장 

공간 외부는 최대 270 mm 두께의 납 차폐체가 채워져 있다‘ 그리고 외부는 10 mm 두께 

의 STS304 강판 케이스로 제작되었다 그림 34-32는 ACP 핫셀에 설치된 storage vault 

의 상부 모습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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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2. ACP 핫셀에 설치된 storaoe vau~ 상부 모습 

냐. Toboggan 

Toboggan은 핫셀의 작업구역에서 필요시 공정용 핫셀 내부로 작은 공구 둥을 

투입하기 용이하도록 설치되었으며. 25.5。 이상의 구배가 유지되는 3차원 S자 형태의 

curvature를 갖도록 하고， 셀간벽을 관통하여 공정용 핫셀 내부로 연결되도록 6 inch 

sch40 pipe로 설계， 제작하였다. 차폐능 확보를 위하여 주변에 별도의 납 차폐 block을 부 

착하여 설치하였다 그림 3-4-33은 ACP 핫셀에 설치된 toboggan을 작업구역에 본 모습 

과 핫셀 내부에서 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4-33. ACP 핫셀에 설치된 toboo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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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철 RMS 장비 제작， 설치 

L 방사선감시 시스랩 개요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기술개발부에서는 기존의 이산화우라늄 사용후핵연료를 금 

속으로 전환시켜 부피를 감용하는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 공정의 실험올 위한 핫셀 

시설을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에 건설하였다 이 시설은 고준위 방사선올 방출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취급하므로 핫셀 주변의 방사능을 정기적으로 감시할 방사능감시설비<RMS)가 

반드시 펼요하다 이의 설치를 통해 작업환경내의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작업자 

들의 안전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2. 방사선감시 시스템 설치 위치 

ACPF 시설이 조사재시험시설 (IMEF) 지하층에 위치함에 따라 RMS도 역시 지하 

l층에 위치하게 되며 이에 해당하는 층의 평면도는 그림 3→5- 1과 같다‘ 

3. 시스템 구성 

가. 장치 목록 

@호9 

그림 3-5-1. IMEF 지하 1충 평면도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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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의 주요 장치 목록 및 사용용도는 표 3-5-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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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1. RMS 장치 목록 

명 칭 T-~걷γ 용도 

Area Monitor 3 운전구역과 서비스구역 공간 선량율 측정 

Hot Cell Door Monitor 2 
핫셀내 고준위 방사능 측정 

Hot Cell Rear Door9} lnterlock 

Room Air Monitor 2 
운전구역과 서비스구역의 방사성 입자 및 

옥소의 방사능 측정 

Duct Monitor 공정에서 발생한 배기체의 선량율 측정 

lodine Monitor 공정에서 발생한 옥소 기체 선량율 측정 

CCTV 3 시설의 운영상황과 작업자의 안전상황 파악 

Server & Software l IMEF 건물의 RMS와 독립된 서버 구성 

나. 시스템 장치별 구성목록 

자세한 장비 현황은 표 3-5-2에 나타내었다 

표 3-5-2 장치별 세부 구성목록 

Equipment Location 
Equp. No 

(ACP- RM•) 
Model Serial Number 

ADM606M 03057147 
M8a Cell CR021 CF300V3 04057525 

Hot Cell LND lon Probe 04057527 
ADM606M 03057269 

Door 
h‘ 8b Cell CR022 CF300V3 04057526 

LND lon Probe 04057528 
Spare LND lon Probe 04057529 

Operation ADM606M 03057143 
CROOl 

w/GP110S1 041110001 Area 

Area Gamma Air Lock Area CR003 w/GP110S1 041110002 

Service Area CR002 
ADM606M 03057144 
w/GP110S1 041110003 

Soare w/GP110S1 0411 lO004 

Service Area CR031 
ADM606M 03057145 

Duct 1\‘onitor w/GSP100 041026001 
Soare w/GSP100 041062002 

Iodine Service Area CR041 CAMllOIFF 040560잃 

Operation 
CROll CAMl lOPIFF 040닮086 

Room Air Area 

Service Area CR012 CAMllOPIFF 040닮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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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템 구성도 

그링 3-5-2는 전체 RMS 장치들의 실제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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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RMS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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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장비 

7}. Hot Cell Door Monitor for Gamma 

(1) 장치 개요 

실험 시설의 전체 방사능 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험이 수행되는 핫 

셀 내부이며，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게 되는 현 공정의 특성상 방사능 감시의 중요도가 

더욱 크다. 새로운 핫셀의 갑지기를 선정하기에 앞서， 방사능에 조사왼 재료를 핫셀 내에 

서 실험한 경험이 있는 조사재시험시설(11αFl의 기존 감시기를 먼저 살펴보았다 

ACPF 보다 10여년 전에 건설된 IMEF 핫셀의 핫셀 감시기는 전체적인 장비가 크고， 둔 

탁한 느낌이 있었지만， 감시기의 감사 범위가 0.1 mSv새Sv -10 Sv새 로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기종(LND-50317l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인 RMS 

시스템은 AREVA 그룹 산하의 Canberra 제품으로 구성되었지만， 핫셀 감시기만은 LND 

회사 제풍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Canberra 측에 기술적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검 

중하여 중간 Converter의 추가적인 설치를 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IMEF 핫셀 감시기의 경우， 감시기의 교정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감시기 

를 핫셀 벽에서 꺼낼 때， 감시기 차폐체 및 주변장치들의 하중이 너무 커서 작업자 혼자 

서 작업이 어려우며， 차폐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1 meter 이상을 직선거리로 꺼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시기 차폐체를 분리형으로 제작하고， 무 

게를 줄임과 동시에 효율적인 차폐가 가능하고， 전체 길이를 꺼내지 않아도 되도록 기본 

구조를 변경하였다 

핫셀 감시기의 경우에는 핫셀의 Rear Door와 연계하여 Interlock 기능을 설정하도록 되 

어 있는데， 이는 7장에 설명을 하였다 

(2) 장비 특성 

• Gamma Ionization chamber probe 

• Detector Dynamic Range 0.1 mSv/h to 10 Sv/hr 

• Fill Gas nitrogen 

• Operating temperature range : - 50 to 100 t: 
• Gamma sensitivity at Co- 60 : 1.80E- 12 A쩌Ihr 

(3) 기존 IMEF 장비 검토 

그림 3-5←3은 기존 IMEF 핫셀의 핫셀 감시기의 전체적인 구성도를 나타낸 

다 그림 3-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시기와 차폐체가 일체형으로 용접되어 있어 유지 

보수 관점에서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또한 핫셀의 바깥쪽(Cold sidel에는 여러 볼 

트형태로 잠그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차폐능력과는 상관없이 유지보수 관점에서 불펼 

요하고， 또한 작업자가 쉽게 꺼내기 어려운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 이를 개선한 고리 모양 

을 추가하였다 그러 나， 이와 같이 선행되어 설치된 장치의 구성도를 파악합으로서 새로 

운 장치 설치에 많은 도웅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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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IMEF Hotcell Detector 

(4) Hot Cell Detector 

아래 그림 3-5-4는 핫셀 감시기의 자세한 사양올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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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Hotcell Detector Specification Table 

(5) 설치전 제작 및 검사 

아래 그림 3-5-5는 핫셀 감시기의 차폐체의 수직 단연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차페체가 일직선으로 관통되어 있어 오히려 차폐능 측면에서는 취약한 점을 보이 

는데 비해， 아래 차폐체는 계단식으로 굴절되어 있어 차폐능 효과가 매우 향상되었다 

녹색 부분이 핫셀 감시기(Detector) 이며， 주황색 부분이 차폐체를 나타낸다 감시기와 차 

폐체 사이를 잇는 일직선의 막대부분은 유연성과 강성을 동시에 지닌 방사선 cable을 사 

용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αilEF 시설의 경우 스틸 재료를 사용했던 결과， 깜시기의 삽입 

시에 강시기 Casc 부분에 충격올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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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Hotcell Detector CasinQ 단연 도 

아래 그립 3 5-6은 차폐체의 부풍 사진이며， 그립 3-5-7은 감시기를 잡아주는 부품의 

확대 그림이다 

그림 3-5-6. CasinQ 부품도 그림 3-5-7. Detector HoldinQ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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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립 3-5-8은 위의 부품들이 결합되었올 경우를 나타내는 그립이다 

그림 3-5-8. CasinQ 부품을 합체 한 모앙 

그림 3 59와 그렴 3-5- 10은 감시기 Casing의 외부 차폐체(핫젤의 콘크리트 벽에 묻게 

되 는 부분)의 성능 검사를 위하여 가상의 감시기 몸체(파란 봉 모양)를 제작하여 실제 외 

부 차폐체에 삽입한 후에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링이다 

그 림 3-5-9. Hotcell Detector CasinQ 모 형 

그림 3-5- 10. Casing 모형을 차폐체 

내에 삽입 테스트 모습 

-91-



그립 3 5 11 은 감시가 Casing 중 핫셀의 안쪽{Hot sidel에 노춤되는 부분에 대한 PT 
검사(Penetration Testl 모습을 나타내며， 그립 3 5 12는 전체적인 외부 차폐체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 림 3-5-1 1. Penetration Te51 모 습 그림 3-5-12 전체적인 외관 모습 

이와 같이 핫셀 감시기의 설치에 앞서 각 부풍들의 조립과 실제 삽입 테스트 및 PT테 

스트를 통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핫셀의 콘크리트 차폐 구조물 속에 묻히게 되 

는 장치이므로 일단 설치 이후에 수정이 매우 어려운 관계로 조심스런 과정을 거쳐 작업 

하였다 

(6) 설치된 모습 

그림 3 5- 13은 감시기 차폐체를 Casing 내에 삽입한 모습올 보여주고 있다 
맨 위에 있는 고리 모양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쉽게 차폐체를 꺼낼 수 있도록 새로 고안 

되었다- 그림 3 5- 14는 감시기 데이터 선까지 연결된 실제 모숨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lMEF의 경우에는 감시기의 위치가 일반적인 사람의 키를 훨씬 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 

는 관계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서 두 사랍이상이 같이 작업하여 1 meter 정도를 끌 
어내야 하지만， 현 시설의 감시기는 이런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이 쉽게 접 

근하고， 혼자서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3용13 핫셀 벽 바깥쪽의 모습 그림 3건-14 선 연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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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15은 핫셀 감시기의 모니터<Ratemeter， 우측)와 컨버터 (LND detector를 사용 

하기 위 한)를 보여주고 있다 컨버터는 LND 핫셀 감시기와 Canberra Raterneter 간의 

데이터 전송올 담당한다 그림 3-5- 16은 실제 M8a 핫셀(Process Celll의 내부CHot sidel 

에 설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핫셀 감시기와 마찬가지로 핫셀 내부 차폐벽 

으로부터 10 cm 돌출되어 있다 감시기 Casing 옆에 내부 환기 Ducut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핫셀 내의 주요 공정 장치들(특히 방사능 준위가 높은 상태의 물질들을 다루는 

장치들)이 감시기의 왼편에 위치해 있으며， 환기 Duct 바로 옆은 핫셀의 Rear Door 부분 

이므로 핫셀내의 고 방사능 대표값을 감시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5- 15. 컨버터와 Ratemeter 모습 

그림 3-5- 16 핫셀 안쭉에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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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17은 핫셀의 서비스 구역내에 설치된 Isolation Room내에서 Rear Door 방향 

을 바라본 모습이 다 Rear Door 우측의 Shield Plug 옆에 위 치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립 3 5- 18은 M8b Cell (Maintenance Cell)을 운전구역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차폐창 및 

Manipulator 옆으로 감시 기 Casing 및 Ratemeter, Converter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3-5-17. 핫셀의 뒤펀에서 바라본 모습 

그림 3-5-18 운전구역에서 바라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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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3-5- 19는 M8b 핫셀의 감시기가 설치된 안쪽과 바깥쪽 모습올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 갑지기 역시 핫셀 내의 대표값을 측정하기에 큰 문제가 없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 19. 핫셀에 실제 설치된 모습 

나_ Room Air Monitor 

(1) 장치 개요 

Room Air Monitor(공기오염 감지기)는 작업 공간내의 미세 입자들을 감시하 

는 장치이며. ACPF 에 설치한 공기오염 감지기는 단순히 입자형태 뿐만 아니라. H31까 

지 검출할 수 있는 복합형 갑지기이다 전체적인 ACPF 영역은 크게 운전구역과 서비스 

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각 구역올 대표하는 공기중 오염농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각 

구역에 한 대씩 설치하였다 그러나， 공기를 빨아들여 검사를 해야 하는 장치 본연의 특 

성 상 홉입 모터의 구동이 불가피하여 소음이 크게 나는 단정이 있다_ IMEF 빌딩의 주 

요 유틸리티 설비가 설치되어 원래 소음이 큰 서비스구역은 크게 상관없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한 운전구역에는 이 장치가 문제가 되어， 소음방지 박스를 따로 제작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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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특성 

• Designed for simultaneous measurement of particulate and iodine 

• Detector type NE102 plastic scintil1ator for Beta, BGO crystal for 

Gamma 

• Minimum Detectable Concentration(MDCl 드 0.37Bq/ m' for particulates 

• Minimum Detectable Concentration(MDCl 드 0.37Bq/m‘ for I- 131 

(3) 설치된 모습 
그림 3-5-20은 최초 운전구역에 설치된 공기오염 검사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펌프의 소음이 너무 큰 관계로 정상적인 운전에 어려웅올 

겪게 되어 그림 3-5-21과 같이 전체를 감싸는 Casing Box를 새로 제작하였다‘ 이 박스 

를 제작함에 있어서 특징적인 사항으로서는， 기존의 홉입 배판이 장치의 모니터 위치보다 

더 낮아서， 사랍들이 작업시에 공기를 홉입하게 되는 높이로 배관을 높였다는 것이다 

즉， 공기 채집의 대표성을 높인 것이다 그림 3-5 21에 이 배관의 높이가 잘 나타나 있 

으며， 그립 3- 5 22는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20 원래 모습 그림 3-5-21. CasinQ 이후 모습 

그러나， 감시기륜 밀폐된 공간에 보관함으로써 펌프에서 발생하는 열올 배출하지 못해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3 5 23과 같이 

두 개의 팬을 설치하여 자연스러운 쿨령이 되도록 조치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였 

다‘ 그림 3-5 24는 정연에서 바라본 모습올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5-25는 서비스구 

역에 설치된 공기오염 검사기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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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2. Casina 안쪽 모습 그림 3-5-23 온도조절 을 위 한 통풍 

그림 3-5-24.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 그림 3-5-25 서비스 구역에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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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rea Garnma Monitor 

(1) 장치 개요 

Area Gamma Monitor는 작업 공간의 강마선의 선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며， 

ACPF 시셜의 대표적인 두 구역인 운전구역 및 서비스구역과 두 구역간의 중간 위치인 

Air Lock Zone까지 총 3개의 감시기를 설치하였다 모니터 역할을 하는 Ratemeter가 총 

3개의 감시기 신호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예산관리 및 실질적인 운영 편의를 위해 Air 

Lock Zone의 감시기는 운전구역 감시기의 Ratemeter에 연결하여 한 Ratemeter에서 두 

대의 감시기 수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2) 장비 특성 
• Detector Sensitivities, Low Range : 18 CPS/，μSv께 

• Detector Sensitivities, High Range : 0.007 CPS/1μSv재 

(3) 설치된 모습 
그링 3-5-26과 그립 3-5-27은 운전구역 및 Air Lock Zone에 각각 설치된 

모습이며， 운전구역의 Ratemeter 화면에 두 대의 수치가 동시에 나타냥올 알 수 있다. 

그림 3-5-26 운전구역 Area Monitor 그림 3-5-27. Air Lock Zone Area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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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_ Duct Monitor 

(1) 장치 개요 

일반적으로 방사능 선원을 취급하는 핫셀의 Rear Door를 열게 되연 핫셀 내 

에 부압이 작동 중인 경우라도 Door 바로 가까운 지점은 상대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될 위 

험이 크다 따라서 ACPF 시설은 주요 공정 셀인 M8a Cell의 Rear Door를 감싸는 

Isolation Room-올 새로이 추가하여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였다 그러 

나， 이와 같은 격려실의 새로운 건설은 기폰의 Ventilation Duct Line과 상충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 배관 라인올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또한 m‘EF 건물에는 조사재시 

험시설 고유의 기능과 더불어 DUPIC 연구 핫셀이 이미 가동 중인 상태인데， 최근 엄격 

해진 방사능관련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영향으로 각 시 설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선 

원(Radioactive Source)의 정량적인 감시가 매우 중요해졌다 IMEF 건물의 Ventilation 

이 이와 같은 세 시설(IMEF， DUPIC<DFDF) , ACPFl의 배기를 각각 감시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IMEF의 Ventilation은 옆의 RIPF 건물의 Ventilation과 함께 하나로 건물의 굴 

뚝으로 모아져서 방출되게 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ACPF 만은 자체적인 배출가스의 감시를 정량적으로 해야 할 필요 

성이 대두되어 핫셀의 최초 배기시 점에 Duct 감시기와 Iodine 감시기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Duct Line의 변경 공사 때문에 실제 각 감시기들을 설치 

할 선택적 공간이 제한되었다 

그림 3-5-28은 위의 두 가지 사항(덕트 이전 공사 및 새로운 감시기 설치 위치)을 한 

번에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오렌지 색 Old Line을 제거하고 녹색부분의 New Line을 

파란색의 Common Line과 같이 연결하연서， 동시에 핫셀의 최초 배기 위치에 감시기를 

설치하였는데， 이 때， Common Line의 오른쪽 수직 배관이 1층에서부터 연결된 배관이므 

로， 이 배관과 합쳐지기 이전 시 점인 붉은 색 부분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위치가 정해졌 

다 

(2) 장비 특성 

• Gamma scintillator for high range detection 

• Range: lOE- 6 to 10E- l uCνcc 

• Sensitivity : 150,000 cpm!1l1R;에 of Cs- 137 

(3) 설치된 모습 

Duct 감시기의 개념도는 그림 3-5-29와 같으며， 실질적인 Casing의 모습은 

그립 3-5-30과 같다 감시기는 덕트의 정 가운데 위치까지의 김이 로 설치되어야 하며， 

바깥 부분은 개스킷으로 Sealing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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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L._ 

그림 3-5-28. Duct Line 변경 내용 

Dat§ cab|e 

Detector 
Mount 

Detector 

그 림 3-5-29. Duct Detector 개 념 그림 3-5-30 실제 CasinQ 모습 

그림 3 5-31 은 각 Port들의 구체적인 설영이며， 그림 3 5-32는 최종 설치 모습이다 

이때， lodine 감시기는 흐르는 공기륜 Loop 형태로 채집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덕트에 

lnlet과 Outlet 두 개의 구멍 연결이 훨요하며， 공기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Flowmeter를 
그 앞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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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1 핫셀 배출 덕트에 설치된 장치들의 슬롯 

그림 3-5-32. 최종 설치 후의 모습 

그러나 시설 건설 중에 덕트 바로 밑부분에는 Iodine 감시기 장치를 설치할 공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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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부득이 이 Loop Line올 5 meter 가량 앞쪽 공간으로 늘여야만 했다 그립 3- 5- 33 

과 그림 3-5-34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벽에 부착이 가능한 Duct 

Monitor는 그림 3-5-33에서와 같이 설치되었다 

그림 3-5-33 덕트 라인과 Sample Port 라인의 모습 

마 . Iodine Monitor 

(1) 장비 개요 

Iodine Monitor의 개요는 Duct Monitor의 개요와 같다 

(2) 장치 특성 

• Designed for simultaneous measurement of iodine 

• Charcoal cartridge AClivated charcoal cartridge of 2" diameter x 3/4" 

lhick and metal encased. 

• Detector lype NaI, 38.1 x 25.4 mm(l .5 x 1 in.). 

• Dynamic range : 3.7E 1 to 3.7E+5 Bq/ m'OO 11 to 10 !i μCV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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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된 모습 

바. Server & Software 
(1) 장치 개요 

그 림 3-5-34. lodine Detector 

ACPF의 모든 RMS 장비 의 신호는 IMEF 건물 l층에 있는 HP (Health 
Physics) Room으로 전송되며， 그립 3-5-35는 이 Room의 여러 관리 상황중 ACPF의 관 
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우측 하단 초록색 바탕 화연) . 아울러 그림 3-5-36은 ACPF 
RMS 만을 위한 서버 렉과 전용 UPS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5-35. HP Room Server 그림 3-5-36. RMS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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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IPF 건불의 Bank4 핫셀에는 ACPF RMS 장비와 같은 Canberra 장비가 설치되 

어 있지만， 기존 서버 채덜의 포화로 인해 서버로 연결이 안되어 있었으나， ACPF 서버 

장비에 채널에는 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같이 사용하게 되었다 

(2) 설치된 모습 

그림 3 5 37은 ACPF RMS 서버 화연이다 

a‘· ‘ '" .. ’ I그이훗 ~.:I'I 샤.지-fti!J OOWtl 그l프’. •• 시톨Q~ ‘
샤흩촌 !I 1 

초At제 시톨 씨힐 

” 이 아'"쩌 P.~J 
그 림 3- 5- 37. ACPF RMS Server Screen 

iι꾀 

여러 시설의 RMS를 동시에 관리하는 HP Room의 특성 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ACPF 시설의 명칭을 상단부에 표기하였으며 전체적인 장비 틀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서 

버 바탕화연위에 해당 장비의 수치를 나타내어 관리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펌프룹 

사용하는 장비(Room Air Monitor, lodine Monitor)는 펑프의 작동수치도 표시하도록 하 

여 오작동 여부뜰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 수치틀의 표시 단위도 사용자가 임의 

선택하여 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치 표식 위치도 사용자가 임의로 변 

경가능하다. 모든 수치들은 이상이 발생하면 녹색 바탕이 흙은 색 바탕으로 바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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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측에 보면 위에서 언급했던 Bank4 장비 수치도 볼 수 있다 

그립 3-5-38과 그립 3-5-39는 핫셀의 운전구역에 설치된 Client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림 3-5-38. Client Server 그림 3- 5-39. Client Server의 위 치 

위의 그립 3-5-37은 HP Room에 있는 서버의 화연이지만， 이 는 방사선관리자가 보면 

화연으로서， 실제 핫셀 지역을 드나드는 작업자들은 즉각적 인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기 어 

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Client 화연을 실제 작업장에 보여줌으로써， 작업자들이 안심하 

고 작업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화연은 서버설의 주화변과 통일하며， 시설의 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시켜 출입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서버와 Client 간에는 전용선을 따로 설 

치하여(인터넷과 연결 안되어 있음) 오로지 두 컴뮤터 간에만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t. CCTV 
(1) 장치 개요 

시설의 대표적인 세 구역(운전구역， 서비스구역， Air Lock Zone)은 폐쇄감시 

회로(CCTV)로 항시 관찰되고 있으며， 이 모든 화면 정보는 l충의 HP Room으로 보내져 

24시간 녹화되고 있다 운전구역의 CCTV는 전체 운전구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 

치(그림 3-5-40과 그립 3-5-41)에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두 CCTV는 각 Rear Door를 

바라보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그림 3←5→42와 그림 3- 5• 43). 

(2)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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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0 운전구역 그림 3- 5-41 확대한 모습 

그림 3- 5- 42. Air Lock Zone 

그림 3-5-43. Is이ation Room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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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부대설비 

가. 전원 연결도 

각 장치들은 220V로 제작되었으며 전원 연결도는 아래 그림 3-5-44와 같다 

ACP Hotcell RMS 
PowerLlne 

렇 더입디口 
<i!2D 

I ‘ . . 

평 

@한 

, . • - 셔 . 닐. ~ 

r-1 

j뿔 

~」 ~앵 훌i션 @흉S 

111 ~ 디 디 

앓냐 
n 

Hea빠， Physlcs Room 
at 1st Roor 

그림 3-5- 44. ACPF RMS Powe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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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전원 판넬 구성도 

각 장치들의 전원을 콘트롤하는 전원 판넬은 핫셀의 운전구역에 놓여있는 판넬 

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모습은 그림 3-545와 같고 이를 도식적으로 그림 3-5-46에 

따로 그려놓았다 

그 림 3-5-45. MCC Panel Description 

RMS Equipments 220V UPS 
Panel Power Llne List 

l ‘밀i필렐l멸잉 ... 

l ccπ 
(aøe .. ",‘0-"‘) 

-렐톨폐 
| Spare 

그 림 3-5-46. Panel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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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템 데이터선 연결도 

(I) 전체 연결도 

RMS 장치들 간의 데이 터 이동과 RMS 서보로의 데이 터 전송에 관련된 전 

체 연결도연은 그립 3-5-47과 같다‘ 기존의 IMEF 건물의 RMS 데이터 연결선과 마찬 

가지로 ACPF RMS의 데이터 연결방식은 Loop 형 태로 설정되었으며， 최종적인 연결선은 

건물 1총에 위치해 있는 HP Room으로 이어 져 있다 

c@김 @효D 
I· . ‘ 

“l'aI 

점 

@흐i 

l .....,.......,. 

C:::J 

... ., 11‘섭 11111 

I!;;」 “훨홈훌F 

낱. ~ 

@뀔~ 

되 

口

UIII n 口
ι~ u 콤 
~ 

에 n 

에ealth Physics Room 
at 1 slFI∞r 

그 림 3- 5- 47. ACPF RMS SiQna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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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PF에서 HP room 으로의 연결 
최초에 ACPF RMS의 연결선을 1층에 위치한 기존 IMEF RMS에 연결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JMEF RMS 연결 Loop 9t HP Room (RIPF 건불 1층에 위치)은 일체 
형의 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륜 관통하는 연결라인이 이미 포화된 상태로 고무마감처리 

가 되어 있어 추가적인 데이터 연결의 공간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부득이 하게 건 

물을 관풍하는 새로운 연진 라언을 설치하게 되었다 즉， IMEF 지하 l층(ACPFl에서 

RIPF건불 지하 1층(전기실)으로 롱하는 스틸배관올 설치하여 그 속으로 데이터선을 삽입 

하는 형태이다 그림 3 5 48은 ACPF쪽에서의 모습이며， 그링 3 5 49은 RIPF 건블 지 

하의 전기실에서의 모습올 보이고 있으며， 그림 3 5-50은 전체적인 연결 모습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림 3-5-48. ACPF 운전구역에서 바라본 모습 그림 3-5-49. RIPF 지하 1충 

그림 3-5-50 전체적인 연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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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spection 

시설 설치전 장비의 점검을 위하여 방사선관리실 인원과 같이 제조사를 방문하여 

각 장치들의 특성 및 정상 작통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작동법을 현지에서 직접 교 

육맏아 실제 운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그림 3- 5- 51) 

그림 3-5-51. RMS 제작회사에서 수행한 Inspection 모습 

- 111 -



제 6 켈 핫생 내 공정시험장치 설치 

1. 개 요 

ACPF 시설의 핫셀에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험올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요 공정시험장치들은 표 361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장치들의 제작은 각 공정장치의 

개발과제에서 제작하고， 시공사는 일부 공정시험장치의 설치 및 핫셀 내부의 뒤편 벽에 

핫셀에 설치된 해당 Penetration을 이용하여 배관 header branch와 전원과 계측제어를 위 

한 배선을 준비하며， 시험장치의 제작사가 핫셀 내에서 장치까지의 연결은 직접 수행하는 

형태로 설치를 하였다. 

핫셀 내에 설치된 주요 시험장치 가운데 Slitting Machine과 Vol oxidizer는 원격장치 

개발 과제. Metallizer와 Smelter, Waste MS treatment device는 공정개발 과제에서 설계 

및 제작을 주관하였다. 

표 3-6-1 ‘ 주요 긍정 시험장치 

장비영 용도 및 사양 비고 

Slitting Machine 
一 Pellet과 Zicaloy tube 분 리 

3상 유도전동기 

왼격장치 

U02 Pellet의 U30~ 분 말로 제 조 개발과제 

Vol oxidizer 
VibraLion bed reactor 제작 

(전기저항식 furnace 11 kwl 
- 반웅온도 500 'C / Air 분위기 

우라늄산화불플 금속으로 전환 

Metallizer 
• Electrolytic reduction reactor 

( 전 기 저 항식 furnace 61 kw 1 
- 반웅온도 650 'C / Ar gas 분위기 

금속전환체의 잔류영 제거 및 ingot 제조 
차세대공정 

Smelter 
Vacuum furnace reactor 

개발과제 
(전기저항식 furnace 55 kwl 
반응온도 앉lO/1350 'C / Ar gas 분위기 

제작 

- 폐용융염의 고화성형체 제조 

Wasle MS • Moulding furnace bed 
treatment device (전기 저항식 furnace 30 kwl 

• 반응온도 650 'C / Ar gas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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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탈 피 꽉 시 험 장 치 (Slitting Machine) 

탈피복 시험장치는 조사후시험시설에서 제조되어 ACPF 핫셀 내로 인입되는 사용 

후핵연료 절단연료봉<Rod-cut， 길이 250 mrn)을 그립 3-6→l에서와 같이 여러 쌍의 blade 

로 구성된 blade module 속으로 공급하여 피복관을 3개의 조각으로 절개함으로서 사용후 

핵연료 pellet과 피복관(hull)을 분리하는 장치로서 처리 용량은 250 mrn cut rod 135 7깨 

(20 kgHM/batch 용량)를 10시간 이내에 탈피복 할 수 있는 장치이다 

탈피복 장치의 크기는 높이(H) 1,158 mrn, 폭(W) 425 mm, 길이(L) 539 mm 이며， 주 

요부는 기어박스， 압출핀， 구동 모터， 연료봉， 연료봉 캡슐， 펠릿 및 피복관 용기， 상부 및 

하부 limit switch , 상 · 하부 지지대 연료봉 가이드， 스크류 보호 커버， 블레이드 모률， 

control panel 둥으로 구성되었으며， 찾셀 내에 설치된 모습은 그림 3-6-2의 사진과 같다 

~ 
1짧}ll 

그림 3-6-1 ‘ 탈피복 시험장치 제작도 

:.I'I'i!J잊 g셔 고g를 - , ‘ '1어엑스 

상루리잇센셔 

l뻐믿 . .... 뭘톨L 잉훌 g 
상히부지};ICI 

언 Ill!DI이 g 

스3’보호커해 구동모터 

하루 a잇 S서고정곤 언~" 

를<'IIQI 드 g를 

ðl'l' 리잊 씬셔 ~1I1!i llil 

얻헛/톨 §기 

혈l!'1 두껑혀버 

그림 3- 6-2 설치된 탈피복 시험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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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말화 시험장치 (Vol-oxidizerJ 

분말화 시험장치는 탈피복 장치에서 피복관과 분리된 사용후핵연료 U02 Pellet을 

5OO"C 고온조건에서 공기플 공급하여 U30R 분말로 제조함으로서 다음공정인 금속전환공 

정의 공정효율올 높이기 위하여 채택된 시험장치이다 설치된 시험장치는 그림 3-6→3에 

서와 같이 크기가 직경 650 mm , 높이 1250 mm 이며， 장치의 주요 구성은 Main 

structure, 반응기， 반웅가스(AirJ 공급장치， 자동시료 및 시료 교반장치， 전기 및 계측제 

어장치， Receiving 용기， 전기 저항식 가열기， 려프팅 장치 둥으로 구성되었다 제작되어 

설치된 분말화 시험장치는 그립 3-6-4의 사진과 같다 

그림 3-6-3 분말화 시험장치 제작도 

그림 3-6-4. 분말화 시험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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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 전환 시 험 장치 (Metalizer) 

금속전환 시험장치는 분말화 시험장치에서 제조된 U30R 분말을 전기화학적 환원 

방법에 의해 우라늄 금속으로 제조하는 장치로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장치이다 

금속전환 시험장치는 반응기 내부용기 및 외부용기， 전기 저항식 가열로 및 온도제어장 

치， 일체형 환원전극， 산화전극 및 기준전극， 그리고 U30R 분말 및 시약(LiCI 및 Li2Q) 투 

입관， Cold Trap, 용융영 이송관 풍으로 구성되었다 그립 3-6-5의 제작도에서와 같이 내 

부반응기(Inner vesse])는 용융영에서의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Jnconel←600으로 제작 

되었으며， 내부반웅기 크기는 520 mm(외경) x 500 mm(내경) x 800 mm(높이) 규모이며， 

이 반응기 내부에서 LiCI -LizO 용융영 매질에서 U30R 분말의 전해환원 반응이 수행된다 

외부용기 (Outer vesse])은 STS -316으로 제작되었으며， 크기가 600 mm(외경) x 580 mm 

(내경) x 1,000 mm(높이) 규모이다‘ 

외부반웅기는 상단 플랜지와 연결되어 반응기의 기밀을 유지하게 된다 고온(650 'C)의 

반응온도에 의한 대류， 전도 및 복사열로부터 반웅기 상부 플랜지의 온도 상숭과 주변장 

치의 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 냉각을 위한 Jacket이 설치되었다 가열로는 개별적 

제어시스템이 장착된 동열한 높이의 3개의 가열로 구성되었으며， U308의 전해환원 반웅 

이 진행되는 동안 용융염의 온도가 650 'c로 균일하게 제어되도록 구성하였다 

일체형 환원전극은 STS 컨덕터 U30R 분말， 비전도성의 다공성 Magnesia 

Membrane(l5cm 내경 x 17cm 외경) 및 환원전극을 보호하기 위한 Housing(직경 60 
mm)으로 구성되었으며， U308 분말은 Conductor와 Magnesia Membrane 사이에 충진된 

다 산화전극은 6개의 백금튜브(30 mm 외경 x 350 mm 높이)와 Copper 재질의 컨덕터로 

제작되었다 산화전극 및 환원전극의 포텐셜올 측정하기 위한 기준전극으로 6mm 외경의 
Pt를 이용하였다 기준전극은 반웅기 밑변에서 150 mm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핫셀 

내에 설치된 금속전환 시험장치는 그림 3-6-6의 사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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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금속전환 시험장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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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6-6 설치된 금속전환 시힘장치 사진 및 

일체형 환원전극과 산화전극 사진 

5. 금속 Ingot 제조 시험장치 (Smelterl 

금속 Ingot 제조 시험장치는 금속전환 시험장치에서 제조된 금속전환체 분말로부 

터 잔류용융염을 분리하고， 운반 및 저장이 용이한 형태로 금속잉곳을 제조하는 장치로서 

진공분위기의 1,300 .C 이상 고온 조건에서 운전된다 그림 3-6-7의 제작도에 표기된 것 
같이 금속잉곳제조 시험장치는 내부 및 외부용기， 간접 전기 저항식 가열로， 단멸을 위한 

흑연 felt, Cold Trap, Transformer 및 온도제어장치 둥으로 구성되었다 

금속영곳제조 장치의 본체 외장은 stainless steel 304 재질로 크기가 850 mm(지름) x 

1,155 mm(높이)이며， 내부용기는 금속전환공정에서 이 송되어온 Magnesia 용기 (17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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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x 420 mm HeightJ를 담을 수 있도록 180 mm(지름 J x 520 mm(높이) 크기로 제작 

되었다， 가열로 power supply의 SCR 용량은 75 kW이고， power transformer의 용량도 

75 kW이다 Heater cable은 200 m미， 600 A급 4 set로 별도의 핫셀 Penetration을 사용하 

였으며， power feed- through는 구리 재질의 2500 A급， 2 set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가열 

용 chamber와 발열체 사이에는 단열을 위하여 흑연 rigid felt, soft felt 및 liner가 설치 

되었다 핫셀 내에 설치된 금속 1ngot 제조 시험장치는 그림 3-6←8의 사진과 같다 

그림 3-6-7 금속 Inq이 제조 시험장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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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 설치된 금속 InQot 제조 시험장치 사진 

6. 폐용융영 Ingot 제조 시험장치 

폐용융염 Ingot 제조 시험장치는 금속전환공정에서 반웅 매질로 사용한 용융영 

(LiCl)을 운반 및 저장이 용이한 형태로 제조하는 장치로서 금속전환 시험장치에서 반웅 

이 종료되면 폐용융염 Ingot 제조 시험장치로 연결된 고온(650 'c 이상)으로 가열되는 이 

송관을 통하여 진공시스랩에 의해 볼드 운반용기로 이송되어 폐용융염 Ingot으로 제조된 

다- 폐용융영 Ingot 제조 시험장치는 그립 3→6-9의 도연에서와 같이 용융염 이송관， 볼드 

운반용기， 올드 하우정 및 몰드 공정장치， 몰드 받침대 및 Lifting Cylinder. 진공시스랩， 

전열장치 및 계측제어장치 둥으로 구성되었다‘ 몰드의 크기는 내경 168 mm(외경 186 

mm). 높이 250 mm으로서 l개의 몰드에 6.3 kg- LiCl Ingot이 제조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두 자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설치되었다 설치된 폐용융염 Ingot 제조 시 

험장치는 그림 3-6→10의 사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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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6-9 폐용융염 InQot 제조 시험장치 제작도 

그림 3- 6- 10. 설치된 폐용융염 InQot 제조 시험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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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철 핫생 시스템 성능시 험 

1 개 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핫셀 시스템 성능시험은 시공된 핫셀 구조불의 

차폐능 및 기밀성에 대한 성능시험과 설치된 핫셀의 환기계동설비 및 핫셀 운전장비 및 

방사선 안전관리장비 CRMS) 동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설계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핫셀 구조물의 성능시험은 구조적 건전성과 차폐성능 및 기밀성능을 측정하여 설계에 

제시된 설계기준치와 비교하였으며， 핫셀 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은 중량콘크리트 구조물 

의 비파괴 검사결과 측정평균치가 446 kg/c며로서 설계기준치 (350 kg/떼) 약 l.3배로 나타 

났으며， 구조물의 차폐능은 Co- 60 73 Ci 시험선원올 사용 측정한 결과 0.11 - 1.1 5 μSv로 

서 설계기준치 (5.0 ~Sv)의 약 1/5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핫셀 containment의 기밀성 능 

시험은 차폐창은 100 mmAq, 핫셀 전체는 40 mmAq 가압조건에서 bubble tesl 및 누설 

율을 측정하여 설계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설된 환기계통의 TAB 측정 결과 핫셀 부압조건이 약 75% 부하 조건에서에 

서 32 mmAq로 측정됨으로서 설계기준치 ( -27- -37 mmAq)를 만족하였으며， filler bank 

및 닥트의 기밀성 동의 성능시험 결과도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핫셀 

운전에 펼요한 장비로서 설치된 MSM. Rear Door 및 Padirac Cask 운반대차， 핫셀 

Crane 및 Jib Crane의 작동시험 및 load test 둥의 핫셀 장비의 성능시험을 통하여 설치 

된 핫셀 장비들의 성능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이외에도 방사선 안 

전관리장비인 RMS , 화재감지 (thermal detector & smoke detector) 및 방호셜비(Halon 

망출설비) , 전기 수배전 설비 및 유틸리티 공급설비들의 성능시험을 설비의 설치 완료 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성능시험 결과 핫셀 구조물 및 

핫셀 장비들의 성능이 설계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핫셀 내 설치된 공정 시험 

장치에 대한 mechanical test와 cold test를 마칩으로서 핵물질을 사용한 차세대관리 종합 

공정 실중시험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올 완공하게 되었 

다 본 절에서는 핫셀 구조물의 치폐성능， 기밀성능， 환기설비 성능， 핫셀장비 성능 및 

RMS 장비의 성능시험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2. 핫셀 차폐능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은 최대 방사선원에 대하여 운전구역의 경우 10 ~ 

Sv/h, 서비스 구역의 경우 150 ~Sv/h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또한 핫셀 내에 설치 

되는 윈도우， 리어도어， 크레인 게이트 둥의 핫셀 시설물들도 이를 만족하도록 사양이 결 

정되었다 차폐벽연 및 벽연 내에 설치되는 각종 장치들은 시공 및 설치 후 설계기준에 

적합한 차폐성능여부에 대한 성능검중 유지에 대한 검증과정이 펼수적으로 요구되며， 이 

의 검중을 위하여 고준위 조사선원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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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중시설의 차폐 성능 검증올 위하여 Co 60 선원을 이용하였으 

며， 건설기간 중 2회， 건설 완료 후 1회둥 총 3회에 걸쳐 핫셀의 차폐놓 성능검사블 수행 

하였다 건설 중 실시한 차폐능 검사의 주왼 목적은 건설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및 장치들의 결함 둥을 발견하여 보수하기 위한 옥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의 결과를 토 

대로 결함 부위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다 차폐능 결함이 발견된 부위에 대하여서는 납 

실， 납판， 스틸강판， 중량콘크리트 둥올 이용하여 보강 공사를 수행한 후 재검사를 풍하여 

차폐 안전성올 확보하였다 핫셀 건설 중 결합 퉁이 발견되는 취약 부분은 기존벽면을 절 

단하여 신설 콘크리트로 타설한 부위와 embedment 납판이 설치된 주위 부분 둥으로 나 

타났다 최종적으로 실증시설이 건설， 완공된 후 시설 운영올 위한 사용전 검사 항목으로 

최종적인 차폐능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Co-60 73 Ci를 이용하여 핫셀 벽면 및 윈도우， 리 

어도어， penetratlon 및 터보건 둥 전체적인 차폐놓 건전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다. 

가. 차폐능 검사 장비 및 시험 방법 

(l) 검사 장비 

(가) 선원 

선원은 미국의 Source production & equipment co. Jtd 사에서 2004년 2월 

11 일 기준 Co 60 91 Ci로 제조된 선원으로서 모델은 G 8OT , 선원변호는 C60→09의 감마 

선원이다. 선원의 크기는 0.193 inch의 원풍형으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완전 밀봉되어 있 

다 선원보관용기는 미국의 Amerlesl사에서 제작된 TEN • A 680 modeJ이며 최대 Co 60 

저장용량은 120 Ci를 가지며， 총 중량은 240 kg이다 2αl5년 3월 기준 약 Co 60 80Ci 방 

사능량올 사용하였다‘ 주요성능은 표 3-7- 1 및 그립 3 7→ l 과 같으며‘ 실제 측정 시 핫셀 

리어도어에 위치한 선원보관용기 모습은 그림 372와 같다 

표 3-7- 1. 차폐능 검사에 사용된 방사선동위원소의 규격표 

구분 Co 60 

방사능양 79 Ci ( 2005. 3월 기준 ) 

망사성 핵종 Co- 60 

제작회사 AmertestTEN -680 

용 도 비파괴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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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7-1. Cobalt-60 source 

proiectors 및 가이드 튜브 장치 

그림 3-7-2. Co-60 방사선동위원소 

선원 보관 용기 

(나) 측정보조장비 

측정보조장치란 선원을 이용하여 피검사체에 방사선조사를 시키고， 누설되 

는 부분을 차폐하여 차폐체에 의한 성능을 정확히 측정 할 수 있도록 설치되거나 부착되 

는 보조의 장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1) 선원 이동용 호이스트 

최대견인력이 250 Kg 인 장비로 벽에 고정시켜 코발트용 콜리에타를 

벽에 고정시킬때 사용하였다 

(2) Collimator 

차폐능 검사 시 검사점을 제외한 주위 공간으로의 방사선 누출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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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 선원에 Collimator릎 사용하였다 그림 373은 핫셀 전면역의 차폐능 검사 

를 위하여 핫셀 내부에 설치된 선원이동용 호이스트 및 선원 collimator를 보여준다 

그림 3-7-3 핫셀 내 설치된 선원 이동용 

호이 스트 및 Collimator 

@ 측정 장비 (Surveymeter, Nal Counter ) 

휴대용 오염측정 Surveymeter 누설선량율이 자연방사선량 이상인 경우 휴대용 

(Thyac V Surveymeter-Model 방사선 측정기인 저준위용 측정기로서 0.01 mRl에 

victoreen 190) - 100 mR씨 범 위 를 측정 할 수 있으며 동시 에 계 

수치로 (Counts) 나타낼 수 있어 낮은 누설 선량의 

검사에서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휴대용 공간 선량 Surveymeter 휴대용방사선측정기인 저준위용 감마선량율 측정 

(Model : FH40F2) 

Radiography Surveymeter 

(Model : 3oo9A, 3oo7AJ 

기로서 디지털 타입으로 시각 및 청각경보장치가 

되 어 있으며 0.01 니Sv/h - 10 mSv/h(l~R/h -

lR/h)범위 로 측정할 수 있으며 에너지 범위는 

45Kev - 1.3Mev 이 다 

검사작업 전중후 에 검사 지역 또는 차폐체 선량 

측정시 높은 선량이 우려될시를 대비하여 고션량 

방사선측정기 (Model 3oo9A 측정범위 o - 1000 

mR;에，에너지범위 80Kev - 1.5Mev) 및 저선량 방 

사선 측정기 (Model 3007 A 륙정범위 o -
50mR!h, 에 너 지 범 위 Gamma 12Kev, Beta20이(ev) 

로 사용하여 검사작업장에서의 과피폭 방지목적으 

로 사용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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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폐능 검사 시기 설정 
차폐능 검사는 핫셀의 차폐벽 및 기타장치들의 방사선 누출에 대한 최종적인 

안전성을 겁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론 모든 장치 및 기계들이 설치되고 난 후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검사를 시행하여 불합격 지점에 대하여서는 보 

강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핫셀 차폐벽에 윈도우， 원격조종기 ， 리어 

도어 동 장비들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핫셀 차폐벽 자체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가의 윈도우 둥 진동에 민감한 장치들로 언하여 보강 공사가 매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콘크리트가 타설 및 양생된 직후， 장치들이 설치되기 전에 핫셀 차 

폐벽에 대한 건정성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핫셀 차폐벽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 후 핫셀 장치들이 설치되게 된다- 장치가 설치되고 난 후에는 특히 차폐벽 

과 설치된 장치들의 경계부위에 대한 건전성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차폐능 

검사 시기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1차 검사 핫셀 차폐벽 설치 및 양생 직후 

2차 검사 윈도우 및 리어도어 동 각종 장치 설치 후 

• 3차 검사. 최종적인 공사 완료후 및 사용전 검사 

(3) 주의사항 

l차 검사시기에는 핫셀 차폐벽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특히 작업자의 방사선 

노출에 주의하여야 한다 윈도우 및 리어도어가 설치되는 개구부는 그립 3-7-4와 같이 

납벽돌 동으로 철저하게 차폐를 한 후 측정에 임해야 하며 특히 방사선 산란에 의한 과 

피폭의 우려가 항시 존재하므로， 방사선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차폐벽과 개구부의 경계면의 측정 시 방사선 산란에 의한 영향에 의하여 GM 계수기의 

선량값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타설된 차폐벽 

과 동일한 재질의 기준 블록을 제작하여 1 차폐능 검사를 수행하였다 

2차 및 3차 검사시기에는 핫셀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격리된 상태이므로， 방사선 산란 

퉁에 의한 영향이 없게 된다 따라서 1차 검사시기때보다 정밀한 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 

이 가능하며， 이때는 기준 블록에 의한 결과보다는 실제 계측기 선량값을 기준으로 차폐 

능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폐능 검사지점은 가능한 세분화 하여 나누는 것이 이상적이나， 고방사능 선원 취급， 

고하중의 조사 장비 취급의 어려움 및 공사 일정 둥의 관리 동의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 

한 검사정 선정이 펼요하다 본 차폐능 검사에서는 l차 검사시기에는 전면부는 25 cm, 

후면부 및 측연부는 50 cm로 구획하였으며， 측정 높이는 핫젤내 선원이 위치할 수 있는 

working 테이블에서 크레인 후크지점까지 설정 하였다 2차 검사시기에는 차폐벽에 설치 

된 장치들의 주요 지점에 대한 측정 및， 특히 차페벽 및 경계변에 대하여 25 cm 간격으 

로 측정하였다 3차 검사시기에는 1차 및 2차 시기에 측정한 측정지점에 대하여 최종적인 

재 측정을 수행하여， 방사선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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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 1 차 검사시 차폐창 개구부톨 납벽돌로 차폐한 상태 

(4) 기준 블록 제작 및 기준치 설정 
(가) 기준 블록 제작 

방사선차폐체의 성능은 방사성동위원소로부터 누설되는 정도를 방사선량 

율이나 방사능량으로 측정하여 결정하는데 먼저 시설의 건설조건과 통일한 차폐체로 기 

준치를 결정한 후 실제로 측정된 값을 비교하여 차폐체의 성능으로 차폐된 콘크리트의 

두께로 환산해서 명가한다. 

표 3-7-2와 같은 두께의 기준 콘크리트 블록올 이용하여 650 mm부터 950 mm 까지 
50 mm 간격으로 조합해서 기준치를 결정하였으며 제작된 기준 블록은 그립 3-7-5와 같 

다‘ 

표 3-7-2. Reference Block (High Density Heavy Concrete) 

두 께 400mm 350mm 300mm 250mm 20αnm 

수 량 l l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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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7- 5 기준치 설정을 위하여 제작된 

기준 콘크리트 블록틀 

(나) Reference 기준치 설정 

Reference 기준치는 Reference의 두께별로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이를 기 

준으로 측정치에 대한 회귀 곡선을 구하였다 이 회귀 콕선을 기준으로， 각 측정치에 대 

용하는 두께플 환산하였다 이때 Reference는 측정하는 장치， 측정기의 측정위치， 

Reference Block의 조합 방법 퉁에 따라 측정치는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가능 

하다연 여러 회수에 걸친 많은 측정올 하여 보다 좋은 기준값올 얻도록 하였다. 

표 3-7-3은 시험선원에 대한 평연 상태의 차폐 조건에서 기준 블록의 선량계수치 결과 

이다 

표 3-7-3 대비 콘크리트 블록에 대 한 측정실험 결과 (Co-60 :79C j) 

선량 (CPMl 
Reference B10ck 
두께 (mm) 

l차 2차 평균 

650 75.4k 71.8k 73.6k 
700 32.0k 32.3k 32.15k 
750 15.4k 14.8k 15.lk 
얹)() 5.5k 5.58k 5.54k 
850 2.02k 2.20k 2.l1k 
900 1.05k 1.12k l.09k 
950 840 813 826.5 

나- 차폐능 검사 결과 

(1) 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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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능 검사 측정 지점에 대한 요약은 표 3-74와 같으며， 상세 측정 지점 

도연은 그립 376-그림 3 7-9와 같다 측정 높이는 헛셀의 선원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 

되는 높이인 900 mm에서 3100 mm 까지 선정하였으며， 작엽자가 상주하는 공간인 작업 

구역에 접하는 구역은 25 cm단위로 구획하였으며， 서비스 구역은 50 cm로 구획하였다 

총 검사점은 약 800여 지점이었으며， 차폐능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또는 

재검사 지점으로서 약 500 지점을 추가 검사 하였다 

표 3-7-4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차폐능 검사 대상 

검사지접 검사정 선정방법 

핫셀벽(전연 및 좌측) 25 cm x 25 cm 로 구획 (90 cm - 310 cm 높이까지 측정) 

핫셀벽(후연 및 우측) 50 cm x 50 cm 로 구획 (90 cm ‘ 310 cm 높이까지 측정) 

핫셀벽(셀간벽) 25 cm x 25 cm 로 구획 (90 cm - 310 cm 높이까지 측정) 

차폐창 4개 지정/개 

차폐창 Frame 부분 중량콘크리트와의 접촉부위 15 cm 간격 

Rear Door 
Frame 내 50 cm x 50 cm 
Frame과 중량콘크리트 접촉부위 25 cm 간격 

원격조종기， Penetration , 
Toboggan. Shield plug 4개 지점/개 

및 방사능 측정구 동 

(가) 핫셀 전연부 (25 x 25 cm 총 245 지점) 

핫셀 전연부는 25 cm 단위로 구획하였으며， 전면부에 윈도우， 원격조종기， 터보건 및 

s curve둥 penelralion이 다수 존재하여 특히 세싱한 검사가 필요로 하였다 특히 1차 검 

사시기에는 개구부가 많이 존재하므로 방사선 안전관리 주의 및 산란방사선으로 인한 측 

정 결파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본 차폐능 검사시에도 윈도우 개구부동올 

납벽동로 차폐콩 하여 측정올 하였으나 개구부 근처룹 측정시에는 일부 방사선 산란 및 

콘크리트와 납차폐체 재질의 차이에 의한 영향올 확인할 수 있었다 개구부 경계에 대한 

여러번의 측정 결과， 개구부 주위의 선량이 다른 부위에 비해 다소 높게 선량을 나타내었 

으나， 이는 산란에 의한 영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구부가 아니면서 선량이 높 

게 나온 지점의 경우 확인결과 콘크리트 벽체 내부에 설치되는 납 보강판의 하부 지정 

퉁에 콘크리트 주입이 부족하여 발생한 빈 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산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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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라고 판명되어진 부위의 경우 윈도우 동 장치가 설치된 후 2차 측정때 재 측정하 

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외부 산란 망사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구부 경계연의 측 

정시에 는 선 량계를 차폐하여 측정이 펼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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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차폐능 검사 포인트(핫셀 전연부) 

(냐) 핫셀 후연부 (50 x 50 cm 총 102 지점) 
핫셀 후면부는 서비스 구역으로서 15 mSv/h의 법적 제한치를 적용 받는 

다， 실제 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중량콘크리트 70 cm 정도면 가능하나， 본 시설은 

핫셀 후연부의 선량도 작엽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설계를 하여 후연부는 중량콘크리트 

100 cm로 타설되었다 또한 후연부는 리어도어를 제외하곤 개구부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 

차폐 건전성에 큰 이상은 없올 것으로 사료되어， 50 cm 구간으로 구획하였다 그러나 본 

시설의 경우 기존 벽면을 그림 3-7-7의 E 라인 부위를 절개하여 E라인 아래 부분을 새 

로운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였으므로， E라인 부위의 경우 구조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환경 

이 열악하였다， 따라서 E라인 부위에 대하여는 거의 10 cm 간격으로 측정을 하여 불합 

격 지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다. 

e 

0 

c 

• 
‘ 

그림 3-7-7 차폐능 검사 포인트(핫셀 후면부) 

(다) 핫셀 화，우측 벽면부 및 리어도어 경계연 

핫셀 좌， 우측 벽면의 경우도 후연 벽면과 통일하게 기존 벽연올 절개한 

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수행하였다. 핫셀 좌측연의 경우 1, G, 9 라인 3면에 대하여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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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선 세부 검사를 개륜 하여 재 타설올 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후연과 같이 절개연에 

수행하여 불합격 지점을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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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 

그림 3-7-8 차폐늠 검사 포인트 
(a) 핫셀 화측벽연 (b) 핫셀 우측벽면 (c) 리어도어 

(a) 

수
 
기
 
경
 

(라) 차폐창. Penetration 검사 

핫셀 차폐창 및 전， 후면부에 존재하는 각종 penetra디on에 대한 검사를 

행하였으며， 특히 차폐 건전성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치들이 설치되는 frame과 

존 벽연과의 경계면에 대하여 집중 검사륜 수행하였다 주요 검사 지점으로는 윈도우 

계연. S- Curve. 터보건， 왼격 조종기 경계연 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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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그림 3-7-9. 차폐능 검사 포인트 

(a)차폐 창 (b) Penetration 

수행하였다 

주로 야간에 

벽연에 전문 

상세한 측정올 총 3회에 걸쳐 

관계로 타 공사 일정올 피하여 

보는 바와 같이 핫셀 내 ，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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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폐능 시험 
앞에서 제시한 검사점에 대하여 

측정 시간대는 방사선올 이용한 득수 작업인 

시행되었다. 그링 3-7-10 - 그림 3 7- 1 2에서 



측량 장치를 이용하여 검사점올 표시한 후 차폐능 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립 3- 7- 13 및 

그립 3- 7 14는 윈도우가 설치된 후 윈도우 경계연 및 윈도우 프레임에 대한 측정 모습이 

다 

(a) (b) 

그림 3-7-10 핫셀 후면부 N501 , N502, N503 지점 근밤의 검사 포인트 

(a) 핫셀 외부 (b) 핫셀 내부 

그림 3- 7-1 1. 2차 핫셀 후연부 차폐능 측정 겁사 포인트 마킹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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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2. 핫셀 셀간벽 차펴|급 검사 측정 포인트 

그림 3- 7-13 전연벽과 차펴|창 경계부위에 

대한 2차 차펴|능 측정 

그립 3--7-1 4. 차폐창에 대한 3차 차폐능 측정 

전 검사 대상 부위의 상세한 결과는 DATA SHEET에 기록하였다 결과에는 검사부위 

별로 적합한 두께에 의한 합격과 불합격올 기록하고 불합격인 경우는 보충두께를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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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검사후 합격까지를 수록하였다 설계 기준치를 초과하는 모든 부위에 대해서는 보 

충하여 차폐를 하여야 하며， 그 중 특별한 이상부위로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그 

림 3 7- 15, 그립 3 7- 16 참조)이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셀의 door 상단 지점 

각 겔의 Rear door 양 측면 부분 및 전연 얼부 지역둥이었다 

차폐역내에 설치되는 embedded platc 하단부 및 주위 지점 

그림 3-7-15 핫셀 후연 상충부에 

콘크리트 불합격 지점 

그림 3-7- 16 핫셀 상충부에 콘크리트 타설이 

부적합하여 생긴 빈 공간 모습 

(3) 차폐능 시험 결과 요약 
1차 차폐능 검사 측정 시 불합격한 모든 지점에 대하여 보강 공사를 수행하 

였다 특히 기존 벽을 절단한 상단부 근처에서 콘크리트 타셜시 콘크리트 주업이 불완전 

하여 생성된 빈 공간 풍을 납실 ， 납판， 콘크리트 둥올 이용하여 보강하였다 불합격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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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기존 벽을 절단한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핫셀 내에 차폐를 보강하기 

위하여 설치된 embedded plate 하부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 

리트 주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위에서 주로 발생한 것올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래의 

그림 3-7 17 - 그립 3 7-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불합격 지점에 대하여서는 철저 

하게 보강 공사룹 완료하였으며， 보강 공사가 완료된 후 재측정하여 차폐능이 이상이 없 

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전연벽은 l차 검사시기에는 주로 embedded plate7 } 설치된 하부 및 원격조 

종기 경계연 주위에서 불합격 지점이 검사 되었으나， 보강 공사 완료후 완벽한 차폐 성능 

올 유지하도록 하였다， 후연벽은 작업조건상 선원을 반출하는 것 이외에는 사람의 출업이 

없으므로 전연보다는 차혜체의 성능이 다소 낮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나 본 시설의 

설계특성상 전연과 동일한 차폐능올 유지하도록 시공되었다 기존 벽 절개변인 상층부의 

경우 빈공간이 l차 검사 시 확인되어， 후연벽 상총부에 대한 전면적인 콘크리트 재시공 

및 보강 공사를 통하여 완벽한 차폐능올 가지도록 하였다. 화，우측 벽면 및 리어 도어 경 

계면에 대한 측정 결과 일부 불합격 지점에 대하여서는 보강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성올 

확보 하였다. 또한 윈도우， 리어도어， 원격조종기 둥의 차폐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 

다 

3차에 걸친 차폐능 검사를 완료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의 차폐능 성능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시설 사용올 위한 사용전 검사 항목으로 차폐능 검사를 수행하였 

다 실중시셜에 대한 사용전 검사 결과 모든 벽면 및 부속 장치플이 차폐놓을 충분히 가 

지는 것을 확인 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핫셀 시설임 

을 확인하였다 

그림 3-7-17 리어도어 상부 불합격 지정 

보강 공사를 위한 전처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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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8 리어도어 상부 불합격 지점 
납실 및 납판 보강전 모습 

그림 3- 7- 19 납실 및 납판 보강 

그림 3-7-20. 리어도어 상부에 대한 납실， 
납판 보강후 콘크리트 재타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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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 셀간도어 하부 불합격 
지점 보강 작업 

그림 3-7-22. M8b셀 리어도어 상부 및 
경계면 보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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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3 핫셀 벽연내에 설치된 납판 하부 및 경계의 불합격 지점 및 

보강완료 후 모습 

3. 핫셀 기밀성능 

그림 3-7-24. MSM원격조증기 측연 불합격 
지접 보강공사 모습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의 핫셀은 a- y type으로 설계되어 건설되었다. a- y 

type 핫셀의 경우 기존의 β Y type과의 주요 차이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Q 핵종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이 유지되는 구조로 설계되며， 이를 위하여 차폐창， 원격 

조종기， Rear Door 퉁의 핫셀 Penetration틀이 이중 sealing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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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ling 보강올 위하여 핫셀 내부에 stainless steel liner box가 설치되었다‘ 다 따라서 

핫셀 구조물 및 장비들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핫셀 전체에 대한 기밀성능올 확인하 

였다 

가. 핫생 기밀성능 시험절차 

핫셀 기밀성능 시험절차는 설치되는 핫셀 및 핫셀에 부착되는 핫셀장비의 기밀 

성 유지에 대한 설계기준 성능을 핫셀 구조물 및 핫셀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 확인하 

기 위한 절차로서 시험목적， 시험방법 및 컬차 검사장비 성능기준 및 성능시험 Data 기 

록 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 시험목적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충시설은 공정특성 및 취급핵종을 고려하여 a- 'I( 

type 핫첼로 설계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핫생의 기밀성이 유지되어 핫셀 내의 공기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함으로서 시설 내 작엽자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 확 

보를 위하여 제시된 설계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 시험망법 및 절차 
핫셀의 기밀성올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준압력에서 엘정시간 동안의 

압력강하룹 측정하여 핫셀에서의 누출융을 측정하고， 누설부위를 확인한다 

(3) 주요 검사장비 

기밀성능 시험에 측정 장비로는 사용되는 공기 manometer, Digital 압력계 1 

온도 측정기， Air 공급장치 퉁이 있다. 

(4) 기밀성능 시험 기준 

차폐창은 차폐창을 제작한 British Shield Window에서 제시한 기밀성능 시 

험절차서 mSW-2631 -PRooll에서 제시한 질소와 마노미터를 사용하여 300 mmAq로 가 

압 후 30분 이내 압력이 200 mmAq 이상 유지되어야하며， 이를 만족 못하면 He detector 

로 누설 확인하였으며， 핫셀 전체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핫셀 전체를 가압하여 40 
mmAq 가압조건에서 누설률이 5 voJ.%/day(핫셀 내부 volume 기준) 이하가 유지되는 지 

를 확인하였다 

나- 핫셀 기밀성능 결과 

(I) 차폐창 기밀 성능시험 

핫셀에 설치된 5개의 차폐창 중 3기 (SW-ool.002.oo3)는 가압 30분 후 압력강 

하 10 mmAq 이하로 측정되어 기준치를 만족하였고. 2기 (SW-004.005)의 차폐창은 기준 

치를 만족 못하여 He detector로 누설부위를 확인한 결과 차폐창 frame과 concrete 구조 

물 사이에서 외부(작업구역)에서의 누셜을 확인하여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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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차폐창 frarne에 concrete 타설할 때에 vent hole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분 

이 concrete로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고 부분적인 channeling으로 인하여 누설되는 것으로 

epox~ 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sealing을 보강하였으며， 차후 유사한 시공에서는 concrete 

타설 후 차폐창의 Glass Assembly를 설치하기 전에 vent hole을 완벽하게 외부에서 

plugging(용접 또는 caping)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핫셀 전체 기밀 성능시험 

핫셀 전체를 압축공기로 40 mmAq로 가압한 후 일차적으로 일정시간 체류하 

였으나 압력강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누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누설여부를 Bubble Test로 확인한 결과 Rear Door, Shield Plug 퉁에서의 누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Cable Penetration의 End Cap 부분에서의 누출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설 부위를 Silicon으로 기밀 보강한 후， Bubble Test로 3차례의 재시험 결 

과 누설 부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압한 후 일정시간 체류 후 결과는 Bubble 

Test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소량의 누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일부 보고서에 의하연 Cable 내부를 통한 소량의 누출 Bubble Test로는 확인이 되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able의 내부에 특수 moulding 처리를 하여 사용하거나 

Cable 연결을 내외부 단자처리 (Terminal 연결방법) 하는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본 시설의 핫셀의 경우는 Air 분위기 핫셀로서 소량의 누설이 있더라 

도 Ventilation에 의한 부압조건으로 인해 극복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의 

기밀성 보강올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환기설비 성능 

가. 환기설비 성능시험 절차 

환기셜비 성능시험절차는 설치되는 환기설비의 셜계성능올 In-site에서 확인하 

기 위한 절차서로서 작성되었으며， 시험목적， 시험 종류 및 철차， 검사장비 및 시스템 ， 측 

정방법， 성능기준 및 성능시험 Data 기록지 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시험 목적 

시설 내 오염 축적 및 오염 확산을 방지함으로서 시설 내 작업자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시된 셜계조건 확인 

(2) 시험 종류 

공조기 운전상태， filter ba띠‘ 차압， 공조기 풍량 및 정압， 닥트에서의 풍량 및 

유속， hot cell에서의 설계 부압， 닥트에서의 누출 퉁 

(3) 주요 검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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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manometer, magneLlc 차압 측정 기， 피토우 튜브， 회 전식 풍속계， smoke 

generator 퉁 

(4) 주요 성능기준 

CD Efficiency of DOP RemovaI( [nplace HEPA DOP Testl : ;:: 99.97 % 

CZl HEPA Filter Clean Pressure Drop : 드 25 mrnAq 

@ Efficiency of Removal in MOD Dust Spot Test : 으 55% 

@ MOD Filter Clean Pressure Drop ~ 15 mmAq 

냐. 핫젤 배기풍량 및 부압 측정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의 핫셀 환기설비 계동은 그림 3 7 -25와 같이 

구성되었으며， 기존 시설의 배기 fan과 배기 filter bank를 그대로 사용하며， 단지 핫셀 급 

기 및 배기 filter bank와 관련 닥트들이 추가로 그립 3-7-26과 같이 설치되었다 

핫셀 T AB(Testing , Adjusting , Balancing)룹 위한 절차는 유량 및 부압 측정올 통해 

설계기준으로 제시된 핫셀 배기풍량(M8ψM8b: 1,1801790 CMH) 및 부압조건( 27- - 37 

mmAq)을 土 10 % 범위에서 만족하는 지 여부릎 판단하는 것이며， 측정 결과 핫셀 배기 

부하 75 % 조건에서 측정된 유량이 1,2601790 CMH이고， 핫셀 부압이 - 29 mmAq로서 

설계기준올 만족하였다 

Intake ACPF stack 

멘탠댄맨er 멘호원!...E센앨r 1nd Fllter Bank 딛UPFa낀 

그림 3-7-25. ACPF 핫셀 환기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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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6. ACPF 핫셀 닥트 배치도 

다. HEPA Filter 성 능 

그리고 측정된 HEPA Filter의 성능시험인 DOP Test를 DOP 크기 0.3 μm ， 농 

도 50 mg/m'’ 온도 200 'c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며， 수행결과 제거효율이 99.984 - 99.994% 

로 측정되어 설계기준(99.97% 이상)를 만족하였으며， Pressure Drop도 21 .4 -24.7 mmAq 

로 측정되어 설계기준(25 mmAq 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핫셀 장비 성능 
가. 핫셀 크레인 장비 성능시험 

ACP 실중시설 핫셀 내부의 천장크레인과 크레인게이트， 그리고 격려실의 지브 

크레인은 제작현장에서 제작검사를 통해 합격한 후 시설에 반입하여 셜치하였다 제작검 

사에서는 치수검사， 용접 및 취부 검사， 외관검사 동의 기본적인 검사를 수행하였고， 인셀 

크레인의 경우 레일 위에 안착될 거더 (girder) 및 호이스트 어생블리， 도색 상태 동의 대 

해 검사하였다 그리고 지브크레인의 경우 기둥과 상부에 안착되는 범 구조물 둥을 검사 

하고， 제작현장에 있는 시험시설을 활용하여 1톤 설계용량에 맞는 하중을 매달고 인양성 

능과 이동성능， 그리고 과부하 방지장치 (overload limiter)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다 또 

한 각 장치에 대한 시험결과 서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호이스트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 

합격 서류， 그리고 과부하 방지장치에 대한 성능검정 합격 서류 둥을 검토하였다 

실증시설에 인셀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의 설치를 완료한 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 

를 수행하여 최종적인 승인올 받았다 산안검사에서는 크레인의 일상적인 기능 점검， 변 

형 여부， 주행시험， 그리고 정격하중에서의 부하시험 동을 수행하였다 그림 3-7-27은 인 

셀 크레인을 운전하연서 정상적인 작동 여부， 크레인 거더 및 레일 둥의 변형 여부를 검 

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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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7 인셀 크레인의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 - 변형 등 

그립 3-728은 l톤의 하중체를 때단 상태에서의 인셀 크레인의 부하시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7-28 인셀 크레인의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 -

부하시험 

그립 3- 7 29는 격려실에 설치한 지브크레인에 대해 설계용량인 1통의 하중체를 매단 

상태에서 부하시험올 수행하고 있는 모습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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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9 지브 크레인의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 -
부하시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결과 인셀 크레인 및 지브크레인 모두 합격하였으며， 그림 

3-7-30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합격중을 보여준다 

g어1!I(71)!l잊‘찌g쇼 

톨 찍 엄 효 

겁사유.기 1I 

곁 시 g 

그림 3-7-30 인셀 크레인 및 지므크레인의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합격증 

산안검사 합격 후 크레인은 공정장치 및 핫셀 부대설비의 설치 작업 그리고 공정시험 

둥에 사용되었다 크레인 사용시 일상적인 기 능 점검은 물론 변형， 주행， 제동， 운전성 및 

안전성 둥에 대한 성능올 정기적으로 검사하였다 

인셀 크레인의 경우 운전올 통해 주행거리， 스팬의 길이， 인양높이 퉁올 검토하여 핫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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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올 확인하였다， 또한 권상， 횡행， 주행의 운전속도가 설 

계속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인셀 크레인의 주행방향 양쪽에는 끝부분이 고무로 된 

바(bar) 형태의 스토퍼 (stopper)가 있다.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인셀 크레인이 화 

측의 고하중 조작기와 우측의 크레인게이트와 충돌하게 될 때 본체가 직접 충돌함을 피 

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성능시험 결과 주행속도로 충뜰시 충격은 미미하며 

장치틀의 건전성에 영향올 주지 않음올 확인하였다. 

인셀 크레인은 저속 1 rn/min, 고속 3.5 rn/min의 두 가지 권상속도를 가지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의 속도로 크레인 운전시 설계용량인 l톤 이상의 부하가 걸리연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작업자는 핫셀 외부 작업구역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므 

로 작업구역에 설치된 크레인 판넬에서 경고음이 올려 작업자가 운전 중에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작동됨올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성능시험올 통해 인셀 크레인 저속 운전 

시 과부하 방지장치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부분의 전기신호처리 장치 

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1톤 하중체를 반입하여 부하시험을 다시 수행한 결과 저속과 고속 

운전 모두에서 과부하 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인셀 크레인 조작기를 연결하는 운전 케이블 포트는 핫셀 전면 operating console의 좌 

측， 중앙， 우측의 세 곳에 설치되었고， 여기서 작업자가 차폐창올 통해 핫젤 내부의 크레 

언을 보연서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설치된 케이블 포트를 사용해 크레인의 주행영역 전 

체에 대해 작업자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음올 확인하였다‘ 

크레인게이트의 조작기는 operating console의 화측과 우측 두 곳에 설치되어 있다. 인 

셀 크레인과 달리 크레인게이트를 이동하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다 인셀 크레인 

이 공정용 핫셀에 위치하는 경우 크레인게이트는 대부분 우측 핫셀벽에 가까이에 위치하 

고， 인셀 크레인이 유지보수용 핫셀로 이동하는 경우만 셀간벽 상부로 이동하게 된다， 따 

라서 크레인게이트를 이동할 때 인셀 크레인은 유지보수셀에 위치하게 되고， 크레인게이 

트의 이동은 운전을 하는 작업자와 크레인게이트의 위치를 관찰하면서 위치 정보를 알려 

주는 작업자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크레인게이트의 운전은 화측 셀간벽과 우측 핫 

셀벽 주변에서의 시야 확보만으로 충분하다. 크레인게이트는 인셀 크레인의 활용영역 확 

보를 위해 우측 핫셀벽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야 하기에 크레인게이트 우측에는 스토퍼를 

설치하여 핫셀벽과 충돌시 충격을 완화시키도록 하였으며， 시험을 통해 건전성에 문제가 

없음올 확인하였다 

격리실에 설치된 지브 크레인은 시험을 통해 인양높이， 선회 (slewing) 각도， arm 방향 

이동거리 풍을 검토하여 지브크레인의 적용성올 명가하였다- 지브크레인은 공정셀 리어도 

어를 동한 공정 울풍 및 폐기물의 핫셀 반출입 작업에 주로 사용된다. 반출입 작업의 준 

비는 리어도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데， 리어도어를 열었올 때 지브크레인이 리어도어 앞 

부분과 측면에서 충분한 활용공간을 가지고 있음올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양높이가 2,070 

mrn로 리어도어의 높이 2,050 mrn 보다 크므로， 리어도어 반출입에 필요한 충분한 인양 

높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권상， 횡행， 선회의 운전속도가 설계속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 

였고， 각 방향에 대한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상태 및 설계용량인 l톤에 대한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성을 검사하여 운전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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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핫셀 중량물 취급 시스템 평가 

ACP 설중시설은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충에 위치한 관계로 핫셀 상부에 루프 
도어 (roof door)릅 갖고 있는 일반적인 핫셀과는 달리 모든 장치들이 핫셀의 리어도어륜 

통해 반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증시설의 공정장치들은 대부분 크기가 리어도어의 폭 

보다 적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경이 1m 이내로 제작되어 공정셀의 리어도어를 통해 

반입되게 되며， 리어도어를 통해 반입된 장치틀은 핫셀 내의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취급 

한다. 핫셀까지의 중량물의 반입은 기존의 조사재시험시설 서비스구역의 천장크레인을 동 

하여 인양하여， 조사재시험시설 서비스구역의 바닥에 폭 2 m, 길이 3 m의 해치도어 

(hatch door)를 통하여 지하의 ACP 실중시설 서비스구역으로 하역한 뒤， 운반대차를 이 
용하여 공정셀 리어도어 근처까지 이동시킨다 이렇게 이동된 장치는 격리실에 설치된 l 

톤 용량의 지브크레인에 의해 인양되어 공정젤 리어도어 안으로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핫셀 안으로 반입된 장치는 인셀 크레인에 의해 취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핫셀 

내의 모든 장치는 직경이 리어도어의 폭인 1 m 이내의 크기블 가져야 하며， 중량은 인 

셀 크레인의 용량인 1톤 이하여야 한다. 

ACP 핫셀에서는 인셀 크레인， 원격조종기 (MSM) 그리고 고하중조작기 (TM)를 사용해 

공정장치틀을 운전하도록 되어 있다 원격조종기는 용량이 15 kg으로 중량물 취급에는 

사용하기 어렵고， 1톤 용량의 인셀 크레인과 TM을 사용해 중량불올 취급하게 된다 천장 

크레인과 TM의 고장시에는 유지보수용 핫셀로 이동하여 수리를 하게 되며， 이 때 공정 

셀과 유지보수셀 사이의 셀간벽 상부를 차폐할 수 있도록 한 크레인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다 

ACP 핫셀의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총 높이는 4.3 m이다 여기에서 바닥에서 워킹테이 
블까지의 높이 90 cm, 인셀 크레인 레일에서 인셀 크레인 상부까지의 높이 93 cm, 인셀 

크레인 지지를 위한 돌출 보강부의 두께 50 cm를 제외하면 실제 유효공간의 높이는 2.2 

m 정도이다 이런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TM 인셀 크레인 크레인게이트가 좌측에서부 
터 차례로 동일한 레일에 놓여 있다 세 장치가 동일한 레일에서 웅직이므로， 각 장치는 

다른 장치들로 인해 이동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특히 중량물 취급에 있어서 활용도가 가 

장 높은 인셀 크레인의 경우 주변 장치들을 핫셀 벽까지 이동시킨다 해도 좌측으로는 

TM 장치의 폭 만큼， 우측으로는 크레인게이트의 폭 만큼 접근 불가능한 영역， 즉 데드폰 
(dead zone)이 발생한다. 여기에 인셀 크레인 자체가 차지하는 폭의 끝에서 호이스트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데드존이 발생한다- 좌측의 데드존은 유지보수셀에 

서 발생하며， 여기에는 TM이 있으므로， 좌측보다는 우측에서 발생하는 데드존이 큰 문제 

가 된다 크레인게이트의 폭으로 인한 73 cm의 데드존과 인셀 크레인 자체의 데드존 65 
cm를 고려하연， 인셀 크레인은 공정셀 우측 벽에서 총 138 cm에 해당하는 영역을 접근 
하지 못한다 

또한 이 데드존에는 전해환왼공정 후 폐용융영올 영곳(ingot)으로 만드는 폐용융염잉곳 

제조장치가 위치하고 있다 폐용융염잉곳 장치에서 나온 염잉곳은 전용 보관용기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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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방사성 폐기물로 반출되므로 이 영역에서 영잉곳 및 보관용기를 취급， 운반할 수 있는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중량물 취급 불가능 영역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 

치의 운전성과 중량물 취급의 상대적 빈도와 중요성을 평가한 결과 그립 3 7← 31 과 같이 

크레인게이트에 300 kg 용량의 보조크레인올 제작， 설치하였다 보조크레인의 설치로 인 
해서 또 다른 데드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크레인은 크레인게이트 오른쪽 측면에 설치 

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7-31. ACP 핫셀에 설치된 보조크레인 

그링 3- 7 32는 보조크레인 셜치 후 ACP 핫셀의 중량급 취급성올 도식적으로 보여준 

다 

lI.æ. .s .. tt 톨톨’에 

S 
E 
---. 

N 

그림 3-7-32. ACP 핫셀 보조크레인 활용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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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adirac 시스템 성능시험 

ACP 실증시설 핫셀에서 핵연료의 반출입은 Padirac 수송용기와 공정용 핫셀 

리어도어에 장착된 Padirac 접속장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조사재시험시설 핫젤에서도 

Padirac 시스템을 통해 반출입하므로， 조사재시험시설 서비스구역까지는 기존시스템을 이 

용해 Padirac 수송용기를 운반한다 여기서 해치도어를 통해 ACP 설중시설 서버스구역으 

로 하역된다 수송용기를 하역하기 전에 ACP 실증시설 서비스구역의 Padirac 수송용기 

운반테이블은 Padirac 결합키가 장착된 상태여야 한다 Padirac 결합키의 장착은 해치도 

어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용량이 30톤/5톤인 조사재시험시설 서버스구역의 천장크레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Padirac 결합키는 운반테이블의 흥 가이드에 끼워져 결합키 인양 

장치에 정확히 안착되어야 한다 이 후 Padirac 수송용기를 조사재시험시설 서비스구역의 

천장크레인을 사용해 하역하여 운반테이블의 수송용기 받침대에 안착하고， 결합키 중심과 

수송용기 수평， 수직 중섬이 맞는지 점검한다 이렇게 하역작업을 마친 후 운반테이블을 

구통시켜 결합키 ， 수송용기 ， 운반테이블 결합체를 격리실 내부의 공정용 핫생 리어도어 

후면까지 이동시킨다 여기서 결합키와 수송용기를 리어도어의 Padirac 접속장치와 결속 

시킨다 이때 결합키와 수송용기는 접속장치의 shield door에 동시에 결속하게 된다. 결속 

이 정확히 이루어졌응을 확인한 후 운반테이블의 결합커 인양장치를 구동하면 결합키가 

인양되면서 shield door와 수송용기를 동시에 열게 된다‘ 이렇게 접속이 완료되연， 수송용 

기 내부의 바스켓을 리어도어 중앙의 이송관을 통해 핫셀 내부로 반입하게 되며， 이때 핫 

셀 내부에서는 cell door를 원격으로 개방하여 바스켓을 반입한다 반출은 이런 반업 과정 

의 역순으로 이루어진다-

ACP 실증시설 Padirac 시스템의 성능시험은 이런 반입 과정의 시운전을 통해 수행되 

었다 성능시험을 위해 작업자를 2개조로 나누었으며， 한 조는 조사재시험시설 서비스구 

역에 배치되어 수송용기 하역 및 결합키 결속 작엽을 ACP 실중시설 서비스구역의 작업 

자틀과 협조하여 수행토록 하였다 성능시험은 RD- 15 Padirac 수송용기를 사용해 수행하 

였으며， 수송용기 내부가 오염된 상태였기에 핫셀 내 오염을 피하기 위해 수송용기를 여 

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표 3-7-5는 Padirac 시스템 성능시험 내용 및 평가결과를 요 

약， 정리하여 보여준다 운반테이블의 수송용기 받침대가 shield door 기준 위치보다 8 

cm 높아서 수송용기와 shield door의 결속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받침대를 수정， 보완 

하여 높이를 일치시킨 후 재시험을 수행하여 Padirac 수송용기와 shield door의 결속을 

확인하였다 또한 운반테이블의 결합키 흠 가이드에서 용접부가 취약함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였다 그림 3- 7- 33 - 그림 3-7-36은 성능시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각각 Padirac 

결합키를 운반테이블 흠 가이드에 장착， 결합키와 shield door의 결속， Padirac 수송용기 

하역 및 안착， 수송용기와 shield door의 결속， Padirac cell door의 원격 개폐의 성능시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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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5. Padirac 성능시험 평가 결과 

성능시험 항목 성능시험 평가 결과 

운반테이블 결합키 홈 가이드에의 합격 

결합키 장착성 및 장착 작업성 

- 수송용기 하역 작업성 및 안전성 합격 

수송용기의 운반테이블 받침대 안착성 중심에 정확히 안착됩 

• 수송용기 안착 후 운반테이블 및 받침대 변형 없음 

변형 여부 

- 운반테이블의 수송용기 운반 안전성 흔들립 둥의 불안정함 없이 운반됨 

운반테이블 이동성 설계속도로 이동하며 부드럽게 감가속됩 

운반테이블 리어도어 접큰시 작업공간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됩 

확보성 

결합키와 shield door와의 결속성 합격 

수송용기 와 shield door와의 결속성 받침대의 높이가 shield door 기준위치와 

일치하지 않음 

받침대 수정， 보완하여 높이 조정한 후 재 

시험올 통해 최종적으로 결속 확인함 

결합키 인양시 안전성 및 작업성 결합키 인양시 홈 가이드 취약부 발생하여 

수정， 보완합 

cell door 개폐 원격 조작성 원격으로 개폐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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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7- 33. Padirac 결합키의 운반테이블 장착 및 Padirac shield door 결속 

그림 3-7-34. Padirac 수송용기 

하역 및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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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5. Padirac 수송용기의 shield door 결속 

그림 3-7-36. 원격조증기에 의한 Padirac cell 

door의 개폐 

라- 핫셀 리어도어 성능시험 

ACP 실증시설의 공정용 핫셀 리어도어와 유지보수용 핫셀 리어도어는 제작현 
장에서 제작검사를 통해 합격한 후 시설에 반입하여 셜치하였다‘ 제작검사는 주요 제작공 

정마다 검사를 수행하여 이상이 없음올 확인한 후 다음 제작공정을 수행하였다 제작검사 

에서는 재료검사， 치수 및 외관 검사， 용접 및 취부 검사， 도장 검사 동의 기본적인 검사 

를 수행하였고， 각 부분에 대한 성적서 또는 시험결과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요건을 만족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납 주조 공정의 경우 준비단계에서 주형 내부 세척상태， 히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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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방지를 위한 지그(jigJ의 체결상태. 납 주조부의 라이저 (riserJ 설치상태 둥을 검사하 

였다 납 주조 후에는 변형 여부의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림 3-7-37과 

같이 리어도어의 납 차폐체 부분에 대해 감마스캐닝 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3-7-37 리어도어 납 차폐체 감마스채닝 검사 

납 주조의 건전성 검사는 공인된 비파괴전문업체가 제작사의 품질보증요원 입회하에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납 주조의 건전성올 입중하였다. 또한 납 주조시 납의 용해 후 

출탕시편올 채취하여 잉곳 생플로 만들고， 이를 공인검사기관에 화학성분 분석을 의뢰하 

여 규정된 납의 성분임을 입중하였다. 이 후 구동부분의 조립을 마치고 설치 전 완제품 

상태에서 그립 3-7-38과 같이 시운전올 수행하여 구동상태 및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검 

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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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8 리어도어의 제작현장 시운전 검사 

설치 과정에서는 레일의 정확한 위치， 치수， 수평상태 둥을 확인하고 레일이 안착될 베 

이스의 건전성을 검사하였다. 도어 프레임 설치에 대해서는 리어도어를 접속시킨 상태에 

서 수직과 수평 상태， 결합시의 상하좌우 틈새의 균일함 둥을 면밀히 검사한 후 설치 작 

업을 수행하였다 

ACP 설중시설에 리어도어의 설치작업을 마치고， 실증시설 핫셀의 콘크리트 타성작업 

을 수행할 때 리어도어와 도어 프레임 부분에 콘크리트의 타셜작업을 같이 수행하였다‘ 

콘크리트의 타설작업과 양생이 완료된 후， 설중시설 핫셀의 콘크리트 타설의 건전성 뿐 

아니라 리어도어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마스캐닝 검사와 기밀 성능시험을 수행하 

여 차폐성능 및 기밀성능이 기준치를 만족함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운전 성능검사를 수행 

하였다 

감마스캐닝 검사는 그립 3-7-39와 그립 3-7-40과 같이 비파괴검사 전문업체의 검사원 

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핫셀 및 리어도어를 50 cm 간격으로 표시한 후에 Co- 60 방사 

선원을 이용하여 검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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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9. 공정용 핫셀 리어도어의 감마스캐닝 검사 

그림 3-7-40 유지보수용 핫셀 리어도어의 감마스채닝 검사 

특히 려어도어와 도어 프레입의 틈새는 약 15 cm 간격으로 확인하였다 1차 검사에서 

각 리어도어의 상단 및 측면 핫셀벽 일부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위 

에 대해 납실， 납판 삽입 및 콘크리트 보강작업을 수행하였고， 2차 검사를 실시하여 차폐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차폐능 검사는 리어도어뿐만 아니라 핫셀 전체에 대하여 검사선원 

과 검사 방법， 그리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에 관련 절차서와 검사 결과보 

고서를 제출하여 차폐성능이 유지펌을 확인하였다 기밀 성능시험은 리어도어가 닫힌 상 

태에서 핫셀 전체에 대해 누설시험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리어도어 뿐 아니 

라 핫셀 전체에서 누설 부위가 없음올 확인하였다 

리어도어의 운전 성능시험에서는 주행성능， 구조적 안전성， 그리고 방사선 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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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와의 연통(inter- Iock)상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주행성능의 평가는 그림 

3-7-41과 같이 구동시험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여기서는 구동상태 및 안전성， 리미트 스 

위치와 같은 안전장치들의 작동성 둥을 검사하였다 

그림 3-7-41 핫셀 리어도어 구동 성능시험 

표 3←7←6은 주행시험의 세부적인 검사 항목들과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수록하였다 

표 3-7-6. 핫셀 리어도어 주행 성능시험 평가 결과 

주행 성능시험 항목 평가 결과 

전진 및 후진 구동 원활성 혼들림 동의 불안정 함 없이 구동됩 

구동 속도 적합성 설계속도로 이동 

출발 및 정지 동작 안정성 출발 및 정지시 부드럽게 감가속됨 

리미트 스위치 작동상태 합격 

레일의 stopper 작동여부 리어도어 바퀴가 stopper에 닿았을 때 

불안정함 없이 정치함 

바퀴와 레일 사이의 밀링 (slip) 발생여부 구동시 밀립 현상 발생하지 않음 

정지시 밀립 또는 기울어짐 발생여부 밀립 또는 기울어점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 가능성 없는 것으로 판단됩 

각 부분의 변형 발생여부 변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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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설계치에 준하는 작동성능을 보였으며， 구동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 

인하였다 한편， 리어도어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 해 

석에서논 실제보다 보수적인 조건을 가정하고 개폐시 리어도어 및 도어 프레임의 구조적 

변형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리어도어가 닫힐 때， 리어도어가 구동 중 갑작스럽 

게 정지할 때， 그리고 공정셀 리어도어의 리프탱 테이블에 중량물 안착시킬 때 둥에 대해 

리어도어의 전도 가능성올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수적인 조건에서도 구조적 변형이 거 

의 발생하지 않으며， 전도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각 리어도어의 운전 제어장치는 

방사선 감시장치와 연통되어 방사선 준위가 설정된 기준치 이상이 되연 열리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즉， 핫셀 내부의 갑지기 (hot-cell detector)에서 핫셀 외벽의 방사선 감시장치 

로 보내진 신호가 설정 기준치를 초과하변 경고음이 올리고 또한 이 신호는 리어도어 운 

전 제어장치로 전송되어 리어도어가 열릴 수 없도록 연동되어 있다 리어도어와 방사선 

감시장치와의 연통상태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입회검사를 통하여 건전성을 확 

인하였다 

마. 원격조종기 성능시험 

ACP 실중시설 핫셀에는 5조(각조 2기)의 원격조종기가 설치되어 았으며， 제작 

검사에서 각 원격조종기에 대해 외관 및 치수검사， 성능검사， 기밀검사 둥을 수행하고， 각 

부분에 대한 성적서 또는 시험결과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였 

다 성능시험에서는 friction , balance, rigidity, load, 동작범위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검 

사하였다 Friction 시험에서는 무부하 상태에서 각 방향으로의 동작시 걸리는 마찰력을 

측정하여 설계기준치보다 낮은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X, Y, Z 방향 통작의 경우 wnst 

Joint에 스프링저울을 부착하여 힘을 측정하였으며， handle의 회전 통작인 elevation, 

twist, azimuth 방향의 경우 master handle 스프링저울을 부착하여 측정한 힘과 이동거리 

를 통해 토크(torque)를 계산하였다 표 3-7-7은 한 원격조종기에 대한 friction 시험 결 

과와 설계기준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원격조종기를로 이와 거의 동일한 시험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3-7-7 원격조종기 friction 시험 결과 

통작 방향 최대 설계기준치 측정결과 

X motion 0.45 kgf (force) 0.40 kgf 

Y motion 0.28 kgf (force) 0.25 kgf 

Z motion 1.02 kgf (force) 2.80 kgf 

Elevation motion 0.98 Nm (torque) 0.68 Nm 

Twist motion 0.91 Nm (torque) 0.75 Nm 

Azirnuth motion 0.56 Nrn (torque) 0.48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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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방향을 제외한 모든 동작에 대해 설계기준치를 만족하였다 Z 땅향의 경우 측정된 
마찰력의 크기를 고려할 때 조작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실제 

조작을 통해 확인하였다 Balance 시험에서는 master와 slave arm이 수직인 상태에서 

master arm을 X, Y 방향으로 25도 각도로 기올인 후 놓았을 때 정지상태에 이르는 시간 

과 이때의 기울어진 각도를 측정하였다 모두 수초 내로 정지상태에 도달했으며， 정지시 

기울기도 10도 이내로 설계기준치를 만족하였다 

Rigidity 시험은 조작시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slave tong이 고정되었을 때 

master의 구속성을 검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lave tong을 완전 고정시키고， master의 

wrist joint나 handle에 일정 하중을 주어 각 방향으로의 변형량을 측정하였다. X, Y. Z 

방향 동작의 경우 9 kgf의 힘을 가하였으며， handle의 동작인 elevation, t wist, azimuth 

방향의 경우 l.7 Nm의 토크를 가하였다. 표 378에 측정결과를 수록하였으며， 모든 동 

작에 대해 적정한 rigidity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7-8 원격조종기 rigidity 시험 결과 

동작 방향 변형량 통작방향 변형량 

X motion 46 mm Elevation motion 4.50 

Y motion 237 mm Twist motion 2.5。

Z motion 8 mm Azimuth motion 7.5'。

하중시험 Ooad test)에서는 각 방향 동작에 대한 하중용량을 검사하는 시험으로 이를 통 

해 설계하중 하에서 원격조종기의 건전성을 확인하였다.X와 Y 방향에 대해서는 slave 

wnst에 9 kgf의 하중올 가하고 각 방향에 대해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검사하였다 Z 방향 

에 대해서는 slave arm의 load hook에 23 kgf의 하중을 가하고 상하로 이통하연서 검사 

하였다 그리고 handle의 회전에 대해서는 각 방향에 대해 13.5 Nm의 토크를 가하고 검 

사하였다‘ 
원격조종기의 실제 동작범위를 측정하여 설계기준치와 비교하였는데， 기준치는 X 

motIOn의 경우 700 -700 , Y motion은 250 _900 , Elevation은 780 -780 , Twist와 

Azimuth motion은 1700 -170001 다 여기서 X, Y, Z 방향의 동작범위는 수동조작 범위와 

전동구동 범위를 합한 것이다 측정 결과를 통해 오차범위 :t5。 이내에서 설계치를 모두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방향 동작의 잠금장치 및 X, Y, Z 방향 전동 구동 전환스 
위치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ACP 핫셀에서의 원격조종기 
적용영역 (coverage)을 확인하였는데， 5조의 원격조종기가 서로 중첩하면서 좌우 방향으로 

전 구간에 미치고 있으며， 전후로는 공정장치들의 조작부 전연까지 접근 가능하다 공정 

장치 상부 중 일부는 공정장치 자체의 간섭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하며， 공정장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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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는 후면 벽까지 접근할 수 있응을 확인하였다 그림 3-7-42는 원격조종기에 대한 

제작현장 및 ACP 실중시 설에서의 성능시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7-42 원격조증기 성능시험 

기밀 성능시험은 그림 3-7-43과 같이 제작현장에서 seal tube에 대해 수행하였다 

그림 3-7-43 원격조종기 누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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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0 mmAq로 가압한 후 1시간 후에 압력을 확인하여 

누설 여부를 검사하였으며， 압력지시계를 통해 압력 강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200 mmAq를- 감압한 후 l 시간 후에 부압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ACP 실증시설 핫셀 

에 원격조종기를 포함한 모든 설비를 설치한 후 핫셀을 밀폐한 상태에서 핫셀 전체에 대 

해 누설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격조종기에서 누설 부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바. 셀간벽 크레인 도어， Path - thru 도어， Storage Vault 성능시험 

셀간벽 크레인 도어， Path • thru 도어， 그리고 Storage Vault는 제작현장에서 재 

료 검사， 치수 및 외관 검사， 용접부 검사， 비파괴 검사， 표면처리 검사， 납 주조 검사， 차 

폐능 검사 둥올 수행하였고， 각 부분에 대한 성적서 또는 시험결과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시설에 반입하여 설치하였다 비파괴 검사에서는 공인왼 

검사원이 액체침투탐상 시험을 수행하여 모든 검사 부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납 

주조 공정에서는 납의 용해 후 출탕시편을 채취하여 잉곳 생플로 만들고， 이를 공인검사 

기관에 화학성분 분석을 의뢰하여 규정된 납의 성분임을 입중하였다. 납 주조 후에는 변 

형 여부를 확인하고， 차폐능 검사를 수행하였다 차폐능 검사는 공인된 전문 검사원이 

2,78 Ci의 Co- 60 방사선원을 사용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차폐 설계요건올 만족함과 

납 주조의 건전성을 입증하였다， 

셀간벽 크레인 도어의 경우 제작현장에서 시운전을 통해 운전 및 작동성을 확인하였고， 

ACP 설중시설 핫셀에 설치한 후 성능시험을 통해 운전성을 평가하였다 셀간벽은 작업 

구역에서 원격으로 개폐해야 하므로 operating console의 조작버튼 위치에서 차폐창을 

통해 개폐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제 구동하면서 개폐동작이 부 

드렵게 이루어지는지， 개폐시간이 설계치와 일치하는지， 개폐가 완전히 이루어지는지 둥 

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동시 안정성 및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상태를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Path- thru 도어의 경우 ACP 핫셀에서 원격조종기에 의해 개폐된다. 원격조종기의 하 

중 용량이 9 kgf이므로， Path- thru 도어를 개폐하는데 걸리는 부하는 이 값보다 작아야 

한다‘ 제작현장에서 스프링저울을 사용해 시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폐동작에서 최대 5 

kgf의 부하가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ACP 핫셀에 설치 후 성능시험을 통해 그림 

3-7-44와 같이 원격조종기로 개폐가 용이함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그림 3-7-45에서 보듯 

이 내부 관통부의 트롤리도 원격조종기로 이송이 가능함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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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7- 44. Path- thru 도어 개폐 원격조작 

성능시험 

그림 3-7-45. Path-thru 도어 트롤리 이송 원격조작 시험 

Storage vault의 ACP 핫셀 설치 후 성능시험올 통해 원격 작업성을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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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vault의 작업은 원격조종기와 인셀 크레인 또는 고하중조작기 (TMJ를 사용해 이 

루어진다 Storage vault의 뚜껑부 위에는 강판으로 된 커버로 덮여 있고， 이는 전자석을 

이용해 인양된다 그리고 뚜껑은 원격조종기륭 사용해 인양고리를 끼운 후 인셀 크레인 

또는 TM을 사용해 열고 닫는다 공정용 핫셀에 위치한 storage vault의 뚜껑은 인셀 크 

레인을 주로 사용해 개폐하며， 유지보수용 핫셀 storage vault의 경우 TM과의 공간 간섭 

으로 인해 인셀 크레인이 접근할 수 없으므로 TM을 사용하게 된다 그링 3→7-46은 ACP 

실증시설 핫셀에 설치된 storage vault에 대해 수행한 원격조작 시험 모습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픔 동해 원격조작성 및 작업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3-7-46. Storaae va매 원격조작 성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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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MS 장비 성능 

RMS 장비는 최초 설치 이후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사선관리실 

의 관리하에 매일 점검을 받고 있다 모든 장비 중에서 핫셀의 고준위 방사선을 대비하기 

위한 핫셀 리어도어와 핫셀 모니터와의 lnterlock 성능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다 

가. 핫셀 리어도어와의 Interlock 설정 

(1) Interlock의 펼요성 

방사능 물질을 직접 취급하게 되는 핫셀 내에 설치되는 핫젤 방사능 감시기 

에는 다른 감시기틀과는 다르게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핫셀내의 방사능 

의 수치가 일정 수치 이상인 상태에서는 핫셀의 리어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 Interlock ’ 기능이다 핫셀내의 방사능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실수로 리어도어를 열지 

못하게 제어하는 안전장치의 개념으로서 감시기에는 이러한 신호를 리어도어에게 전달하 

는 추가적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2) lnterlock의 설정 

제어의 기준이 되는 신호의 크기는 각 시셜의 상황과 핫셀내에서 사용하는 

방사능 선원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IMEF 건물과 ACPF 건 

물은 IMEF 안전성분석보고서 (ACPF의 안전성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 영시된 2.5 

mSv까lr를 설정하였다. 즉， 핫셀내의 방사능의 수치가 2.5 mSv/hr 이상일 경우에는 감시 

기가 리어도어 콘트콜 판넬에 ’Close’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내어， 어떤 경우에라도 리어 

도어가 열리지 않게 제어한다 조사재시험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11.4.6.3.4 방사선 감시 

설비 항목 중에 핫셀출입문감시기에 대한 언급은 아래와 같다‘ 

핫셀출입문감시기는 핫셀내에 설치되며 고방사능에 대하여 현장 및 안전관 

리실에 준위표시가 가능토록 하며， 또한 핫셀내의 방사선량준위가 2.5 mSv 

새r 이상이 되연 핫셀 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연동장치가 되어 있다-

(3) Interlock Test 

연동장치의 정상적인 동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테스트 단계 

를 거친다 

CD 실제 Alert Alarm 레엘인 2.5 mSv/hr 방사선원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어려 

운 관계로 이 수치를 Background 레벨로 낮추어 실질적으로 Alert Alarm이 

울렸을 때 Rear Door가 열리지 않는 가를 알아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정상상태일 때， 먼저 Rear Door7t 열리고 닫히는 것이 제대로 동작하는 지 

파악한다 

@ Alert Alaπn의 기 준수치 를 Background 레 벨로 낮춘다 • Alert Alarm이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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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 Rear Door를 열고 닫아 본다 • 이때， 닫는 것은 가능하나 여는 것은 불가 

능하다 

@ 다시 AJert AJann의 기준수치블 Background 레벨 이상으로 높인다 • AJert 

AJann이 해제된다 

(Q) Rear Door 개폐작동이 모두 가능하다 

(4) InterJock 작동 개 념 

그립 3-7 -47은 운전구역쪽에서 바라본 핫셀 감시기 및 리어도어의 모습이다. 

핫셀감시기의 제어선은 리어도어 우측에 위치한 회색의 리어도어 컨트롤 박스에 연결되 

어 InterJock 기능을 실행하게 된다 

그림 3-7-47. InterlockOI 연결되는 장치들 

그립 3-7-48은 InterJock의 작동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전체 흐름은 우측에서 좌측으 

로 진행되는데， 먼저 현재 핫셀내의 방사능 선원이 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 (2.5 mSv가rr) 보다 높다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작동한다 

CD 핫셀 감시기가 망사능 측정치를 핫셀 감시기 모니터 (Ratemeterl로 전송한다 

@ 핫셀 감시기 모니터는 측정치가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판단한 후， 제어 

신호(CJose SignaJ)올 리어도어 컨트롤 판넬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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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판넬은 이 신호를 받아서 리어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완전히 제어한 

다 

Close Contr。’ 110’arm works, sending Close Slgoal Detecting Slgnol 

그림 3-7-48. Interlock의 연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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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사용전 검사 

L 개요 

2005년 7월말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의 전체적인 시설변경 공사를 완료하 

고 ACPF 시설의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과기부 원자력 안전과에 2005년 8월 16일에 제출 

(핵주재 712- 2049 ‘조사재시험시설 내의 M8 핫셀 사용전검사 신청’)하였다 KINS로부터 

사용전검사 계획올 9월 26일 통보 받고(연핵0243 204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M8 핫셀 

사용전겁사 계획 알립’) 시설검사를 2005년 9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받았으며， 2005년 

11월 04일 시설검사 종결회의 가짐으로서 2005년 11윌 04일부터 실질적으로 ACPF 시설 

의 가동이 가능해졌다， 실제 과기부로부터 사용전검사 숭인 공문은 2α16년 1월 6일에 접 

수하였다(문서번호 없음 ‘M8 핫셀 사용전검사 숭인’) 

시설의 사용전검사는 구조/건축， 환기설비， 기계설비， 방사선안전， 화재감지 및 방호의 5 

가지 분야로 나누어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하여 5주간에 걸쳐 수검하 

였으며， 검사기간 중 KINS로부터 제기된 1건의 지적사항 및 분야별 보완요구 사항을 모 

두 조치하여 최종적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허가륜 득하였다 

본 절에서는 분야별 검사 및 조치 내용들올 기술하였다 

2. 구조/건축 분야 

[KINS 검사원 윤 의식] 

가. 주요 검사내용 

차폐콘크리트 시공전의 각종 사항(배합표 관련 제반사항 둥) 

차폐콘크리트 시공 후 관련사항으로 콘크리트 타셜 후 양생시의 각종 균열 

발생에 의한 차폐성능 저하 우려 

신설 및 기존콘크리트 균열 대처 방안 

차폐콘크리트 보수부위 보수후 양생 망법에 대한 질의 (일부 구간의 양생방 

법 표기상의 오류) 

철근조립공사 수행시 Chemical Anchor에 자료 요구 (삽입김이， 삽입개소， 삽 

입부의 작용웅력 퉁) 

냐. 지 적사항 <05- 2 045) 

관련 공문 연핵0243→273(2005. 10. 14,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M8 핫셀 

사용전검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구’) 

지적내용 콘크리트 배합설계 내용과 시공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시정 요구사항 구조적 건전성 및 차폐성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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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적사항 조치 내용 

구조적 건전성 입증을 위하여 시공사에 변경내용에 대한 구조계산 요청과 

함께 시공된 구조물의 비파괴검사 요청하고， 수정된 구조계산서 빛 바파괴검 

사 결과를 포함하는 ‘콘크리트 강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함 

- 차폐성능 확보 입증과 관련 하여는 차폐농 검사보고서[Gamma Scanning 

Test Report(HD-마SP-025)]를 제출함 

• 조치결과 송부 공문 핵주재725-2724(2005. 10. 24,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M8 핫셀 사용전검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3.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KINS 검사원 : 장 재권] 

가 주요 검사내용 

- Hot cell Mon.itor와 Rear Door 와의 lnterlock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자 

체 제작한 lnterlock 동영상 상영 

- 각 장치별 수량올 SAR의 내용대로 확인함 

- 각 장치별 성능 테스트 데이터 요구를 요구하여 Vendor가 작성한 Test 

Data sheet 제출， 자체 제작한 Test Procedure을 시연하고 체크하여 제출 

나 보완 요구사항 

핫셀 차폐성능의 측정 단위가 설계내용과 상이하여 현장 측정 요구 

RMS 장비 현장 설치 후 성능시험성적 결과 제출 

다-조치내용 

• 검사원 참여하에 핫셀 차폐성능을 현장에서 측정하고 결과를 제출함 

현장에 설치된 장비에 대한 정검 및 성농시험 결과를 제출합 

4. 화재 방호 및 감지 분야 

[KINS 겁사원 고 완영] 

가- 주요 검사내용 

(l) 화재감지기 설치 확인 작동 시험 

- Smoke detector (핫셀 내부 l개소， lsolation room 1 개소) 

Thermal detector (핫셀 내부 l개소 lsolation room 1 개소 Thermal 

detector 1 개 작동 상태 불량으로 교체 

화재 경보 및 감시반 (하나로 제어반，R! 현관 감시반， nVIEF 화재 감시반) 
표시 및 작동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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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론 소화설비 

- 힐론 nozzle 설치 상태 확인 (핫셀 내부 2개소. Isolation room 1 개 소) 

• 할론 표시퉁 작동 상태 확인 (1개소) ; 할론 표시둥 작동하지 않아 수리함 

할론 분사 SOV 통작 상태 확인 

할론 저장소 Control Panel 경보 표시 및 조작 상태 확인 

방화문 개폐 상태 확인 

나. 보완 요구사항 

기존시설 화재설비 점검절차서에 신설된 설비부분 추가 요구 

다- 조치내용 

기존시설 화재설 ll] 점검절차서에 추가함 

5. 환기설비 분야 
[KINS 검사원 정 진석(설비) • 김 홍태， 김 완태 (환기조건)] 

가- 주요 검사내용 

Filter bank 및 Duct 누설시험 결과 확인 (Shop & Site) 

Filter Unit 성능시험 결과 확인 

TAB 측정결과 확인 

급기 및 배기 Damper와 밸브(Butterfly Valve) 성능시험성적서 

차압계 설치 여부 및 차압의 현장 확인 [핫셀 ( -27- -37 mrnAq). 서비스구역 

(- 6- 8 mmAq). 작엽구역 (-3- 5 mmAq)] 

현장의 온습도계 설치 여부 및 온습도 조건 현장 확인 

환기조건의 적합성 여부 확인 

- TAB 결과 설계치 만족 여부 확인(설계치의 土10 % 이내로 조정되었는지 확 
인) 

나. 보완 요구사항 

Supply filter bank 현장 누설시 험 추가 수행하고， 결과 제출 요구 

- 지하 working area와 servlce area에 온습도계 설치 요구 

- 지하 servlce area에 차압계 추가 셜치 요구 

• 지하 working area의 차압계 수치가 1 mmAq로 설계치 (3 mrnAq 정도)와 

차이를 보임에 따라 확인 및 검교정 결과 제출 요구 

TAB 결과 2개소의 환기량이 설계치의 土10 %를 초과하여 재조정하여 그 결 

과릎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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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치내용 

Supply filtcr bank 누설시험은 추가 검사원 입회하에 수행하고 결과 제출함 

온습도계는 구매하여 추가로 설치한 후 검사원에게 사진 제출 

차압겨l 추가로 설치한 후 검사원에게 사진 제출 

검교정 및 현장 부압조건 겸사원 입회하에 확인 

추가로 TAB를 전문엄체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설계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 

정한 후 보고서를 제출함 

6. 기계설비 분야 

[KINS 검 사원 선 강식] 

가- 주요 검사내용 

(l) 크레인 안전검사 

Ovcrload에 대해서 사실상 l톤 용량이연 1톤의 load block을 들어올리고‘ 이 

보다 하중이 약간 증가한 상태에서 들어 올릴 때 부저가 울라도록 해야 하 

나， 산엽안전관리공단에서 승인 확인 

산업안전관리공단의 크레인 검사합격증 제출 요구 

(2) 리어도어 

RMS 장，，]와의 연동여부 검사 및 합격 여부 

(3) Padirac Cask Table 

Shielding key 상하 lifting 장치의 스크류 부분의 벤딩 변형으로 새로운 스 

크류로 부품교환 및 시운전 검사 

Padirac Cask 운전 절차서에 반드시 사전에 Lifting screw를 동가하중인 700 

kg을 이용하여 사전검사하고， 수송용기 안착부분은 실제 빠디락 수송용기를 

안착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한 후 작업을 하도록 절차서에 영시하도록 요구 

(4) Jib Crane 

빠디락 장비 ， 천장부분 등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절차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명시토록 요구함에 따라 절차서에 명시함 

월간점검/정비는 자체검사， 6개월 검점/정비는 크레인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절차서에 명시 요구함에 따라 반영함 

냐- 보완 요구사항 

빠디락 캐스크 운반대차 일부 보완 요구 (운전절차서 수정 및 고정 핀 일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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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치내용 

운전절차서를 수정하고， 보완이 펼요한 고정핀 보수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검 

사원 입회하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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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핫생 시험 총괄 및 펑가 

L 개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실증시험의 수행을 위하여 먼저 

단위 공정별 Mechanical Test를 수행하였다 단위 공정별 Mechanical Test는 핫셀의 공 

간직 제약으로 인해 핫셀 내에 설치된 공정장치들의 기계적 기능시험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단위 공정장치별 시험일정올 수립하여 2005년 7월 15일부터 9월30일까 

지 장치들의 기밀성시험 및 기계적 기능을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공정 계측제어시스템의 Loop Test를 수행하였으며， Loop Test 절차로는 

Loop test 수행 전에 절연 및 저항 측정， 계측기결선 및 신호극성 확인. 전송기 

Calibration, 교류 및 직류 전압 확인， 계측기의 초기 설정값을 언저 확인하였다 Test 결 

과， Con lroJ PaneJ과 연 계 되 어 작동되 는 PT, FT, TT, AT, PCV, FCV, TS, SOV 둥에 

대해 Board lnstrument와 FieJd lnstrument간에 일치하는지 Loop를 확인하고， 제어상태 

가 ControJ Logic Diagram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여 일부 이상 부분을 보완하여 공정시 

스템 lest-run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종합공정 시스랩에 대한 Cold & Heating test-run를 수행하였다 CoJd test - run 

을 위해 상온에서 단위공정별로 작성된 공정시스템 운전절차서에 따른 원격운전조작에 

대한 시험과 ControJ PaneJ과 연계하여 공급되는 가스(Ar 압축공기) 유량제어， 배기 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Heating test -run올 위해 공정별 조업온도로 가열한 상태에서 온도제어 

상태 확인파 CoJd test-run에서 수행한 내용을 수행하여 확인함으로서 실중시험을 위한 

핫셀 시스템 및 공정 시험장치의 가동 준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서 핵물질올 사용하기 위해서는 lAEA에 설계정 

보서(DIQJ를 제출한 후 물질수지 구역코드 및 시설코드를 부여 받아야 한다 설계 정보 

서에는 크게 시설(시설의 특성/건설 및 가동일정/시설관련도연/물질이동경로 및 주변도 

연 J ， 핵물질(시설내 최대 사용량/농축도， 플루토늄 함량/폐기물발생량 및 형태) 및 물질흐 

름/계량관리(공정별 핵물질 양끼α‘P 및 KMP내용)항목 퉁이 포함된다 2005년 3월에 

lAEA에 핵물질 사용을 위한 최종설계정보서 (DIQ)를 제출하여， 2005년 8월에 lAEA로부 

터 사전 설계 검충을 수행한 후 8월말에 실중시설에 대한 물질수지 구역코드(MBA코드) 

및 시설 코드(KOVl)를 부여받아， IAEA로부터 실중시설의 핵물질 사용 허가를 득하였다， 

그 후 장치 배치 변경에 따른 도띤 및 핵물질 이동경로의 수정 사항 둥을 반영하여 최종 

설계정보서 수정본올 제출하여 9월 7일 lAEA로부터 설계 정보검증(DIVJ올 받았으며， 12 

월에 천연 우라늄 펠렛 형태 및 파우더 형태사용올 위한 핵물질 형태변경 및 미미한 장 

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최종 설계정보서를 머EA에 제출하였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증시험은 궁극적으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fission 

producls의 공정에서의 거동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당초 계획은 NaturaJ uranium 

올 사용하여 Inactive 시험을 수행하고， 미국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사용올 위한 JD (Joint 

Determination)를 획득하여 연구소의 조사후시험시설 P∞1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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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올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jD 획득올 계획대로 얻지 못하여 Natural 

uramum과 금속산화물을 혼합한 Simfuel올 사용하는 것으로 실중시험올 대체하였다 

2. Inactive 시 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스템의 Inactive 성능시험의 수행올 위하여 수행계획올 수 

립하여 내부결재를 득하여 (2005년 11 훨 14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과제는 실중시설에 

대한 Inactive 성능시험， 차세대관리 공정개발과제에서 주도하고 있는 실중장치에 대한 

Inactive 성능시험 지원， 원격실중장치 개발과제에서 주도하는 실중용 원격장치 Inactive 

성능시험 지원 및 특성계량화 과제에서 주도하는 실중용 핵물질계량장치 성능시험 지원 

업무 둥 대과제의 모든 세부과제에서 수행되는 실중시설 관련업무의 지원 및 총괄기능을 

수행하였다 

lnactive 시험은 2005년 과제기간 종료시점 (2αl6년 2월 28일)까지 2 Campaign올 수행 

하기로 계획하고 1차 Campaign을 2005년 11 월 19일에 착수하였으며， 금속전환조에 대한 

실중시험에 중점을 두었다 

가 Inactive 시험 수행 계획 (내부결재 내용) 

(l) 기간 2005. 11.15 - 2006. 02. 28 

(2)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Mock up 시설 내에 보유하고 있는 NU 사용 

(3) 기간 내 공정시험 처리량 2 Campaign 처리를 기준함 

(4) 공정시험 취급물질 및 취급량 

표 3-9-1. Inactive 시험 세부 내용 

방사성 물질 
시험장치 영 

공정 시약 

batch 당 총 취급량 batch 당 총 취급량 

Slitting 1\‘achine 
Al Rod Cut Al Rod Cut 

- 80 ea - 160 ea 

Vol - oxidizer 
UOz Pellet UOz Pellet 

- 10 kg 20 kg 

Metallizer 
U308 분말 U30R 분말 LiCl - 90 kg LiCl - 180 kg 

10 kg 20 kg LizO - 3 kg Li,Q 6 kg 

Smelter 
U metal U metal 
- 8.5 kg - 17 kg 

Waste MS LiCl • 90 kg LiCl 180 kg 
treatrnent device Li20 - 3 kg LizO - 6 kg 

ASNC 
2.5 IlCi Cf 252 
1 mCi Cf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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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시험 일정 

표 3- 9- 2. Inactive 1 차 시험 일정 

공정시험 엘정 비고 

1st 탈피복 시험 2005. 11.28 - 12.02 모의 연 료 Rodcut 사용 

C 
분말화 시험 2005 ‘ 12.02 - 12.06 Mock- up Pellet(NU) 사용 

A 금속전환 시험 2005. 11.19 - 11.25 Mock- up U3ÜR(NUJ 사용 
M 폐용융염 Ingot 
P 제조시험 

2005. 11.25 금속전환 후 용융염 

A 
U- Ingot 제조시험 금속전환체 2005. 11.26 - 11.27 

G 
N 공정후 처리 작업 2005. 11.28 - 12.01 저장 및 시료 처리/제염 

표 3-9-3. Inactive 2차 시 험 일 정 

공정시험 일정 비고 

2nd 탈피복 시험 2005. 12 ,23 - 12.28 모의 연료 Rodcut 사용 

분말화 시험 2006 ‘ 01.09 - 01.13 Mock- up Pellet(NU) 사용 
C 분말화 시험에서 제조왼 
A 금속전환 시험 2α)5. 12.12 - 12.18 

U308(NU) ，.'-}용 
M 

폐용융염 Ingot 
P 2005 , 12.18 금속전환 후 용융염 

A 
제조시험 

l U- Ingot 제조시험 2005. 12.19 - 12.20 금속전환체 

G 
N 공정후 처리 작업 2005. 12.21 - 12.28 저장 및 시료 처리/제영 

(6) ASNC 측정 및 원격조작 시험 일정 

표 3-9-4. ASNC 측정 및 원격조작 시험 일정 

구 분 시 험 일 정 비 고 

8ackground 측정 2005. 11.15 - 2006. 02.28 

ASNC Perfonnance Test 2005. 12.01 - 2006. 02.28 Cf-252 
측정시험 2.5 llCi 

Dead Time 측정 2005. 02.01 - 2α)6， 02.28 Cf- 252 
2.5 llCν 1 mCi 

TM 조작 TM 작업 운전성 2005. 11.15 - 2α)6. 02.28 
및 이상 감시 

성능시험 이상 감시 성능 2005. 01.02 - 2α)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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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부과제별 수행 업무 

표 3-9-5 세부과제별 수행 。~O'" -, 

세부과제 명 상세 업무 내용 

금속전환 공정시험 

차세대관리공정 U Ingot 제조시험 

폐용융염 Ingot 제조시험 

핫셀 장비 

환기 설비 

설중시설 
전기 설비 

유틸리티 (Air I Ar) 

- 출입관련 안전 관리 

총팔 및 Coordination 

탈피복 장치시험 

원격취급 
- 분말화 공정시험 

TM 조작 성능시험 
장치 원격 조작 및 해체 지원 

ASNC 측정시험 

핵물질 계량화 우라늄(NU) 반입 및 반출 

폐용융염 반입 및 반출 

(8) 예상되는 문제점 
• 야간 및 휴일 작업 수행시 환기설비 정상 가동 필요 (현재 야간 및 휴일에는 

환기량을 낮춤) 

~ 야간 및 휴일 정상가동을 IMEF와 협의 

- 야간 및 휴일 작업 수행시 방사선 안전관리 요원 상주가 원칙 

~ 방사선 안전관리실과 혐의로 작업부서 직원만으로 작업 가능 

실중시험 후 발생하는 우라늄(NaturaD 및 폐용융염 Ingot 처리건 

~ 우라늄 lngot은 Mock up으로 이송 저장하고， 폐용융엽은 고체폐기물 

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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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nactive 시험 결과 

(1) 1 차 Campaígn 

l 차 Campaign은 11월 19일에 금전전환 공정장치 조립을 시작으로 공정시약 

LiCl 90 kg, Li20 3 kg과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Mock • up 시설에 보관 중인 Natural 

uranium U308 분말 10 kg을 운반하여 실증시설 핫셀 내 금속전환조에 장입하고 11월 22 

일부터 가열하여 반웅온도(650 'C)에 도달한 후 전해반응을 시작하여 반응이 진행되는 

도중에 Cathode Assemble의 Magnesia Membrane이 열충격 에 의 해 절단됨 에 따라 반용 

을 중단하고 반웅기를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 

(2) 2차 Campaígn 

2차 Campaign은 12월 13일에 착수하여 금속전환조의 내부반응기를 교체하 

고， Natural uranium U308 분말은 Mock- up 시설에 보관 중인 U02 Pellet을 사용하여 핫 

셀 내 설치된 Vol-oxidizer에서 U308 분말로 제조하여 금속전환조로 운반하여 금속전환 

조에 장입하고， 1차 Campaígn과 같은 방법으로 금속전환 반응을 120시간 수행하고， 용융 

염 이송 및 영곳 제조， Smelter에서 잔류염 제거 및 우라늄 금속 1ngot 제조 조건 동을 

확인하고， 12월 23일에 2차 Campaign 시험을 종료함으로서 금속전환 시험 이전에 수행 

한 모의 Rodcut을 사용한 Slitting 실험과 UÜ:2 Pellet의 U308 분말화 실험， 그리고 금속전 

환 실험， 금속 lngot 및 영 lngot 제조 실험으로 이어지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전반에 

대한 lnactive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할 수 있었다 2차 Campaign 수행과정에서 공정조 

건의 확립 및 장치의 원격운전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여 관련 세부 과제들이 

효율적인 Simfuel을 사용하는 핫셀 실증시험올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하였다. 

3. Simfuel 실증시 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ACP: Advanced SF Conditioning Process) 9.l 실증시험은 당 
초 2α16년 중에 Spent Fuel을 사용한 실증시험을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Spent Fuel 사용에 대한 ]D를 획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체 방안으로서 Natural 

uranmm에 사용후핵연료의 기준 조성 중 주요 원소 가운데 대표적인 원소들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금속산화물을 혼합하여 SimFuel(Simulated FueD을 제조， 사용하는 실증시 

험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2006년 과제기간 내에 당초 최대 4 Campaign까지 수행하기로 

계획하였다‘ 2006년 7월 3일에 1 st Campaígn에 착수하여 2nd Campaign까지 실증시험을 

완료하고 3rd Campaign에 착수하려는 시점인 2006년 11월초에 본 시설이 위치한 조사재 

시험시설의 배기 filter bank의 화재로 인하여 시설 전체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Simfuel을 사용한 실증시험은 2 Campaign을 수행할 수 있었다‘ 

2α16년 Simfuel을 사용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험 계획올 작성， 준비함으로서 세 

부과제 간 시험일정을 조정하고， 설증시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중시설이 위치한 조사재시험시설 운영 책임부서에 실증시험 계획을 통보하여 

전체 시설관리 측연에서 협조를 얻어 실증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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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imfuel의 조성 및 제조 

(1) Simfuel의 조성 

표 3-9-6. Simfuel의 조성 

Simfuel 

Element Mole Scaled Oxide Oxide Mw Oxide W t.% lO kg(g 
Fraction Mole % Wt Basis (g) 

U(+Pu) 0.91227 93.31635 U02 270.û28 25198.0 94.9958 9499.5823 

Ba 0.00388 0.39689 BaO 153.326 60.9 0.2갱4 22.9414 

Ce( +Np) 0.0057 0.58305 Ce02 172.115 100.4 0.3783 37.8326 

La( +Am+ 
0.00336 0.34370 La20 3 325.809 112.0 0.4222 42.2158 Cm) 

M。 0.0103 I.n잃59 κ1003 143.938 151.7 0.5717 57.1722 

Sr 0.00254 0.25982 SrO 103.619 26.9 0.1015 10.1495 

Cs 0.00514 0.52577 CS20 281.81 148.2 O.또86 55.8588 

Y 0.00149 0.15241 Y2Ü3 225.81 34.4 0.1297 12.9748 

Zr 0.01166 1.19270 ZrQz 123.223 147.0 o.또41 55.4067 

Ru( +Tcl 0.00894 0.91μ8 RU02 133.069 121.7 0.4588 45.8761 

Nd( +Pr+ 
0‘01233 1.26124 Nd20 3 336.478 424.4 1.5999 159.9897 Pm+Sm) 

Total 0.97761 100 26525.4 100.00 10000.00 

(2) Simfuel의 제조 

금속전환공정 시험용 Simfuel 

상기 Sirnfuel의 조성을 기준으로 Natural U30B 분말과 우라늄올 제외한 

금속산화물 분말 시약을 균질하게 blending하여 사용하며， 금속전환공정 

이후 공정인 우라늄 Ingot 제조(Smelter)와 염 Ingot 제조 공정시험은 이 

금속전환공정에서 발생된 금속전환체를 사용함 

• 분말화공정 시험용 Simfuel 

분말화공정 시험을 위한 Simfuel은 Natural uranium U02 Pellet과 상기 우 

라늄올 제외한 금속산화물 분말 시약으로 제조된 Tablet을 불리적으로 흔 

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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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실중시험 수행 계획 내용 

(1) 탈피복 실증시험 

2006년도 실중시험에서는 Zircaloy Tube에 핵연료 대신 알루미늄 pellet을 삽 

입한 모의 핵연료 Rod를 제조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탈피복 시험은 3 Campaign을 수행 

할 계획이며， Campaign 당 907H 의 Rod Cut을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2) 분말화 실중시험 

SimFuel을 사용한 핫셀 내 분말화 실증시험은 천연우라늄 Pellet과 금속산화 

물 Tablet올 사용하여 1 Campaign을 수행할 예정이며， 제조된 분말은 금속전환 시험에 

사용한다 

(3) 금속전환 실증시 험 
핫셀 금속전환 실중시험은 4 Campaign을 수행할 예정으로 3 Campaign은 앞 

에서 제시된 Simfuel 조성에 맞추어 천연우라늄 U308 분말과 금속산화물 분말을 균질하 

게 혼합하여 사용할 예정이고， 1 Campaign은 분말화 시험에서 제조된다 

(4) 우라늄 Ingot 제조 실증시험 

우라늄 Ingot 제조 실중시험은 금속전환조에서 제조된 granular 형태의 

전환체를 사용하여 Inactive test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5) 용융염 Ingot 제조 실증시험 

=즈는 
p =,-

금속전환 시험장치에서 사용한 LiCI 용융염을 Inactive test에서와 같은 방법 

으로 저장이 용이하도록 원통 형태의 Ingot으로 제조하게 된다 

(6) ASNC(Neutron Counter) 측정 시 험 

Inactive test에서 사용한 1 mCi Cf-252 Standard 선원(C7-427)을 사용하여 

Background 측정 및 ASNC의 Performance Test를 추가 수행하게 되며， 가능하다연 

DUPIC SFS(Spent Fuel Standard) Rod를 ACP 핫셀로 운반하여 ASNC Calibration 및 

감마 파일업 측정시험 수행계획을 수립하였다-

[DUPIC SFS Specificationl 

Spent PWR Fuel Rod ]14Ell 

- Average Bum- up : 38,981 MWD!MTU 

길이 및 개수 10 cm(길이) - 32 rods 

다. Simfuel 실중시험 수행방법 (내부결재 내용) 

(1) 시험기간 2006. 06. 07 - 2006. 12. 22 

(2) Sim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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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관리 종합공정 Mock up 시설 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Natural 

uranium(U30A 분말 및 U02 Pelletl과 별도로 구매하는 금속산화물(’가 Simfuel 조성 및 

제조 t 창조) 시약올 사용 할 계획이다 

금속전환 공정시험 3 Campaign 

Natural U30A 분말과 금속산화울 분말 시약을 혼합하여 제조된 Simfuel 

분말을 사용할 예정이다 

금속전환 공정시험 1 Campaign 

Natural U02 Pellet과 금속산화물 분말 시약으로 제조된 Tablet으로 

화 공정 (Vol oxidation)에서 제조된 Simfuel 분말을 사용할 예정이다 

(3) 기간 내 공정시험 횟수 4 Campaign 처리를 기준 

(4) 처 리 용 량 10 kg - 15 kg Uo,'/Campaign 기 준. 

(5) 시험일정 

표 3-9-7‘ Simfuel 1 차 시험 일정 

공정시험 일정 비고 

분말 

1st 금속전환 시험 2006. 06.07 - 06.13 
NU U30B 분말 + 

금속산화물 분말 

C 
펴1용융염 Ingot 

A 
제조시험 

2006. 06.14 금속전환 후 용융염 

M 
P 
A U- Ingot 제조시 험 2006. 06.15 - 06.16 금속전환체 

G 
N 공정후 처리 작업 2006. 06.17 - 06.20 저장 및 시료 처리/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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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8. Simfuel 2차 시 험 일 정 

공정시험 일정 비고 

2 탈피복 시험 2006. 08.01 - 08.02 모의 연료 Rodcut 사용 

C 금속전환 시험 2006. 07.18 - 07.24 
NU U30 S 분말 + 

A 금속산화불 분말 

M 폐용융염 Ingot 
2006. 07.25 금속전환 후 용융염 

P 제조시험 

A 
U-Ingot 제조시험 2006. 07.26 - 07.27 금속전환체 

G 
N 공정후 처리 작업 2006. 07.28 - 07.31 저장 및 시료 처리/제염 

표 3-9-9. Simfuel 3차 시 험 일 정 

공정시험 일정 비고 

3 탈피복 시험 2006. 08.31 - 09.01 모의 연료 Rodcut 사용 

분말화 시험 2006. 09.04 - 09.1 1 
NU (U0 2) Pellet + 

C 금속산화물 Tablet 
A 

금속전환 시험 
분말화 시험에서 제조된 

M 2006. 09.12 - 09.18 
분말을사용 

P 폐용융염 Ingot 
A 제조시험 

2006. 09.19 금속전환 후 용융염 

G 
U- Ingot 제조시험 2006. 09.20 - 09.21 금속전환체 

N 공정후 처리 작업 2006. 09.22 - 09.25 저장 및 시료 처리/제염 

표 3-9- 10. Simfuel 4차 시험 일정 

공정시험 일정 비고 

4 탈피복 시험 2006. 10.30 - 10.31 모의 연료 Rodcut 사용 

C 금속전환 시험 2006. 10.17 - 10.23 
NU U30 S 분말 + 

A 금속산화불 분말 

M 폐용융염 Ingot 
2006. 10.24 금속전환 후 용융염 

P 제조시험 

A 
U-Ingot 제조시험 2006. 10.25 - 10.26 금속전환체 

I 
G 
N 공정후 처리 작업 2006. 10.26 - 10.29 저장 및 시료 처리/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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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물질 계량관리 측정시험 

(가) ASNC 성능시험 

Activity가 다른 두 가지 Cf-252 소스로 ASNC 성능시험올 수행함 

CVN101 (2.5 uCil 소스 background 수준의 약한 소스로서 1-2 개월 

동안 ASNC의 cavlty에 넣고 ASNC의 stability를 테스트할 예정임 (공 

정 성능시험 일정과 겹칠 수 있으나 체크소스 수준이라 핫셀 내에서 작 

업하는 공정팀원에 대한 방사선 피폭우려 없음.> 

C7 • 427 (1 mCil 소스 ASNC의 deadtime 측정실험용 (공정시험 각 

Campaign 사이의 기간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 

(냐) ASNC의 감마파일업 특성시험 

DUPIC SFS(Spent Fuel Standard) Rod를 ACPF 핫셀로 운반하여 수행 

하는 ASNC Calibration 및 감마 파일엽 측정시험은 공정시험이 완료된 시 

정인 2006년 11 월 3일 이후에 수행한다 

(다) 계량관리 시험일정 

표 3-9-11 계량관리 시험일정 

계량관리시험 일정 벼고 

ASNC 2006. 07.01 - 07.15 CVNI0l (2.5 uCil 
background 시 험 (1 - 2 Campaign 사이 ) 소스 이용 

lAEA 요구사항에 
2α)6. 08.07 - 00.00 

CVN lOl & C7427 
따른 ASNC의 수정 (2 3 Campaign 사 이 ) 

소스 이용/ 

보완 및 성능테스트 lAEA InstrumenL 사용 

ASNC 성능 및 2α)6. 10.02 - 10.14 CVN101 & C7 427 
원격조작성 테스트 (3 - 4 Campaign 사 이 ) 소스 이용 

ASNC 감마파일업 2006. 11.20 - 12.23 
DUPIC SFS 이용 

테A트 및 핫셀 제염 (추후 결정예정) 

ASNC stability 
공정시험 휴지 기간에 

CVN101 (2.5 uCi) 
공정시험과 간섭되지 

테스트 
않도록 실시예정 

소스 이용 

(7) TM 조작 및 이상 감시 성능시험 

공정시험 일정 기간에 공정시험을 위한 작엄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것올 왼칙 

으로 하고， 별도의 시험이 펼요한 경우는 공정시험 일정 기간올 제외한 기간에 수행한다 

(8) Padirac Cask 운반 및 접속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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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rac Cask 운반 및 접속1 기밀시험 동은 공정시험 일정 기간을 제외한 기 

간에 수행한다 

(9) 세부과제별 수행 업무 

Inactive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각 세부과제가 같이 참여하여 실 

중시험을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10) 예상되는 문제점 

야간 및 휴일 작업 수행으로 인한 방사선 안전관리실 및 IMEF 협조 필요 

=후 야간 및 휴일 정상가동을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실 및 IMEF와 협의 

요 

실중시험 후 발생하는 우라늄(NaturaJ) 및 폐용융염 Ingot 처리 

=} 우라늄 Ingot은 Mock-up으로 이송 저장하고， 폐용융염은 고체폐기물 

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DUPIC SFS(Spent Fuel Standard) Rod를 사용한 ASNC 측정시험의 경우 

사용 전에 핫셀 내부 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상세한 계획이 필요합 

=} 확정된 후 세부 과제 간 긴밀한 협의요， 

라 Simfuel 실증시험 결과 

(1) U30 8 분말제조 (2006년 6월28일 -6월30일) 

당초 공정 Mock- up 시설의 U308 분말을 운반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초기 신 

청한 IAEA DIQ 상에 ACPF에서 U3ρ8 분말 사용이 명기되지 않아 당시 시점에서 반입 

이 어려워 현재 ACPF에 있는 UQz pellet을 사용하여 U308 분말올 제조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6월 28일 분말 제조 시험장치 (Voloxidizer)를 점검하고.6월 29일에 반옹 

기를 반웅조건인 밍o "c까지 가열 (4시간 소요)하여 U02 pellet을 장입하여 분말을 제조 

(반응시간 8시간)하였으며， 반웅 종료 후 냉각( 18시간)하여 6월 30일에 U308 분말을 인출 

하였다. 이때 제조된 분말량은 계량결과 9.48 kg으로서 투입된 U02 Pellet 9.14 kg으로 

제조되는 U30s 이론량 9.5 kg를 기준으로 약 99.79% 제조 수율을 얻었다 

(2) 금속전환시험 (2α)6년 7월 3일 -7월 10일) 

금속전환에 사용되는 Simfuel은 제조된 U30 8 분말에 앞에서 제시한 Simfuel 

조성대로 금속산화물(10종) homogeneous하게 흔합하여 7월 3일에 Cathode assembly의 

MgO membrane에 loading 하여 Cathode assembly를 금속전환 반웅기 내에 장착하고 l 

차로 LiCl(60 kg 전체량의 2/3)을 투입하고 가열을 시작하여 6OO"C에 이르러 용해된 후 

에 2차로 LiCH30 kg 전체량의 1/3) 투입하였다 반웅기 온도를 6OO"C로 유지한 상태에 

서 7월 4일에 LizO를 3 kg(3.04 %) 투입하고. Ar bubbling (100 lpm)으로 혼합하면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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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환반응을 시작하였다- 금속선환반용은 전류를 단계별로 ‘40A(10 hrs) - 5OA(lO hrsl 

60A(20 hrs) - 70AOO hrsl - 8OA(20 hrs) 6OA(20 hrs) - 40A(20 hrs)’로 조정하면 

서 총 110 hrs 동안 수행하였다 반응이 62 시간 진행된 상태에서 Li20의 농도가 0.67% 

로 낮아 Li20를 0.5 kg 추가공급 하였으며， 6월 10일에 반웅을 종료하였다 

(3) 염 이송 및 Ingot 제조시험 (2006년 7월 10일) 

금속전환 반응을 종료한 후에 바로 염 이송올 위하여 금속전환 반웅기 및 이 

송 line을 650 'c로 가열하여 온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용융염을 금속전환조로부터 염 

Ingot 제조 장치로 이송하였으며 1 염 Ingol 제조과정은 ‘Mold case 장착 • 진공 유지 -

고온용 밸브 on 염 Transfer< 2분) - Cooling(6분30초) - Mold case 탈착 Mold 이동’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염 lngot은 몰드 당 5.35-5.5 kg로서 모두 18개의 염 Ingot이 제 

조되었으며， 염 lngot 제조에 5시간이 소요되었다 제조된 염 Ingot의 무게 측정결과 88 

kg으로서 투입량 95 kg을 기준으로 92.6%가 회수되었으며， 잔여량은 금속전환조 내부 바 

닥에 잔류하는 양과 반응 중에 기화한 양으로 추정된다 

(4) 금속전환 반응기 냉각 및 해체 (2006년 7월 II 일 - 7월 13일) 

엽 이송올 완료한 상태에서 금속전환 반웅기의 가열을 중단하고， Ar Purge를 

하면서 36시간 경과 후 반웅기 온도가 45 'c로 냉각되었으며， Cathode Assembly를 해체 

하여 금속 granule이 들어있는 MgO membrane올 분리하여 다음 공정인 Smelter에서 금 

속 Ingot을 제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7월 12일 오전까지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5) Smelter 시 험 (2006년 7월 13일) 

금속 lngot을 제조하는 시험은 MgO membrane 내에 있는 금속 granule 전 

량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고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흑연 도가니에 넣어 Smelter 내부에 

장입하고 7월 13일 오후부터 원격조작 시험 및 가열올 시작하였다 Smelter 반웅기 내부 

온도가 850 'c 에 도달 한 후에 진공 조건(26 - 196 mmHg)에서 3시간 동안 잔류엽(금속 

의 약 40 wt%)을 제거하한 후 진공을 결지 않은 상태에서 Ar 가스만을 purge 하면서 

가열하여 1300 'C 로 도달한 후 3시간 동안 금속 Ingot 제조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가열기 

의 전원을 끄고. Ar purge를 하면서 냉각을 시작하여 7월 18일에 Smelter를 해체하였다 

금속 lngot 제조시험 결과 금속 Ingot의 무게가 0.96 kg으로서 이 경우 잔류염의 무게 추 

정치가 385 g이나 실제 Cold Trap에 웅축된 무게는 계량 결과 40 g( 약 10%)으로서 잔류 

엽의 90%가 trappmg되지 않고 진공시스템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핫셀 시험결과 평가 
핫셀 실중시험 수행과정에서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측연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내 

용을 중점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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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말제조 시험장치 

분말제조 시험장치의 경우 대체적으로 원격 운전을 위한 장치 설계가 이미 반 

영되어 었으며， 운전 과정에서 U30R 분말 Receiver 상부 Clamp의 구조가 원격조종기나 

TM으로 조작하기에 용야하지 않아 모양이 조작기의 Tong에 의해 접근 및 Griping이 용 

이한 구조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냐. 금속전환 시험장치 

금속전환 시험장치에 LiCI 공급을 위한 hopper 연결 작업이 l회 연결하여 공급 

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이 작업은 MSM. TM. Crane의 협력이 펼요한 작업으로 

서 TM의 이동 및 카메라만으로 이연 지역에 접근하여 작업을 위한 접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핫셀 Crane과 TM Girder 간섭으로 핫셀 Crane과 TM의 동시 작업이 현실 적 

으로 어렵다 또한 LiCI 공급 hopper를 turnmg 방법을 용이하게 하도록 중앙에 turning 

c1amp 및 hook 설치가 펼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용융염 이송을 위하여 설치된 line heater7t 단락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현재 

구조가 원격 조작에 의해 결션을 분리하고， 가열기를 해체하여 교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결선 및 가열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반응 도중에 6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 

하였는데 아직까지는 원격시료채취를 위한 장치의 개발이 되지 않아 이를 위한 대비가 

평요하다 반응 종료 후 Cathode assembly의 해체 과정에서 용융염의 응결로 인하여 현 

재 구조로는 원격으로 해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개선을 위하여 부분적인 반응기의 

개조가 필요하며， 해체 과정에서 TM의 힘 반영률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이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염 Ingot 제조 시험장치 

염 Ingot 제조 시험장치의 경우 비교적 자동화 되어 정상적인 운전에서는 문제 

가 없으나 염 이송 line의 구조 특성상 여러 조각으로 분리된 가열기의 일정한 온도유지 

를 위한 제어에 어려움이 있으며， line 가열기에 단락이 발생하는 경우 원격조작에 의한 

교체가 용이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펼요하다 그리고 염 이송 중에 이송 line이 온 

도제어의 이상 둥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경우 현재 원격조작 방법에 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장치적인 개선이나， 염을 이송하지 않고 재사용하 

는 방안 동과 같은 큰본적 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영 Ingot 볼드의 상부 cover 

를 체결할 때 회전 작업의 원격조작이 용이하도록 전용 공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Smelting 시 험 장치 

현재 Smelting 시험장치에 설치된 Cold trap의 경우 금속전환 시험장치에서 제 

조된 금속 granule에 잔류염을 적게 예상하여 설계됩에 따라 실제 발생량의 10% 정도만 

을 포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금속 Ingot 제조과정에서 현재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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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건에서 완벽한 Inert 분위기블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부분적으로 반웅 

기 주변올 Ar Inert 분위기 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거나 반웅조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 

에서 Inert gas의 가압조건에서 수행하는 방안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조된 금속들이 혹 

연도가니에 용침되어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원 

격조작과 관련하여서 Cold trap의 분리 및 교체， 이연 작업과 힘 반영이 크게 요구되는 

작업에 대비한 장치개선 및 전용공구의 개발이 펼요하다 

마. TM (Telescopic Manipulator) 

전반적으로 TM의 작업공간의 접근성은 용이한 편이나 주행 및 접근 속도가 

느려 작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TM으로 

찾셀 내 작업 위치를 확인하거나 작업 pomt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현재의 momtor만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웅이 있다 이는 작업공간은 3차원이나 monítor 에는 2차원으로 display 

되는데서 기인하므로 TM 손목 또는 필요한 부위에 별도의 카메라 또는 확대경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힘의 반영륜과 작엽을 위한 고정성이 취약하여 작업 중 

에 별도의 보조도구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요구에 따라 Tong올 분리해 내고 요구되 

는 다양한 fixture와 Jaw 뜰을 개발하여 힘의 반영률과 작업의 효용성을 충대시킬 수 있 

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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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켈 차세대관려 종합공정 질중시설 운영 

L 개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ACP 실중시설)은 2005년 7월까지 예비핫셀의 개조 

공사 및 부대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각 분야별 설계 성능시험올 수행하였다 이후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시셜의 사용전 검사를 수겸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2005년 11월 정부로부터 시설의 정식 운영허가를 득하고， 현재까지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해오고 있다 

완공된 시설을 이용해 2005년 후반과 2006년 초반에 천연우라늄올 사용한 mactlve 시 

험을 수행하였으며， 2αl6년 7월과 9월에는 모의연료(simulated fueD를 사용한 공정시험올 

수행하였다 이런 공정시험올 바탕으로 최적의 운전조건을 도출하고， 공정시험 중 시껄운 

영 측면에서 부대셜비의 점검 및 관리를 지원하였다 또한 ACP 실중시설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한 안전성， 작업성， 편리성 동의 확보를 위해 부대설비의 관리 및 보완작업을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설비의 설치 작업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방사 

성폐기물 처리의 고비용올 감안하여 ACP 실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 

하도록 시설올 운영하였으며， 발생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부피감용 장치인 

핫셀 폐필터 압축장치와 압축성폐기물 진공압축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이들 장치의 사 

용올 통해 폐기물의 부피를 많은 부분 줄여서 처리， 반출할 수 있음올 확인하였다 

ACP 실중시설 준공행사의 일환으로 2006년 5월에는 대내외 관련 인사들을 초대하여 

오픈랩 (open lab.J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ACP 실증시설에 많은 

대외 인사 및 관련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해오고 있다 따라서 ACP 실증시설의 운 

영은 대외적으로 후행 핵연료주기 연구개발의 이해도 중대 및 공감대 형성에 일조하고， 

관련 연구자들의 기술적 협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본 절에 

서는 이와 같은 ACP 실중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2 시설 설비 점검， 관리 및 유지보수 

가- 부대설비 점검 및 관리 운영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립 

3- 10- 1과 같은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였다- 운영일지는 시설의 작업구역에 

비치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매일 수시로 수행하는 시설의 일상점검 내용 및 시셜에서 이 

루어지는 작업 내용과 관련 정보 둥을 각 세부과제별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연 해당 연구자 또는 장치 제작사에 연락을 취하여 수리 및 보완이 조속 

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각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관련 장 

비에 부착하거나 작업구역에 비치하여 장비 운전 전에 이를 숙지하고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도록 하였다 

ACP 실중시설 핫셀에서 공정시험올 수행하는 기간에는 매일 핫셀 설비 및 장치들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하여 공정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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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 2 및 그림 3-10→3과 같은 핫셀 설비 및 장비 점검표를 작성하여 작업구역에 비치 

하였으며， 공정시험 기간 중 점검내용을 여기에 기록하였다‘ 아르곤 및 공기 공급설비， 환 

기설비， 전원공급 설비의 정우 압력， 온도， 전압 둥과 같은 주요 측정치들이 정상 작동범 

위에 있는지를 검사하고， 크레인， 리어도어， 원격조종기 둥의 핫셀 장치들은 실제 초작을 

통해 정상적 작동상태인지 확인하였다 공정시험 기간에 발견된 설비 및 장치에 대한 보 

완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시험이 끝난 후 수리， 보수하고 다음 공정시험을 수행하도록 하였 

다 

핫셀 설비의 유지보수 및 보완은 성능적 측면과 함께 연구자들의 작엽환경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공정운전의 경우 1 Campaign의 시험이 시작되연 연구들은 약 2주 동안 교 

대로 시설 내에서 작업을 제속 수행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의 작업환경이 매우 중 

요하므로 연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시설운영에 반영하였 

으며， 필요시 설비를 보완하거나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작업 안전성 및 편의성의 개선올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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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F(M8 HOT CELL) 운영 일 지 

2006. . . ( ) 

훈Ot 내용 111고 

w hot 0011 이l6rating rOOl1/ 외 부 

걷기 
V c ACI'꾸S-TR애01 

(!.iCC PA빠) 

온도(τ) 
ISQATI예 fOOJ %댄ATl NG fOOJ 

습도(‘) 
1) δ1) 1 얻호: 

직업내용 2)작업자 

차세대공정 13 ) 작업시간: 
후1 급 획물질 및 링 

외무 작업자 

r-------------.------ 1) 헌기번호: 

. 111 핫웰 칙업내용: 2) 짖암지 

칙입내용 
g역일 

3)직얻시간 

취급 학울질 및 링 ‘ 
.잉시션씩 외부 작입자 

업혀가서 1)헌기번호 

작업내용 2)직업지; 

특성계링호} 
3)칙업시간 

후l긍 혁울질 및 링 ; 

외무 작업 .\1 

1)허기번호 

작업내용 2)작업지 : 

힐증시힐 
3) 칙업시간. 

취급 핵물잘 및 링 

외무 찍업)，1 

시힐빙문자 

‘----‘*‘’--.'------‘ ______ ... ..l.-___ . ______ …--一

그림 3- 10- 1. ACP 실증시설 운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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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Utilij:y 찢 활를끼앙배 갱홉J. 

2006년 뭘 잉 ( .a.잉) 

UWity 구톨 갱청 내 .. 챙갱 톨l1\- 비고 

Ar에해 V4 이상 
1-

Ar 훌급성ø] l싸흑 압익 야Icrn' 5 야νcm’ 이쌍 

2싸흑 앙익 야Icm’ 2 kalcm' 야하 

serv앙ic킥e Alr PG-OOlB 양/cm' 6 1qν'cm' 이상 

Alr 풍률상배 Jnstrument PG-I08 뼈/cm' 5 싸νm’ 야상 
Air 압익 PG- I02 뼈Icm' 4 kalcm' 야하 

학엉구액 mmAq 5 mmAq 

지엑‘ .‘t 셔 ø]스구엑 mmAq 7 mmAq 

~-t M8a mmAq 27-35 mmAq 

엇 .... M8b mmAq 27-35 mmAq 

훌기성에 
PDI-I02 mmAq 40 mmAq 야하 

’11:4 Fiter 
싸압 

PDI-I03a mmAq 40 mmAq 야하 
t- -

PDI-I03b mmAq 40 mmAq 0] 하 

Prefilter mmAq 15 mmAq 야하 
Supply FUter 

}표PA mmAq 40 mmAq 야하 
싸앙 

Pre+HEPA mmAq 55 mmAq 야하 

연압기 용도 ℃ 80t 이하 

MC-001 , V v 460V 

견씬훌it생에 견 M억C객-00산1양 kwh 

경기생비 MC- IOl, 220V v 220V 

MC-IOl, 1l0V v 110 V 

핫 .... ~명성비 

핫4 crane 학톨앙빼 

Jib Crane 학톨상빼 

Rear Door 학톨상에 

그림 3- 10- 2 . ACP 실증시설 설비 및 장치 점검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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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U버ity 구훌 갱갱 내용 갱갱 4 "1- M1 :i!. 

X-Mode l..eft /Right 
.--_._-------“-‘~~… --

Y-Mode l.eft a‘Ight 

MP-OOl Z-Mode l.eft 쩌Ight 

X-Latch l.eft 재Ight 

Y-Latch l.eft /Rlght 

X-M빠e l.eft /Rlgbt 

Y-뻐펴e l.ert /Rlgbt 
·•------._-.---"-.--_.… <

’(P-002 Z-Mode l.eft /Rlgbt 
·…-_._._-----…‘“ --_ .. ,_._---_ .. _- ._--… 

X-Latch l .eft /Rlght 

Y-Latch l.eft /Rlght 

X-Mode l.eft 쩌Ight 

Y-Mode l.eft 쩌Ight 

MSM ’1P-003 Z-Mode l.eft 쩌ight 

X-Latch Left 쩌Ight 

Yx--LMaltxcihe 
l.eft 쩌Ight 

ï~ft 쩌Ight 
Y-Mode l.eft a깅~ht 

F •---•• • 
MP-004 Z-Mode l.eft /Rlght 

X-Latch l.eft /Rlgbt 

Y-Latch l.eft /Rlgbt 

X-M여e μh 깨Ight 

Y-Mαk l.eft 깨Ight 

’(P-αl5 Z-M여e l.eft 쩌Ight 

X-Latch 내r~: 깨 /Riigghhtt a ‘_~_~W…*’ ‘←~一“→〕

Y-Lat.ch 

기라샤항 

확인자 : 인 

그림 3- 10- 3. ACP 실증시설 설비 및 장치 점검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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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감시카메라 시스템 설치 

(l) 안전관리 시 스멈 의 필요성 

현재 이산화우라늄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우라늄으로 전환시켜 이를 효 

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이 개발 중에 있다- 이의 실증을 위하여 원 

자력연구원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에 알파 감마 형태의 새로운 핫셀올 건설하였다 방 

사성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건물은 방사선관리실에서 운영하는 CCTV시스템을 통해서 감 

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핫셀의 주요 3지점(핫셀의 Rear Door 포함)에 카메라가 설 

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관리실의 관리자와 별도로 시설의 운영책임자들은 

시설의 안전감시를 실시간 수행하고자함으로 시설 운영관계자들을 위한 전용 감시 시스 

템이 추가로 펼요하게 된다 기존의 방사선관리실에서 운영하는 감시화연을 보기 위해서 

는 방사선관리실까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여야 하지만 현재 설치한 시스템은 각자의 

PC에서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network 연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 

하다 

(2)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사용방법 

(가) 카메라의 설치 

CD 장비의 설치 
그림 3-10-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메라의 뒷 면에 파워케이블(Power 

cord socket)과 네트획선(Ethemet 10/100 R]45 socket)올 연결하면 된다- 카메라에 전원 

이 최초로 연결되면 초록색 LED와 붉은색 LED가 몇 번에 걸쳐 번갈아가며 깜박거리면 

서 최초 장비 셋팅과정을 거치며， 이상 없이 연결이 되연 LED는 꺼지게 된다 반면， 연 

결에 이상이 생길 시에는 붉은색 LED만 정둥된다 각 선들이 연결되었으며， 카메라의 

하단부분에 있는 전용소켓을 이용하여 벽에 부착한다 

/ 
-/ 

@빼@←---ANoul 

첼룹짧싼 
그림 3-10-4 카메 라의 Port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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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P 시설에 설치 

ACP시설에 카메라가 설치된 구성도는 그립 3- 10←5에 나타내었다. 붉 

은 선은 network 연결 상황을 나타내고， 실제 network선들은 시설의 기존 cable tray률 

이용하여 설치되었고， 각 data 라인들은 hub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게 된다 

그림 3 10 5에 각 카메라의 위치 및 관련 정보를 같이 나타내었다. 

HATCH 

E그 

Service 
Area 

’--

。perating

Area 

I 

그림 3-10-5 안전감시 카메라 정보 및 설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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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실제 설치된 모습은 아래 그림 3 10 6 - 그링 3- 10-9에 나타내었다 

그림 3-10-6 운전구역 카메라 모습 

그림 3-10-7. Service Area 카메라 그림 3-10-8. Is미ation Rocm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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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9. Air Lock Zone 내의 카메라 모습 

(냐) 소프트혜어 설치 

CD 설치 초기화연 
소프트웨어 설치 CD를 넣으연 아래와 같은 그링 3-10- 10이 냐타난다 

[Install Soft warel 버튼을 선택하면 그립 3→10← 11 이 나타난다. 

그림 3-10-10 소프트웨어 최초 실행 모습 그림 3-10-11 소프트웨어 선택화면 보습 

-191-



(2) Installation Wizard 설 치 과 정 

[Installation Wizard] 버튼을 클릭한 후 아래 그림 3- 10 12 - 그립 

3 10 1 5의 일련과정을 실행시켜준다. 

0-.. O .......... loe __ 

s‘lId fOIdeI ...... Sell4I‘'m‘ ... "''''''_10“, ...... 빼V“·‘” 
Indelel:_ \IIiuod 

l t. I.....sIwlllfl ...... II"'d .... 찌Insttlltbon W.:.d 0'1 

)Q# cllfQPlho lo~.dldtN.‘ 

’ ..... NtaI ............ ““.0 11 ........ ‘ ..... 
’ .... “hI kör. ddr; N‘ r。‘II Ict.adÎØllllll'tkti.， dclo. l lDII….-‘.-

ß:E퍼-므'!.J 

。... ‘ .. , ... c_’“""'M'’““‘"'-‘ 」ε~

‘l ‘ C필:0_뜨르」 

그림 3-10-12. Installation Wizard 설 치 그림 3-10-13. Installation Wizard 설 치 

모습 1 모습 2 

’."‘" ... ““·‘ c_‘· 
f"HUO 1.::1 • '"앵~ ... ‘ 
s ..... ot'"여， __ ...... Proø_fo‘ •• ‘ dbebo y，ι‘ ..... '-kIIdIO ’‘_ ..... _IIØ'I .. ....mg1lllcØ’“ c‘:kN.uCCllil‘l 
R이-'-‘ 

5.,‘·’* .... ‘“’“ .. ，.“‘”‘lJZ$jon~ --
빼
 
聽
빡
 
| 

다E그 ’→」 

그림 3-10-14. Installation Wizard 설 치 

모습-3 

그림 3-10-15. I nstallation Wizard 설치 

모습-4 

프로그랩 설치를 마친 후 윈도우즈의 프로그램에서 그립 3 10 16과 같이 

[LeveIOne] [Installation Wizard] - [Installation Wizard]를 실행시킨다 프로그랭올 설행시 

키연， 그림 3 10 17과 같이 장치를 검색하는 화면이 나타난 후에 그립 3- 10 18이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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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 16. I nstallation Wizard 실행 

I ;m’ 

-“ ... ‘ ...... -
‘Î1m.íiI----

그림 3- 10- 17 장치 검색 화연 

그림 3- 10- 18. Network Camera Confiq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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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랩이 실행되면서 최초에 자동으로 따꺼 기능이 작동되고， 같은 subnel안에 있 
는 장비릅 검색하게 된다 현재 모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ACPF 시설은 각 사용자 

들이 위치한 건물과 subnet이 다른 관계로 [5earch] 기능은 볼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 "" 1 버튼올 클릭하여 그링 3-10-19와 같은 장비 추가행화연올 활성화 시킨다 

그림 3-10-19 장치 추가 

이 화연에서 ACPF 시설의 안전관리 감시카메라의 IP 주소플 입력하연 되고， Port는 

기본값인 80을 그대로 유지한다. 카메라의 IP 주소 현황을 포함한 일련의 정보는 표 

3- 10- 1에 나타내었으며 암호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3-10-1 카메 라의 정 보 

KAERI Network 
51N 자산 번호 lD Model No MAC 

CAM No IP 

2006一004 147.43.82.90 rOOl FC5- 1040 6031700590 001l6B802A62 530- 06 1247 

2006- 005 147.43.82.91 rOOl FC5 • 1040 6031700585 001l6B802A5D 530- 06 1248 

2006- 006 147.43.82.92 rool FC5 • 1040 6031700584 001l6B802A5C 530 • 06 1249 

2006- 007 147.43.82.93 rool FC5 • 1040 6031700582 001l6B802A5A 530 • 06 • 1250 

2α)6 008 147.43.82.94 rool FC5 • 1040 6031700583 001l6B802A5B 530- 06 1251 

그림 3 10 19에서 IP주소흘 입력한 후에 [OK]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3- 10-20이 나타 

나는데 여기에서 해당 카메라의 암호를 입력한 후 [Enter] 키보드를 눌러준다(이 화연에 

는 [OK] 버튼이 없다) 모든 암호는 각 카메라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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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20 암호 입력 

그립 3- 10-20의 과정을 거치면 그림 3-10-21과 같이 조금 전 입력한 카메라 정보가 추 

가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그림 3- 10-21의 좌측변에 있는 버튼들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장치의 목록중에 있는 Serial Number 컬럽의 체크박스를 
그립 3- 10-22와 같이 체크하여야만 해당되는 카메라에 대한 작업올 진행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그립 3-10←22와 같이 체크박스를 체크한다 

11;싹L，."'IIlh!L __ 때’률때 { ‘ 
‘ ';:.' ~: (" 

1. , 11-> ... ""'" 11P ...... -_____ T，.;.~--rj.W，;------T .. ·므l 
[]oo띠.Dlæ.3f..s2 ’‘’‘112111 y,‘ ’'C$.3Il l0 yoo 1‘’‘ •. u‘’ ‘ ’rcs.~I1G “ 

1‘’‘3.IDJIoI ‘"““ "，00‘’4“~“· ’‘’‘.~ ‘ v., fCι，아 Y. 

‘ 

그림 3- 10-21. 장치 등록화연 그림 3-10-22 장치 선택화면 

그리고 그림 3-10-22의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I Iink to se톤번만얀Øll 버튼을 누르연 네트씩 

상에 있는 해당 카메라에 연결되어 카메라를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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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Wizard 실행 화연의 좌측에 있는 그림의 버튼들은 시스템관리자만이 사용 

을 하며， r「강‘억 버튼은 현재 체크된 카메라의 이릉 및 Network IP 설정， 시간설정 동을 

변경할 때 사용하며， 한밟〔 버튼은 카메라 기기를 콘트롤하는 새로운 fiπIrm뻐1 

데이트 시킬 경우 사용하게 왼핸다 묶짧?늄버튼얄은 최혐초 셜캡정대뼈로 되돌아가는 명령을 
실행하게 된다 

@ Installation Wizard 사용망볍 

그림 3→ 10→23과 같이 인증절차릎 묻는 화연이 나타난다 이때 인중절차 

대화화연 배경으로 웹브라우저가 실행되어 있으며 웹 주소 역시 현재 본인이 연결하고자 

했던 카메라의 IP 주소가 입력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립 3-10→24는 인증화연을 

좀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3- 10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사용자이름(ID)은 소 

문자 ‘root’로 통일되어 있으며， 암호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아 

울러 향후 자주 사용할 때 편리하기 위하여 ‘암호저장’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확인] 

버튼올 클릭하면 그림 3- 10-25와 같은 화연이 나타나며， 향후 이 화변에서 원하는 동작 

을 작동하연 된다 

’‘ .. - ‘ .' .. ，.~ ..... 

~ 

그림 3-10-23. 인증절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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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er\lfl r 147. ‘3,82, 94 tiI FCS-’ß40 P /T IZ IP Camera 
teQulres 8 usemame and password 

Waming‘ .TNs s’”’r 18 r.eQue빼09 that y04f us.smame and 
。'"‘tÕrd be sent In an in$acure -mannir (basle 
authen1icadon wîthoul a sscα. connectl。이 

사톨자미·ω 1ft펀二←-;-℃r1 
암호엉)， [:.::펀·二-=~~-:-= -._. _J 

딩앙11:져정ID 

도포맏그드관二〕 

그림 3-10-24. 인증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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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5 사용자 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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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nilpshot 

‘= Focu5 crænt Settings 

c: Irls Conf배UI'1Itl삐 
.- &"""" .. ,.. .. 4‘, 

(c) (d) (e) 

그림 3-10-26. 각종 버튼 

화연의 좌측 컨트롤 패널의 상단에는 그립 3- 10-26(a)와 같은 카메라 컨트롤 조그버튼 

이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통하여 화연을 이용시킬 수 있으며， 가운데 

집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최초 설정되어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 

그 밑에는 그림 3- 1O-26(b)와 같은 메뉴틀이 있으며， 카메라의 세부설정을 조절하는 메 

뉴들이나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 밑에는 그링 3- 1O-26(C)와 같은 세가지 버튼이 있다 [Pan] 기능은 카메라를 수직이 

동 없이 수평방향으로만 270。 왕복 회전시키는 것이며 [Patroll 기능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구간만 왕복으로 감시하는 기능이다 두 기능의 완료는 [Stop] 버튼을 통해 마우 

리 짓는다 그립 3- 1O-26(d)은 제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확대 (Zoom) ， 초점조절(Focus) 

및 조리개조절(Iris) 값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를 보여준다. 그림 3-1O-26(eJ의 [Digital 

Output] 메뉴는 On과 Off를 선택할 수 있으며， [Snapshot] 버튼을 콜력하면 그립 

3-10-27과 같이 현재 보여주는 영상올 또 다른 윈도우 창에 독립적으로 복사하여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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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7. Snapshot을 수행한 화연 

이 그립을 우측 마우스 클력을 통하여 저장할 수도 있다 [Client Setting sl는 그림 

3- 10-28과 같이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을 사용자가 선태할 수 있도록 한다 

Home 
r. vi띠80 &Audi。 r Vldeo Only r Audio Only 

{ prfml 。fons
r UDP r. HITP 

-
-
잔
 

?써
}
 

-
되
 「엠

 } 

앉
「
이μυL
뎌{
이L
 

그림 3-10- 28. Client SettinQ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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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ationl 버튼을 클릭하연 그립 3- 10→29가 나타나며， 이 버튼은 관리자 계정 

(root)로 로그인 상태에서만 볼 수 있고， 관리자가 그림 3- 10-29의 [Security 1 메뉴에서 
추가한 사용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화변에 나타나지 않는다 좌측의 세부설정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설치 CD안에 있는 매뉴얼을 참조한다 

Home 

밍 System 

Itl Security 

I~I N얀wor1< 

임 DDNS & UPnP 

Itl Mail & FTP 

I~I 찌de。 

떠 Audio 

밍 Motion det없ion 

l히 Camera control 

Itl Application 

배 VÎew log 에e 

1+1 View parameters 

믿 Factory defautt 

: 0101b 

Ho잇 name: IKAE찌 2006-{)oe 

口 Tum off the LED Indicator 

口 Automa때Iy restore 00 state after 1 lsecond(s) 

o Keep wrrent date a’‘dtime 

。 Sync with ∞mputer time 

。 Manual

PC date: [ __ 1 J [YYYYlmm/dd] 

PCtime : Lτ [hh :mm:ss] 

Date ‘ 다006/10/2에 [YYYYlm m/dd] 

íune 댄팩컨J [hh:mm:ss] 

。 A.πomatic

N1P server: l를ki!'쁘nvoke default s빨r ___ ---:J 
Time zone ‘ 핸E뀔E뀔 

Update i아erval: 딛흐짝갖3 

도표런 

그림 3-10-29. ConfiQuratio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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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10→30은 현재 사용자가 컨트롤하고 있는 카메라가 보여주고 있는 영상을 나타 

낸다 최초 Factoηr Defa비t Setting의 화연은 Normal s ize로서 그림 3- 10-30의 1/4 정 

도이지만， 현재는 그림의 [Video] 메뉴에서 Double size를 선택한 그림이다. 그림의 상단 

에는 카메라 고유 명칭이 나타나며， 아울러 현재 카메라 시스템의 시각이 표시된다 카 

메라의 이동을 위해서는 그립 3-1O-26(a)에 있는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1 직관적으로 

그림 3-10-30의 화연의 한 방향을 클릭하면 클릭 된 방향으로 카메라가 이동을 하게 된 

다‘ 예를 들어 화면상의 우측 상단의 덕트 부분을 클릭을 하면 카메라가 l시 방향으로 

이동올 하게 된다 이 방법은 버튼올 이용한 이동방법보다 사용자에게 좀 더 나은 편의 

를 제공한다 

KAERI 2006-008 

，...‘』

그림 3- 10-30. 실제 카메라의 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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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셈톨괴잉~r Mute 훌]r Mute 

그림 3-10-31. Option Button 

사용자화면 밑에 위치한 그림 3-10-3 1 에 있는 버튼들 중에 맨 왼쪽의 빡j 버튼은 
[200m Edit] 기능으로서 클릭을 하연 그립 3-1O-327} 나타나고 최초에 설정되어 있는 

[disable digital 200m] 체크 박스를 해제하고 업의의 [200m factor 1 값을 설정하면 그림 
3- 10 33과 같이 조그만 화연상에 하얀 줌 박스가 나타나서 메인 화연에는 줌 박스안의 

내용이 확대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P 떼säbï핸~(iti때 zoo센i 

.,., r ’ IJ) 

그림 3-10-32. Zoom Edit 화면 

g 
「 α‘·이I ~lQrtill zoom 

loom FiKtOrJ 260'1\0 

다==r.=그 >0,‘ ‘。。‘

그림 3-10-33. Zoom Edit을 통해 확대 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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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 31의 나머지 버튼들은 현장에서 틀려오는 음량의 조절 및 사용자 PC에서 

마이크로 연결시켜서 현장으로 소리를 보내는 마이크 기능의 음량 조절에 관계된다 

(다) Surveillance Program 설치 방법 

Install Wizard 프로그랩은 한 대의 카메라를 컨트롤 하는 것에 관한 자세 

한 설정을 다루는 프로그램인 것에 비하여. Surveillance Program은 한 화면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 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의 관리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은 주 

로 Surveillance Program을 사용하게 된다 

Install Wizard 프로그램 설치와 마찬가지로 그림 3- 10- 34 - 그림 3- 10-35까지의 일련 

의 과정을 따라서 진행하띤 된다‘ 단， 사용자 계정에 있어서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rootl 

로 설정되며 ， 바밀변호는 사용자가 잉의로 지정할 수 있다- 즉， 한 대의 카메라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rootl 계정은 카메라에 대한 유일한 계정이 

아니라， 사용자 개개인에 대한 계정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의 root와는 개념이 다르다 

| i핀 f-"-.-RII 

그림 3- 10- 34. Surveillance ProQram 설 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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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5. Surveillance ProQram 설 치 

-204-



CD Surveillance Program 사용망볍 

Surveillance Program플 구동시 키 기 위해서는 윈도우의 시작 

SL 능- 해서도 가능하지만， 그림 3-10 36과 감이 Trav Icon에서 바로 시작하는 

펴리하다 그럼 3 o 37은 Tray Icon을 우측 마우스로 클략하여 팝엄 머1뉴를 

프보그랙 

것이 더욱 

활성화 시 

킨 화면이며‘ [l\ Ionitorl 버 튼을 클릭하면 그림 3 10 38과 같은 인증화면이 나타닌다 표 

i응 l 랜 션지 

나디난다 

사에 지정하였던 암호푼 사용하면 되고， 인증과정을 거치면 

L [ij칭강「j; ·fr 짧| 
그림 3-10-36. Trav Icon 

l,ock 
., .e,utorun at startup 

100ls 

Monitor 
Elayback 

• 

그림 

그림 3-10-37. Pop- up Menu 

.mmmm;rJiú1JJ 떼| 

usemar’.: 
P-.:I: 

ζ표::J Iμ표앞3 
그림 3-10-38 인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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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9. Surveillance ProQram 최 초 구동화면 

그림 3-10-40. Main Menu 

그림 3 1040과 같은 좌측 상단의 메뉴들 중에 은 프로그램의 종료를 나타내며， 

톨11은 프로그램을 최소화시켜 Tray Icon으로 옮겨놓는다 
메인화연을 전체화연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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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그림 3- 10-41 전체화면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에간 」림 :=l 10 42와 갇유 화변 Lock 시켜시 다시 〕ξ ‘ι :i랜 fR g 으 

거지도록 하는 시능이다 로:L인 과정플 능해서 나시 
。

.-~ 

·Infr.r.I ............................. 잉l 

SUWIenCe 5YDm k in use뼈t.os'-! 
_.α .. -""'‘riod<t 

‘-’‘”’‘ 

!혹호.:j 

그림 3-10-42. Lock된 

상태에서 다시 인증 

중에서 

카메라에 

l림 3 10 43파 감이 여러 메뉴를 포함한 화면이 나타닌다 이 

이후에 머l 시지 경고 갚은 3 10 44와 

훌i ‘을 if 약하번 
lCamcra Configuralionl블 클력하면그림 

대한 섣 성화면이 :L 럼 3 1045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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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1 Setlings… 
tl'Julf: 

!j ~:II ’ 1 

그림 3-10-43. Settino Menu 

\II.rnlng! Continulng 써11 ’orco .11 rocordlngs to stop, 
00 you~ want to co떼nue? 

ξ명뀔二그딘핀힐필그 

그림 3-10-44. Recordino Stop Messaoe 

그림 3-10-45. Camera Confiouration 화면 

그링 3-10-45의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 3- 10-46의 [Inseπ] 버튼을 클릭하연 그림 

3- 10-47과 같은 Channel 입력 창이 나타나며 여기에 카메라의 IP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 

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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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 a Co빼 

local 5ettlnQ톨 

한R 

{펀만 NChanne’ 힘l 
x 훨? 짧반: 펀헬 헬홍f 

강ISert 

찌ert 혀Insert channe ‘ 
디E、&굶뻐꿇tect 
디m빼edî렇에i'4)It 

‘ -‘~ 

뼈혀rnpot 에ertwhen 0냉 0 1.0 

그림 3-1(}-46. Uα;al Settino• Inserl Channel 

e.assword: ’ •••••••• 
E깅훨ve i>asswαd 

ζ혹그 E월꽉그 

그림 3• 10-47 새로운 채널 추가 화면 

위의 과정음 시시변 그림 3 10-48이 나타나쓴데， 오륜쪽의 메인 화떤은 1nslallalion 

、\ïzard 프묘그램의 [Configuration] 버튼의 시능과 같은 화연이 나타나가1 된다 화변의 

좌주 숭앙을 보민 그림 :1 10 49와 같이 조금 전 임력했던 카에라의 목록이 등록되어 였 

갓플 인 수 있나 

홉빡 ￡ 흉 F홉R‘빼핸順! 
‘ .. ‘.,.,. 
많양~~ _ ..... 
@“’‘i “ (lu형ρ 
‘--‘’ 
- 짧m .... t 
k‘ =Jf6à‘야야..:. 
Apd 15 ;:f<<:t‘-
- ... 。
항@‘ g엉‘ iP-
~ 

f.j~)I\f 

"'" ‘ "'" 7 ‘qγf 

’!-.fIj“ 
9 j-NOI‘ 
10 ! .. NQIIÆ 

) t j --NOI'E 

'"•"" 13 j •• No-\E 

씨 "‘ 
15 j-NQ.'If 

앤.J NO'lf 

c.πψ↓ ... 

l어u...-

’"m, 
.. S'/stem 

• s.며야V 

.. Net'‘,,' 

.. OONS & UPnc 

• κ03 1' 80 FTP 

• 이，，， 
• 이JOIO 

• ν。tlO Il detectmn 

• ζamera conσ" 

’ Ap，이IcatlOI、 

• 'A,‘'IIOQ ‘,', 
, 、끼8 >N pararreters 

.. Fa:tor~ default 

iVtr‘ O~ : 0101b 

Host !llIme rKAERJ ε006-008 

r Tl..rrJ 。‘f the LED Ind,catcr 

r "，πcmatlcal내 rsstσe DO state after h sec。이 이，) 

r. Keep current dðte IInd lime 

r Sync with computer tlme 

r l'1ðnuðl 

r Automðtic 

PC 08ιe [YYYY/rrm!dd] 

PC t lTle [hh ηm:5S) 

。ot， 딩펴까라26 !nn/mmJdd] 

Tlme' [15:2표44 [hh:mm:ss) 

Tlme z。끼e: fG파펴표고 

Up ::late Inter~al 떠도 hour 고 

포보j 

""" 
그림 3-10-48. 카메 라 추가이후 카메라 원격셋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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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 cllck.ttt8 S.IYe b띠lon and fe.lo~d .~ webp'i1ge att,r maldng chang8s to 
!t1.' Network Sel!lngs, any .connectad 뼈.。 에1 itop due 10 1 iys’ImrlStart 
Ellher w빼 1 10 5 riilriules ’or a reset or delete the 어ew and fec On nect It, 

E프맏그 

그림 3-10-50. 설정변경에 따른 경고 메시지 화연 
그림 3-10-49 카메 라가 추가된 화면 

그림 3 10 48의 화측 하단에 있는 [Save] 버튼올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그립 
3 10 밍)가 나타나면서 최종적으로 그림 3 10 51 의 메인화연이 나타난다. 

@ • • • 4 괴 ?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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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田 b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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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0-51. Surveillance ProQram 메인 화면 

[Insert] 버튼을 클릭하는 과정부터 다시 반복하여 또 다른 2대의 카메라를 추가적으로 
등록시킨 화연은 그립 3- 10←52와 같다. 이 화면에서는 화측 메뉴의 중앙의 [Layou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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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빅 선，11 화 l낀이 l 럼 :i 10 53에서 선택한 깃까 선이 4개의 Frame으모 분할되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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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52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보여주는 화면 

l 던 :i IO j~9) 조} 주 떼깅「의 [Channcl] 은 현새 프로그램에 등펴되어 연결되어 。l~-_ t) 
λλ -~ 

카머|아의 상황딪 나타내，，) 소꽉색 윈 모양의 아이콘이 데이터살 주고 받고 있음-완 나 

다낸니( 1 넨 :1 10 :)4) 아윤리 숫자가 음영으로 선택된 부분은 메인화면에 적 색 테누이 

선택되어 있는 카메라륜 시 칭한다‘ 그럼 3 10 <13의 [Global Selling] 메뉴를 플릭하띤 

아랴 _1 림 3 10 55와 같은 성정화민이 나타난니 [Directory Sellings] 프레임의 목꽉과 

간이 에인 화떤의 영상을 스냄삿 형태의 그럼 파인이나 녹화된 동영상으로 저장할 퓨니 

L 지정한 수 있으며， 다븐 프레엮의 옴션들과 감이 자세한 기타 설정을 추가로 설정할 

/二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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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53. Lavout 조절 패널 
그림 3-10-54. Channel 상태 화면 

C:￥tvrmssOBL。￦호heduler 

‘톨뼈삐 ..... u.‘”훌삐* 
디~삐혔· 
T .... 야.‘ ........ : 
PIFI ..... ø: 

_2~ No Data 

_3J First Backup 

_4, No Data 

MSM블캘fJ No Data 
。야ration-Area-2J No Data 

그림 3-10-55. Global SettinQ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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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용량에 하드디스크의 섣치된 프로그댄이 하우1 "IHr 승에 L_ L 럼 :ò 10 50파 같이 

대약사인 싱 보펀 나마내고 있다 

힘1 훌훌 훨훨 i 딩 () 
7rA。

Hðrd αskStatus 

버age: 

그림 3-10-57. Common Optlon 

55S00036 KB 

그림 3-10-53. 하드디스크 용량상태 

:1 10 5ï견 니양한 시능의 아이콘 집합블 

Fre&훨)ð(ei 

대하여 영상에 선댁된 나다내 "1 ‘ 헨재 l 인 

<} :r ￡료틀 a톨 ;? 농영싱 녹화의 [!J 는 시사을， 죠?!음， 딩 는 등영상 늑화의 .0 닌} " 。

?1 쇄하고‘ 。j λLQ. 
。 o ;: 

밤 } 혀새 선택된 영상블 J그래 ~l하여 이 아이판 위에 놓으면 해당 새딘이 꺼지는 
음 수행하 '11 인니 좌측의 머l뉴증 가장 아래에든 서1 까시 덴이 있으며， 첫 번째 넨은 ~L 린 

:l 10 5ílla)와 김이 연새 선택된 영상에 대해서 /1 본적인 컨트룹을 한 수 있 )11 하며 1 두 

I，~깨 댐유 Digital Inpu l/Oulput을 컨드펀-하며(그힘 3 lO 511(b)) , 세 번째 댐은 정고 께시 

시를 t!.여준디(그림 :1 10 5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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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leη Messaqe 

그림 3-10-58 탬 

(b) Diqita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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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 설비의 유지보수 및 보완 

(I) 원격조종기 유지보수 및 보완 

ACP 실증시설 핫셀에 설치된 1071 의 원격조종기는 핫셀운전에서 가장 빈번 

히 사용되는 장치 중에 하나이다. 시설운영 후 성능시험을 통해 보완점올 파악하여 수정 

하였으며， 공정운전에 사용되면서 작업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고장 또는 부분적 결함들이 

발낀되었다 따라서 수차례에 걸쳐 제작사의 기술자와 함께 보완작엽을 수행하였으며， 구 

체 적 인 사항은 표 3-10→2에 수록하였다 

표 3-10-2. 원격조종기 유지보수 현황 

문제점 보완내용 보완 기기 수 

Y 방향 동작 이상 Y 방향 동작 감속기 교체 3대 

Y 방향 동작 balance arm 
테이퍼 핀에서 직경이 작은 

부분올 6 mrn에서 8 mrn로 10대 
고정용 테이퍼 핀 결함 

수정하여 교체 

Y 망향 동작 balance arrn 
weight 낙하방지용 로고 설치 10대 

weight 안전성 문제 

전동구동 스위치 조작시 
Controller 표로그램 수정 10대 

시간지연 후 작동 

Boot~ tong의 분리 발생 Boot의 tong 연결부 교체 2대 

(2) 핫셀 보조크레인 유지보수 

핫셀내 중량물 최급장치들의 평가를 수행한 결과 추가 인양장치가 필요하여 

핫셀 보조크레인을 크레인게이트 측면에 설치하였다 보조크레인 설치 후 공정용 핫셀 우 

측 벽에 설치된 크레인게이트 전원 케이왈렬과 보조크레인의 호이스트/윈치 본체와 공간 

적 간섭이 발생하였다 금속전환장치 작업에 인셀 크레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레인게 

이트블 우측 벽에 밀착시켜야 하는데， 공간 간섭으로 작업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크레인 

게이트 전원 케이블렬의 위치릎 변경하여 설치하였다 이를 풍해 크레인게이트 밀착이 가 

능해졌으며，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공간올 최대한 확보하여 운전의 안전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보조크레인의 전원 케이블렬이 설치 후 일정기간이 지나연 당기는 힘이 약해지고， 

전선이 느슨하게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크레인게이트 작동시 느슨해 

진 전선이 바퀴에 끼이게 되면 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문제작을 통해 

강화된 스프링을 가진 케이블힐올 제작하고 핫셀에 설치하는 작업올 수행하였으며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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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9는 최종 설치된 케이블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10-59 보완된 보조크레인 전원 케이블럴 

(3) Padirac 수송용기 운반테 이 블 보완 

Padirac 시스템 성능시험을 수행 중 Padirac 수송용기와 리어도어에 장착된 

shield door와의 결속시 Padirac 수송용기 운반테이블에 일부에 결함이 있는 것이 발견되 

었다 운반테이블 상판에 있는 수송용기 받침대가 기준 위치보다 8 cm 높게 설치되어 있 

었으며. Padirac 결합키 홈 가이드가 취약하여 shield door 개폐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파 

손되었음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송용기 받침대는 수리하여 높이가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결합키 홈 가이드는 강한 구조로 다시 제작하여 운반테이블에 설치 

하였다‘ 운반테이블의 전원 케이블은 격려실의 전원 공급부에서 나오는데， 운전시 안전성 

을 고려해 케이블렬올 설치하고 전선이 항상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데 사용 중 케이블릴이 느슨해졌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전선이 바닥에 끌리연서 바퀴에 

끼일 위험성이 없도록 케이블렬을 보완， 제작하였다 

(4) 변압기 외장케이스 보완 

ACP 실증시설 작업구역에는 수배전설비를 비롯한 전력공급설비들이 설치되 
어 있는데， 좌측에는 440/220V AC 변압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 변압기의 내부에는 온도 
감지기가 있으며， 측정된 현재 온도 값은 외부 계기판에 표시된다. 이 변압장치는 100 "C 

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초기 설치 후 옹도는 72"C에서 78"C로 유지되었다 그 

러나 시설 운영에 있어서 보수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압기의 내부 온도를 보다 낮 

게 유지함이 바랍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외장 케이스를 분해 후 외부로 반출하 

여 보완을 하였다 기존에는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일종의 자연대류 방 

식이었는데， 보완을 통해 상부의 팬(fan)을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 설치하였고， 외부의 공 

기가 강제적으로 유입되어 열교환 후 배출되는 강제순환 방식으로 개조하였다 보완된 케 

이스를 반입하여 조립하였으며 이 후 변압기 내부 옹도는 보완 전보다 10"C 정도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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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C에서 64\: 로 유지되었다 그림 3→ 1060은 외장 케이스 보완 전후의 변압기 모습올 

보여준다 

그림 3-10-60 변압기 외장 케이스 보완 전후 모습 

(5) 핫셀 펼터 교체 

2α)6년 7월 모의연료를 사용한 공정시험 l차 Campaign 후 공정용 핫셀 내부 

의 원형 펠터룹 교체하였다- 공정용 핫셀에는 2개의 펼터 unit이 폐용융염 잉곳 제조장치 

측면과 셀간벽 근처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umt에는 3개의 필터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총 6개의 필터를 교체하였다 

(6) 핫셀 내부 상시 전동 보수 

ACP 실중시설에는 핫셀 조명성비로 상시전둥과 보조전퉁이 설치되어 었다 

각각은 공정용 핫젤에 4개와 유지보수용 핫셀에 2개로 총 6개가 핫셀내에 설치되어 있다 

상시전둥의 전구는 소비전원과 전력이 220V450W인 것을 설치하였는데， 핫셀 운영 중 

전구에서 열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핫셀전둥 자체의 고장올 유발 

할 뿐 아니라 전둥 근처에 위치하는 원격조종기의 커버 부트(boot)에 손상이 야기될 가능 

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핫셀 상시전풍의 전구 6개와 안정기 6개를 소비전력이 

250W인 것으로 교체하였다. 

(7) 영상 프로젝터 및 스크린 설치 

ACP 실증시설은 많은 내외 인사들의 방문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은 물론 관련 후행핵연료주기 연구개발의 이해도를 중대시키는 홍보시설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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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r IC 해오고 있나 띠아서 외부 인사의 l앙문사 ACP 션증시섣 빛 인 r' 새방 내용을 효과 

끼으보 F 새하시 위해 작염구역에 그림 :, 10 (il 과 같이 영상 프보젝터와 스~l 런음 섣지 

'f 여 안용 하고 있디 

그림 3-10-61. ACPF 작업구역에 설치된 

영상 프로젝터 및 스크린 

(8) 핫셀 내 인터폰 섣치 
ACP 실증시설에서는 핫셀 장비 및 공정장치의 설치， 시험， 유지보수， 보완 

등의 작염을 위해 작업자들이 핫셀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때 

핫셀 내부에 설치된 취급 및 인양 장치틀은 모두 작엄구역에서 운전하도록 되어 있으므 

로‘ 대부분의 정 우 핫셀 내부의 작엽자는 작업구역에 있는 다른 작업자와 혐력을 통해 작 

엮블 수행하게 된다 서로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구역의 작엽자는 차폐창을 

통해 보이는 핫찢내 작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엄해야 하므로 의사소통 및 작엽의 번거로 

응 이 있마 따라서 핫엘 작엽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위해 공정용 핫셀과 작엽구역에 인터 

폰을 설치하였다 핫쩔내 인터폰은 공정용 핫캘 리어도어의 상부 핫셀벽에 설치하였고， 

사업 F역에는 operating console의 세 위치에 설치하였다 그림 3- 10-62는 설치된 인터폰 

의 모습블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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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2 작업구역 및 핫셀내 인터폰 설치 

(9) 탈의실 및 신발장 설치 
ACP 실증시설의 서비스구역으로 틀어가는 입구에는 그림 3-10-63과 같이 

탈의실을 설치하여 반드시 여기를 경유해 서비스구역에 출입하도록 하였다 탈의실에는 

각 세부과제별로 옷장을 설치하였으며， 작엽자가 서비스구역 출입시 탈의실에 비치된 일 

회용 방호복 또는 작엽복으로 갈아입도록 하였다 또한 오염방지용 신발보호 커버， 장갑， 

서비스구역용 고무신 둥도 비치하여 반드시 착용하고 서비스구역에 출입하도록 하였다 

ACP 실중시설 작업자의 개인적인 위생 및 청결을 위해 ACP 실중시설 출입자 전용 신 

발장을 설치하였고， 출입자 개인은 자신에게 배정된 선발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ACP 

설증시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사재시험시설 작업구역의 출입문이 있는 복도에서 작업 

화를 신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장소에 신발장올 설치하였다 또한 장시간 지속적으로 작 

업하는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 ACP 실중시설 작업구역에 신발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였 

으며， 작업자가 펼요시 작업용도에 맞는 작업화로 갈아 신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10 64는 조사재시험시설 작업구역 입구와 ACP 실중시셜 작업구역에 설치된 신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10 없. ACPF 서비스구역 출입 탈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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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64. ACPF 작업자용 실발장 

(10) 격리실 물품보관 설비 설치 

ACP 실중시설 핫셀 및 서비스구역에는 핫셀 장비 및 공정장치의 유지보수， 

공정시험 준비 및 완료 후 정리， 공정장치 보완 둥의 이유로 여러 작업자의 출엽이 빈번 

히 이루어진다 이때 사용되는 공정물풍， 장치부품， 작업도구， 관련장치 둥이 작업자의 관 

리 소훌로 인해 분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피하고 

시설의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구역 격리실에 이틀 물풍을 정돈，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였다- 물품 보관대는 3개를 제작하였으며， 격려실 양 측연에 설치하여 공정 

용 리어도어의 개폐에 지장올 주지 않도록 하였다 격려실에서 많은 공간을 훨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를 대비해 보관대의 바닥에 바퀴가 부착하여 격리실 밖으로의 이동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3- 10-65는 격리실에 설치된 물품보관 설비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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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5. ACP 격리실 울품보관 설비 

3. 폐기불 발생량 및 폐기물 부피 최소화 

가. ACP 실중시설의 폐기물 발생 현황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에서의 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2005년 7월부 

터 2007년 2월 현재까지 200 리터 드럼 기준으로 가연성 폐기물 26드렴， 비가연성 폐기 

물 1 1.5드럽 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그동안 수행한 2 Campaign의 1nactive test와 모의연 

료를 사용한 2 Campaign의 공정시험 및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이중 비규제로 

분류된 폐기울은 가연성 폐기불 4드럽과 비가연성 폐기물 2.5 드럽이다. 따라서 비규제 

폐기물을 제외한 방사성 폐기물은 가연성 22드럼， 비가연성 9드럽이다 방사성폐기물 중 

일부는 이미 시설에서 반출하였는데 2005년 8월 가연성 폐기물 10드렴과 비가연성 폐기 

물 4드럼을 반출하였으며， 2005년 11 월에는 가연성 폐기불 6드럼올 반출하였다 따라서 

2007년 2월 현재 ACP 실증시설에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은 가연성 6드렴과 공정시험에 

서 배출된 폐용융염 2드럽을 포함한 비가연성 5드렁이다 

나. 혜필터 압축장치 제작， 설치 및 시험 

핫셀 폐필터는 펼터 에디아 자체가 방사성 기체폐기울의 홉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면적을 크게 한 다공성 재질이기 때문에 폐필터를 그대로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하 

는 것은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올 중대시키기 때문에 부피를 최대한 압축하여， 폐기물을 최 

소화 하여야만 한다‘ ACP 실중시설은 많은 핫셀 내부에 공정장치를 설치한 상태이기 때 

문에 핫셀 내부에 별도의 추가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ACP 실중시설에 

서는 기존의 조사재시험시설 핫셀과 실중시설 핫셀을 연계하여， 실중시설에서 발생하는 

핫셀 폐필터를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로 운반한 후 여기서 폐펼터를 압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폐펼터 압축장치를 개발하였다 

폐필터 압축장치는 ACP 실중시설 핫셀에서 발생하는 외경 245 mm, 길이 380 mm인 

폐필터를 길이 방향으로 압축하여 부피를 최소화시켜 처리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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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절감하기 위한 장치로서 핫셀 내부에 셜치되는 압축장치 본체와 작엽구역에 설치되 

는 공기압축기와 운전장치로 구성되며， 핫젤 내외부는 압축공기 라인으로 연결된다 핫셀 

내부의 압축장치 본체는 크게 필터를 압축하는 압축실린더와 압축기 헤드를 포함한 펼터 

압축부， 필터 압축부를 개폐하는 개폐 구동부， 폐기물운반용기 바스켓올 안착시키는 받침 

대와 프레임으로 이루어진다， 이 장치는 핫셀 내부에 설치되는 장치이므로 핫셀 내에서 

설치 및 사용이 용이하도록 구동은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공압실린더들로 설계되었으며， 

장치 본체의 모든 구성품은 STS304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설계하였다， 본체의 크기는 높 

이 1,558 mm, 폭 842 mm, 전후방향으로의 두께는 410 mm이다 그림 3- 10-66은 제작된 

폐필터 압축장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10-66 폐필터 압축장치 

필터 압축부의 설계를 위해 먼저 요구되는 압축력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핫셀 펼터 

는 원통형 구조로서 폐기물의 부피 절감을 위해서는 필터의 길이 방향으로 압축올 해야 

하는데， 원통형 구조의 특징상 초기의 좌굴하중(buckling load) 값이 매우 크다 따라서 
초기 좌굴하중 값이 설계 압축력올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치가 휠 것이며， 이 값을 알 

기 위해 실제 필터을 사용해 수직방향으로의 압착시험 (crush test)을 수행하였다 필터 압 

착시험을 통해 최대 압축력이 3.8 톤임을 확인하고 폐필터 압축장치가 충분한 압축성능 

을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고려해 압축력을 4,500 kgf로 설계하였다 휠터 압축용 주실린 
더는 복동실린더로 내경이 310 mm이며， 폐기물운반용기 바스켓의 깊이를 고려해 스트로 

크(stroke)는 516 mm가 되도록 하였다 펼터와 접촉하는 압축헤드는 바스켓 입구 내경이 

340 mm'i! 것을 고려해 직경을 320 mm로 설계하여 바스켓 내부의 필터를 압축할 수 있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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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 내부에서 폐기물용기 바스켓을 폐펼터 압축장치 위에 놓기 위해 천장 핫셀 크레 

인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장치 측면부의 공압 실린더에 의해 펼터 압축부가 개폐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압축부， 개폐용 피스톤의 봉， 받침대에 고정된 프레임은 크레비 

스(cJevis)로 연결되어 있으며 압축부의 개폐는 프레임과 크레비스를 결합하는 핀 축에 

대해 회전하여 이루어진다 개폐 구동 실린더는 복동설린더로 내경은 130 mm이고， 개폐 
를 위한 피스톤의 스트로크는 316 mm로 설계하였다 압축 운전을 위해 압축부를 닫을 

때는 개폐 구동 실린더를 작동해 주실린더룰 수직으로 위치시킨 후， 반대쪽 프레임의 상 

부와 압축부 측연 프레임을 핀으로 연결해 고정시키도록 하였다 본 장치는 핫셀 내의 좁 

은 공간에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핫셀 내부의 다른 작업에 방해되지 않아야 하 

므로 장치가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또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립 

3 10 67과 같이 프레임 하부의 연결 핀을 뽑아 프레임을 안쪽으로 기울이거나， 바깥쪽으 

로 둡힐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핫셀 공간의 활용을 높였다 

그림 3-10-67‘ 핫셀 공간 확보를 

위한 접이식 프레임 

본 장치는 고체폐기물 운반용기 바스켓에 폐펼터를 넣고 압축하므로 압축 작업시 바스 

켓의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스켓의 바닥연에는 두께 3 mm를 가지면서 돌출된 부 

분이 있는데，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압축장치의 받침대에 흠을 파서 바스켓의 돌출된 부 

분이 들어가도록 셜계를 하였다 또한 바스켓 내부의 펼터를 압축할 때 바스켓이 수평으 

로 흔들려 전복되지 않도록 양쪽 프레임에 바스켓 고정부를 설계하였다 왼쪽은 회전식으 

로 설계하여 바스켓을 안착한 후 핀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오른쪽은 수평으로 

밀어서 바스켓 상부를 고정하도록 하였다 장치의 프레임 부분은 압축부를 지지하는 양쪽 

의 프레임과 바닥 프레임 그리고 주실린더가 안착되는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개폐 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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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쪽의 프레임은 두께 50 mm의 판 두 개를 224 mm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바닥 프 

레임에 고정 설치하고， 판 사이에 크레 비스나 바스켓 고정부를 설치하였다 반대쪽의 프 

레임은 두께 70 mm, 폭 156 mm이며 접이식으로 셜계하였다‘ 주실린더가 설치되는 프레 

임은 ‘ E ’ 형태로 되어 있으며 ， 가운데에 실린더가 설치되고 이 부분의 두께는 80 mm이 

다 바닥 프레임의 두께는 바깔쪽은 50 mm이며， 바스켓을 안착되는 부분은 홈을 포함해 

두께가 90 mm가 되도록 하였다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압축기는 무급유식 스크롤 공기압축기로서 폐펼터 압축장치 

의 압축력이 4,500 kgf가 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해 충분한 성능이 나올 수 있 

도록 토출압력이 6.5-8 kg/때인 것을 설치하였다. 폐휠터 압축장치에 설치된 공기압축기 

의 사양은 표 3→ 10-3과 같다 

표 3- 10- 3 펴|필터 압축장치의 공기압축기 사앙 

토출압력 6.5 - 8 kglcm2 
전원 3ø / 220 V 

토출공기량 240 liter/ min 출력 2.2 kW 

토출공기온도 홉인온도 + 30도 이하 과열정지 섭씨 80도 

토출관경 PT 3/8 in 

공기탱크용량 38 liter 

치수 740 mm x 730 mm x 1055 mm 

폐필터 압축장치의 조작기는 공기압축기와 같이 핫셀 외부의 작업구역에 설치되며， 그 

립 3-10-68은 조작기의 측면 및 조작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 10-68 폐 필 터 압축장치 조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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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보연 다섯 개의 공기라인이 있는데， 아래의 공기라인은 공기압축기로부터 압축 

공기가 틀어오는 라인이다 그리고 위쪽의 네 개의 라인은 조작기에서 장치 본체의 실린 

더를 들어가는 압축공기 라인으로， 두 개의 라인이 각 실린더에 연결된다 조작기의 뚜껑 

올 열연 각 실린더를 작동시키는 수동 밸브가 있으며， 이를 조작해 폐펼터 압축장치를 운 

전한다 

폐펼터 압축장치의 운전성 및 압축성에 대한 성능시험은 제작현장에서 수행하여 장치 

의 건전성 및 필터 부피감용 성능을 확인한 후 조사재시험시설 M2 핫셀에 장치를 반입 
하고 성능시험을 다시 수행하였다 제작현장에서는 먼저 치수검사， 용접부 검사 둥과 같 

은 기본적인 검사를 수행하여 이상이 없음올 확인하고， 필터에 대한 압축시험을 수행하였 

다 폐기물 바스켓 안에는 압축하지 않은 펼터 한 개만이 들어갈 수 있다 본 압축시험에 

서는 바스켓 내부에 필터를 넣고 압축한 후， 바스켓 내부의 압축된 필터 위에 다른 펼터 

를 올려놓고 다시 압축을 수행하였다 이런 순서로 필터들을 차례대로 압축하여 바스켓 

내부가 압축된 필터들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압축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립 3-10-69는 펼 

터를 바스켓에 넣고 압축하는 모습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0-69. 필 터 압축시 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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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시험이 끝난 후 그립 3- 10-70과 같이 압축된 필터를 바스켓에서 꺼내어 높이를 측 

정하였다 

그림 3-10-70. 필터 압축 결과 

압축된 필터의 높이는 평균 83 mm로서 내부 깊이 403 mrn~ 바스켓에 4개의 압축된 

펼터를 담올 수 있었다. 또한 압축된 폐필터가 삽입되고 남는 공간은 다른 폐기물을 담올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을 아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올 확인하였다 또한 이 

장치는 기존의 타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치처럼 필터를 한 개썩 압축한 후 폐기물 저장용 

바스켓에 담는 방식이 아니라 폐필터를 바스켓에 당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압축한 후 바 

스켓의 뚜껑올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폐휠터의 압축시 발생하는 방사성 분진이 핫셀 내 

부를 오염시키는 것올 피할 수 있어 핫셀의 청결한 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현장에서 성능시험을 수행 후 폐펼터 압축장치를 조사재시험시설 M2 핫셀에 반입 

하여 설치하고 성능시험을 다시 수행하였다 장치 설치를 위해 먼저 장치 본체를 M2 핫 

셀 천장의 루프도어를 열고 조사재시험시설 서버스구역 의 크레인을 사용해 핫셀에 하역 

하였다 장치 본체를 핫셀에 반입한 후 핫셀벽의 penetratJon을 통해 핫셀 내부로 들어온 

압축공기 라인올 장치에 연결하였다 핫셀 외부의 공기압축기와 운전장치는 조사재시험시 

설 작업구역에 설치하였으며 운전장치에서 나옹 4개의 압축공기 라인은 핫셀 벽의 

penetration올 통해 핫셀 내부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림 3-10-71은 폐펼터 압축장치를 

핫셀에 반입하고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폐펼터 압축장치를 조사재시험시설 M2 핫셀에 설치한 후 폐필터를 사용해 성 능시 험을 

수행하여 장치의 압축 성능을 검사하였다 그립 3- 10-72는 폐훨터 압축시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개의 폐필터를 압축한 후 압축된 폐필터 위에 다른 폐필터를 

올려놓고 압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핫셀 성능시험올 통해 장치의 안정성 및 

압축성능이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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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 71 펴|필터 압축장치 핫셀 반입 및 설치 

그림 3- 10- 72 핫셀내 페필터 압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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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압축성폐기물 진공압축 장치 제작 및 시험 

ACP 실증시설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작업자가 사용한 천， 비닐， 

종이 둥의 압축성 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고비 

용을 감안할 때， 압축성 폐기물의 경우 충분히 부피를 감용시킨 후 반출하는 것이 폐기물 

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펼요하다 일반적으로 부피감용을 위해 폐기물을 눌러서 압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압축성 폐기물의 경우 탄성복원(spring -back) 현상으로 인해 폐 

기불 사이 공간의 충분한 감용을 기대하기 힘들고 또한 유지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 

서 ACP 실증시설에서 발생하는 압축성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을 진공팩에 

넣고 진공을 걸어 폐기물의 부피를 감용시키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압축성폐기물 진공압축 장치는 ACP 실증시설 서비스구역에 설치하여 ACP 실증시설에 

서 발생하는 저준위 압축성 폐기물을 압축팩에 넣고 진공펌프로 진공을 걸어 폐기물의 

부피를 최소화시켜 처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내부는 진공펌프， HEPA 필터 1개， 홉입필터 

(suction filter) 2개， 그리고 전원공급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는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다 장치의 전체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506 mm이며， 높이는 831 mm이다 그립 

3-10→73과 그림 3-10-74는 폐기울 진공압축 장치의 설계도와 제작된 모습을 보여준다 

MANUAL ANGLE VALVE 
NW 25KF 

200 

그림 3-10-73. 진공압축 장치 설계도 

때
 



그림 3-10-74 제작된 진공압축 장치 

공기 홉입부에는 앵글밸브(anglc valve)로 홉입 유량과 압력을 수동으로 돌려가연서 제 

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홉입구에는 폐기물을 담은 압축팩과 결속되는 튜브가 부착되 

어 있다 본 장치에 사용되는 압축팩은 시중에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그림 

3 10 75와과 같이 특수휠릅 재젤로 되어 있다 

그림 3-10-75 진공 압축팩 및 진곰홈입구 튜므 체결 

압축팩의 진공 홉엽부에는 체크밸브<Check valve) 방식으로 공기의 흐름올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을 담는 입구는 지퍼클립 망식으로 손으로 눌러서 밀봉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치의 튜브는 압축팩의 체크밸브와 결속이 잘 이루어지 

도록 치수를 선정하였다. 그림 3 10← 75는 압축팩 내부의 공기 홈업을 위해 장치의 튜브 

와 압축팩 체크밴브를 걸속한 모습올 보여준다 

압축팩의 공기를 빨아갈이는 진공펌프는 천. 비닐， 종이 둥의 압축성 폐기물에 대해 충 

분한 부피감용이 이루어지고， 압축팩 한 개에 대한 진공압축 작업올 2분 이내에 완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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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장치에 설치된 진공펌프의 배가속도는 200 

l/min이며， 진공도달도는 10 3 Torr이다 냉각방식은 공기냉각식이며 무게는 32 kg이다 

그립 3← 10←76은 장치의 내부에 설치된 진공펌프를 보여준다 그리고 관 연결부에서공기 

의 누설을 막기 위해 오링 (o-ring )을 관 사이에 끼우고， 클캠프로 조여서 연결하도록 설 

계하였다 

그림 3-10-76 진공압축 장치 내부 

영폐기물이 묻은 제염지， 작엽복 둥의 진공홉입시 홉입공기에 동반될 수 있는 염폐기물 

로 인해 진공펌프가 손상되거나， 염폐기물을 홉착한 공기가 진공펌프에서 배출되지 않아 

야 한다 따라서 본 장치에서는 홉입공기의 먼지 ， 미세입자， 오염물질 퉁이 홉입필터와 

HEPA 필터를 통해 여과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홉입된 공기는 먼저 두 개의 홉입필터 

를 차례로 통과하게 된다 그립 3→10-77은 장치에서 홉입필터를 분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10- 77 홉입 필 터 

두 홉업필터는 동일한 것으로 크기는 직경 104 mm, 길이 87 mm이며， 재질은 ST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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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허용 흉입속도는 140 Vmin이며， 여과용량은 150 mesh이다 홉입펼터에서 
여과된 공기는 다옴에 HEPA 펼터를 통해 여과된다 그림 3 10 78은 장치에서 분리된 
HEPA 필터를 보여준다 

그림 3-10-78. HEPA 필 터 

HEPA 훨터의 크기는 직경 130 mm, 길이 140 mm이며， 재질은 STS304, 알루미늄， 우 

레탄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사용온도는 섭씨 60도이다 필터들은 소모풍으로 교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펼터는 펼터 케이스와 나사식으로 결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필터 교체작업이 단순·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압축성폐기물 진공압축 장치의 운전성 및 압축성에 대한 성능시험은 제작현장에서 수 

행하여 장치의 건전성 및 폐기물 부피감용 성능올 확인한 후， ACP 실중시설 서비스구역 
에 장치를 반입하고 ACP 실중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올 가지고 성능시험올 다시 수행하 
였다 진공압축 시험을 위해 그립 3 1079와 같이 200 리터 드럽에 들어있는 가연성 폐 

기블을 꺼내어 압축팩에 눌러 담았다‘ 

그림 3- 10-79 카연성 폐기울의 압축팩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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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드럽 폐기물을 압축팩 세 개에 담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 10-80은 압축팩 

진공홉입 작업의 초기 모습과 진공압축이 거의 끝나갈 때의 모습올 보여준다 

그림 3-10-80 진공압축 작업 과정 

비교를 위해 진공압축을 한 압축팩과 하지 않은 압축팩을 같이 보여주고 있으며， 진공 

압축하여 압축팩의 부피가 1/3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10-81은 세 개의 

압축팩 모두를 진공압축한 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10-81 가연성 폐기물 진공압축 결과 

그립 3 10 79와 비교하여 충분히 압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공압축된 압축팩을 

다시 폐기물 드럽에 넣고 압축 전 상태와 비교하였다 드럽 내부의 폐기물의 높이가 113 

로 감소하였음을 관찰하였다 압축팩 한 개를 진공압축 하는데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수 

분 정도였다 따라서 성능시험올 통해 본 장치가 진공압축에 의한 부피감용과 작업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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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대외 홍보 관련행사 

가. ACP 실증시설 오푼랩 (Open Lab.l 행사 

ACP 실중시설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 5월 3일에 대내외 원자력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ACP 실중시설 오픈랩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연구소 간부， 한 
국방사생폐기물학회 임원， 과기부 원자력 국장 퉁이 참석하였고， 대외적으로 비슷한 시기 

에 한국에서 개최된 27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JSCNEC) 미팅에 참가한 미국 대표 

들이 참석하였다 기념행사는 조사재시험시설 건물 로비에서 하였고， 이후 ACP 실중시설 
로 참석자틀을 안내하여 tape cut디ng 행사와 시셜 관랑 및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그림 

3 1O~82와 그림 3~lO→83은 행사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오프햄 행사를 통해 
ACP 실증시설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 
발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기술수준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3~ 1O~82. ACP 실증시설 오프램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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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83. ACP 실증시설 완공 기념 tape cuttinQ 행사 

냐. ACP 실중시설 외부인 방문 현황 

ACP 실중시설의 운영을 시작한 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대외 인사 및 원자력 

관련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시설올 관랍하고 견학하였다 이를 통해 ACP 실 

증시셜은 대외적으로 ACP 기술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을 비롯한 후행핵연료주 

기 연구개발의 이해도 증대와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연 

구자들이 시설방문을 통해 국내 pyroprocess 기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임으로써 상 

호 협의 및 협력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αJ6년 9월에 실시한 모의연료를 사용한 2 
차 Campaign 공정시험에는 미국 INUldaho National Laboratory)에서 두 명의 연구자가 

방문하여 공정시험 과정을 참관하고， 기술협의를 하였다 이는 이후 상호 협력의 폭을 넓 

히는 계기가 되었다. 표 3-10-4는 그동안의 ACP 실증시설 주요 방문 현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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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4. ACP 실증시설 주요 방문 현황 

방문일 방문자 방문기관 방문인원 

’06.05.02 'l:I차 JSCNEC 참가자 4명 JSCNEC 미국대표 4 

’06.05 여 국정현 대전지부 2명 국정앤 2 

06. 05. 26 외교흉상부 외교정책실장 외교용상부 

’06.06 이 
과기부 원자력협력과 파장(양성광1 ， 

사우판(안지현) 
과겁부 2 

’06. 06. 29 국방부 군비 검중단 3명 국방부 3 

’06.06.29 
한수원 환경기술원 방사성얘기물판려 샌터장 

환경기슬왼 13 
노명섭 외 12영 

'06. 07. 07 KAIST 노회 천교수외 5명 KAIST 6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을팅 사무판(안서환)， 

’06. 07. 28 주무판(용청현)， 한수원 방폐물전략실 산업자원부，한수원 3 

과장(김현첼) 

'06. 08. 31 
청와대(장용석， 최세환 과장1 ， 국방부(휴지성 

청 와대， 국방부， 국정 원 4 
중령)， 국정원(이석민) 

’06. 09. 07 
갱와대 안보수석 비서판‘ 정보과학기술 

생와대 
보최판 

’06.09. 11 Mr. S. Herrmann , Dr. 1\1 . Simpson INL 2 

'06. 10. 19 과기부총리 외 1 5명 과기부 16 

’06. 11. 06 
Masatake Higashi (CRIEPI 부소 장1 ， Tadashi 

CRIEPI 3 
Inoue 악사， Yoshiharu Sakamura 박사 

A1exander Bychkov (Genera1 Director) , 

’06. 11. 13 Shomikov Pave}(Department head of RIAR 2 

ROSATOMl 

’06. 11 견 외.Jtt홍상부 외부고시 합격자 23명 외교용상부 23 

’06. 12. 13 영광원전 본부장 및 간부직왼 영광원전 16 

’06. 12. 26 박홍석 1 강환벨，최땅섭，정장싱 방폐제도개선 준비사무국 

’07. 01. 09 
과기부 혁신본부 에너지환경심의판실 사무관 

파기부 
(양회상) 

’07. 01. 11 과기부 원자럭국장 외 과기부 

’07. 02. 27 산자부 사무판(박석주 1 ， ETEP( 전병렬 팀장) 과기부. E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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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철 자료 및 사업관리 ， QA/QC 

설증시설 설계/공사시 기술자료 및 사업자료의 관리를 위한 실중시 설 자료 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과제원틀 간의 셜 계/공사에 대한 의견 및 정보 교환올 원활하게 하여 효율 

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설계/공사시 시셜의 품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시험과 현장 검사， 부대설비들의 설치 검사 둥의 품질보증활동을 통 

하여 실증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종적인 실중시설 설계， 공사자료， 사업관리 

문서 동의 효융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체 문서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술자료 관리에 

활용하였다-

L 실중시설 자료 관리시스랩 구축 

가. 자료 관리시스댐 구축 

2단계 연구에서 구축된 Microsoft Project 2αm 및 2000 Cen tral베이스의 연구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중시설 설계 자료 관리 및 사업관리를 추진하였으나， 각 참여 

자들의 실적물들이 관리시스랩과 연동할 수 없는 둥의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Microsoft Project MS Windows 2003 Sever와 SQL 2α)() Database를 사용한 

시스템으로 연구관리 시스템을 엽그레이드 하였다 또한 과제별 팀왼간의 설계파일 및 정 

보교환 풍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림 3-11 - 1과 같이 MS Sharepoint 기반의 대과제 홈페이 

지를 개설하여， 과제원들 간의 의견 및 정보 교환과 파일공유 및 파일전송을 쉽게 함으로 

써 설계 및 공사 자료의 수시 업데이트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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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차세대관리 홈페이지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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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문서관리 프로그램 

자료관리 시스템을 통한 설겨1 및 공사 자료의 수시 정보 교환과는 별도로 최종 

적으로 승인된 설계/공사 및 사업분서 동의 판리륜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문서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최종적으로 생산된 시설/기기/제작물의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와 구매/사업문서둥을 엄데 

이트하여 관리하였으며， 추후 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룹 위한 시설 자료 프로그램으로 활 

용할 예정이다 ACP 자체 문서관리 프로그램의 메인 화연은 그림 3 11 2(a)와 같으며， 

문서복콕에 대한 데이터배이스 자료 검색 화면은 그립 3 11 2(b )와 같다 본 프로그램은 

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륜 위한 시설 자료의 효과직인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며， 성능시 

험 및 운전관련 자료플을 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엽데이트 할 예정이다 

r. 톨 

"' . ... n .. ‘ .,.‘ t 1' •• “ .. ‘”““_1 lJ .. ~". 

(.) (b) 

그림 3- 11 - 2 차세대관리 증합공정 실증시싫 (ACPF) 문서관리 프로그램 

(a) 자료관리 프로그램 설치 화면 (b) 데이터 베이스 자료 검색화연 

2. 실중시설 설계/공사 기술자료 및 사업관리 
가. 설계자료 관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기본 및 상세 설계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각 

분야별 기술문서 및 설계도연 자료에 대한 세부 목차는 표 3-11- 1 - 표 3-11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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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1- 1 차세대관리 증합공정 실증시설 기술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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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도서 목록 (1/2) 

분야 문서번호 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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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3.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도서 목록 (2/2) 

분야 문서번호 긴 。r 서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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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기 기/제 작뭉 As Built 자료 관리 

시설 준공도서는 가설 칸막이 설치 절차서， 용접 절차서둥의 시공 절차서류와 

실증시설의 품질 평가를 위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각종 시험성적서 

와 부대설비 설치에 대한 검사보고서 둥이다. 또한 공사기간 중 발생한 부적합 보고서， 

DCN 및 FCN 둥의 자료와， 시설에 설치된 기기 및 제작물의 최종적인 As Built도연과 

Shop Drawing 도연 둥을 포함하고 있다 공사/기기/제작물의 As Built 도연퉁 상세 자료 

는 실중시설 문서관리 프로그램에 퉁록하여， 추후 시설 운영 및 변경 시에 참고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다- 구매/사업 문서 관리 

설중시설에 설치된 주요 기기 및 제작물에 대한 구매 관련 서류와 제작 및 성 

능검사 자료틀에 대한 문서 목록은 표 3114와 같다 시설의 품질에 영향을 주요 기기 

및 제작물들에 대한 규격 및 구매현황 계약업체 둥에 정보와 규제요건， 설계요건， 기술요 

건 및 품질요건 둥이 언급된 구매 관련도서， 도연， 제작/시험 보고서둥에 대한 관리를 수 

행하였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구축 사업은 2002년 6월에 현대엔지니어링(주) 

에 조사재시험시설 지하 1총에 위치한 예비핫셀올 개조하고 부대설비를 껄치하기 위한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 평가 둥의 설계용역 발주로 시작하였다

사업문서 관리는 설계 용역에 관계되는 주요 문서，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보완 관련 건 

설 운영 신청에 대한 인허가 서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성 공사와 관련된 서류 

및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최종 운영올 위한 사용전 검사 인허가 관련 서류들 

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세부 목록은 표 3- 11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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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 4 주요 기기 및 제작 구매 목록 

1‘얘 이잉 

ITEM No 기기명 문서변호 규격 수량 구에 " 히잉 
계약일 게약1서호 

ACP ~IT-S、vα)1 ‘α)5 Réldia“ m’lnnd Sulwueldng ACP‘ PD 01 Dry t ~'\X‘ ( Alpha tigh t) 5 
200.1- ]0-02 

’ O~ - 12 10 
1200:1← l야;æ) 

4 
'03 10- 02 

'W- IO 20 
1200:1- 10595) 

2 
2OW- 12 10 

’Q.1 12 :lO 
120m 1랬 1 0) 

ACP- MT- l\，IPO(WαE l\ lanipulator ACP- PD-02 、，aslcrlSlglahv1)e(Alpha 4 
200-1-1 0• 22 

l앉)().1 12224l 
’ ()HI-2,j 

21104 • 12-?2 
(21104 • J53261 

l 
2(1)5• 06 .2.1 

05-00-24 
(201)5-692:1) 

ACP-MT-DRool Rcar Door(M8b) Slcp 짧r k10!or l 

ACP- PO-03 
‘0.1 -(\;←여 

ACP -MT• OROO2 Rear DoorlM8a) Padirac AdélP‘ l 121104-_이 

ACP-~IT←CRool ln -cell Cmnl' 0111 Cranc I (] lon) 

ACP ~1T-CROO2 Jib Cnmc ACP PO -04 Pillar Jib αl← 05 06 ‘04 03- 11 Cnmc( 1 100) 12004- 47411 

ACP MT- ORQ04 ln- cell Crane Gate MCmOVnIncg ra 。lnl

ACP- MT- DRoo.1 In-ccll Cranc Door Pncumaticall、， l 
l2 0α4μ O 5 i-0l%2 l ACP- PO-05 oocratcd ‘04-00- 14 

ACP-MT- ORαE Pass - Thru Door W’cight Balancc 

ACP-WS• T KOOI Sto~e Vaull(A) Iιc3d Shicld l 
StordRC VaultlBl Lcad Shicld l 

Typc A 4 
la 0n4-40-6g-i2ml l ’()l• 06-24 

ACP-W’S←TKαyl Protcction Screw ACP- PD-06 Typc ß 2 

T oboggan 6inch sch40s l 

ACPR서 CRool/002 Area Monitor ‘V뺑mqang5 g&TIT1a 3 

ACP-R~1-CRO ll/01 2 Room Air Monitor Pa，li~'fon'li。맥inc 2 

ACP RM-CR02 I1022 Ilot Ccll Door Monitor G <lmE염a없fdt 。n 2 
ACP- PO-07 '04-07-06 '04- 01<-1 1 

DUCl Monilor Gamm않않till<l tlon l 
12004-77561 

Iαiine r"lonitor r<영inc Monitor 
ACP- RM -C R031 CCTV 3 

R~'핑。R없?ir & 

sJ없앙염~gc.總Ic ACP- PO-08 - P<I않짧eS~영양잉m" 12 ’0α4)-40-77-50π5l ‘04-07- 16 

Pad.i명‘s~댐nsfcr ACP- PO-09 RD- 15.RD- 1O l 12 ’0α4)-40-66-40l83l 

ACP- ì\ IT Glovc Box ACP-PO- IO Incrt ATr낸. l 
MIIOII <Packagc) 

양훌원|풍i ACP- PO- II 7떻，戰렇짧빨 l 

핫셈 원터 압악기 ACP- PD- 12 Rgy인1해c]~tSS 

c%9%임없f끼 ACP- PO - 13 사용성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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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5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사업문서 목록 

순위 일자 제목 챔부올 비고 1 

2“)2 - 00- 14 차의세뢰대판리 종함공정 싱증시싱 설계용역 발주 1) 뼈사차 7 호 설계용역 

2 2002- (16- 03 차세대판리 종함공성 심증시성 싱셰용역 양주 1) 쐐행획센좋였공정 실풍시설 설계용역 

3 2003-(18-29 변경계약서 용보 () 변경계약서 사본 성계용역 

4 21103- (0- 02 하전나성로 훈영 조사 변재경시허험가시선싱갱서 보싼 제녕과 관련한 
() 없횡7f↑짧t휴시설의 건설 훈영 

연경허가 
2) 뽑쳐항용 종영하는 연경내용 잊 

() 없용7휴캔쌓lf시성의 건성 훈영 

5 2α 3- 10- 02 하건나싱로 훈영 조사 연채경시허험가시선설청서 보안 제h과충 판련한 
2) 뽑쳐항용 중영하논 변경내용 및 

연경허가 

3) 짧鍵짧짧훨網잃L 
6 2αn← 11 - 07 하대나한로 십 조사사질의재시헝시설 보완 판련 변경선청에 연겸허가 

7 2α11 - 11 20 하대나한로 싱 조사사질의재시 닦헝변시서성 제 보융완 판련 변경선청에 1) 하건심사나설로질 훈의영 조서사 신에재청시 대얘험한 대시 당얘한연 보서완 관련 연경허가 

8 2003- 12- 00 하대나한로 싱사 조사질의재시험시성 보완 찬련 변경신청에 연경허가 

9 2003- 12- 12 하싱사나로검 완 건질설의 운영변경허가 선청에 대한 연경허가 

10 2003 • 12• 26 하대나한포 2차 조사 싱사재시깅의험사 담성변 보서완 제종 판련 연경선 정에 
1) 關鍵鋼織떻홉훨풍→ 캉챙-

연경허가 

2) 歸鍵鍵總λ繼뿔놓쌓힐 
11 2ω4-01 -26 변경허가 

12 2004- 02- 04 하대나한로 3차 조사 심사새시질험의시 f성f연 보서완 세 관출련 변경선청에 l건대)설한 하운나 단영로연서 신 조청사판재련시험 3차시설 심사 보질완의 판에련 연경허가 

13 2αμ 여-22 용 하보나로 건성 운영변경허가 선갱서 검토결과 연경허가 

1) 랩곁계 때주팀 제6호(2001.6.4) 

14 2004- 03 22 부 차세대싱대판비리 성 종치공합장사정 심증시연 핫껴 및 2) 調;생1 센꽤 및 주요 핫씬 영치공사 

3) 시성공사 주요내역 및 추정급액 
4) 판련도연 잊 공사시 방서 list 

15 2004- (\1 -24 부 차세대생대판비리 성 종치함공공사갱 얄주 설중 의시회성 핫씌 및 성치공사 

냥차세기대 연판장허 종함공정 싱증시설내 성치장치의 
1) 남기 연장 사유서 

16 2이14←o!’← (6 2) 설중시성 공사계약 홍보서 성치공사 

3) 심증시성 핫샘 공사일정 비교표 
17 2α)4 - 10-01 계약변경 홍보 연치공사 

1R 2004- 10- 14 차차세에대창판의리 잔 종긍함지공용정 협 설조중 요시청설 설치용 1) 남유리 계약업체의 잔금요챙 서휴 성치공사 

19 2(XJj- OI -21 남 차세기대 연판장리 요 종갱한공정 심중시성내 성치장치의 생치공사 

조선사청째시험시션의 내의 M8핫씌 사용선검사 
1) 사용전검사선갱서 

사용A전L 겁 20 2(XJj-(썼 16 2) 조겁사사재 계시획험시성 M8핫껴 사용선 

21 2α.6-00-26 하깨나획쿄앙링 조사채시험시성 M8 핫앤 사용선경사 사용A신‘겁 

22 2α.6- 10 14 하정사나로지 서 조사 사재정조시험치시 요설구 M8 핫셋 사용진정사 1) 지적언호 05-2-045 사용A선}정 
2) 콘크리:s. uß합설계 이홉 

23 2005- 10• 21 하지나적쿄사항 조사 시재정조시험치사 곁싱과 M8 핫생 사용전검사 사용λ전L 검 

24 2(XJj-IO- 24 하지나적로사항 조사 시정재조시험치시 결싱과 M8 헛센 사용전검사 1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서 사랬검 

25 2000- 01 00 MR핫예 사용선검사 승인 사용λ전L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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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보중활동 

가. 공사17] 기/제 작물 QA!QC 

(1) 공사/기기/제작물 현장검사 

(2) 연구소의 원자력시설운영 및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진행되는 주요 구 
배활동에 대하여 구매시방서 또는 계약요건에 의해 공급품의 풍질검사활동이 

요구된다 품질보중둥급 “Q" 및 

여 현장 검사/실사 및 품질 문서검토 풍의 QA!QC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 

와 관련된 QA!QC 자료관리를 수행하였다 2004년도에 실시된 공급품에 대 

한 입회검사 수행내역 및 품질 문서 검토내용은 표 3- 11 -6 - 표 3- 11 - 7과 

같다 

표 3- 11 -6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사업 공급자 입회검사 수행내용 

공급풍목 공급자 입회검사일자 

Rear Door 제작 정우산기 ‘여CXì.29 

핫셀용 차폐창 British Shielding Window ’여.7.04-00 

원격조종기 한국차페 ‘여，00.22-23 둥 3회 

표 3-11-7 공급품 품질 문서 검토 목록 

• ACP-HC-SWOOl for cell M8a 

• ACP-HC-SW002 for cell M8a 

• ACP-HC-SW003 for cell M8a 

• ACP-HC-SW004 for cell M8a 

• ACP-HC-SW005 for cell M8b 

• 실중용조작기 이송장치 구매요구서 검토 

• 실중용조작기 제어시스탱 제작시방서 검토 

• 콘크리트 철거공사 절차서(HD-N-WPP-002)절차서(현대엔지니어링 작성) 

• 차세대 종합공정시설 차폐창 제작자의 검사 절차서 

• 계약자(현대엔지니어링) 품질보증계획서 검토 

• 현대엔지니어링 품질보증계획서 재검토 

•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검사 및 시험계획서 

• 용접사자격부여절차서 퉁 5개 절차서 

• 콘크리트 커팅플랜 외 377H 설계도면 현대엔지니어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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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중시설 시공 절차서류 검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 설 시공 시 작성된 시공절차서류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수행하였다‘ 시공절차서류는 부대장치들의 설치에 관한 절차서와 성능 시험 을 위 

한 절차서 및 시설의 검사보고서둥이다 시공과 관련된 품질 문서 검토 내용 및 절차서 

옥록은 표 3~11~8 - 표 3~ 11 ~ 10과 같다‘ 

표 3~11 ~8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공과 관련한 품질 문서 목록 

서류 번호 서류명 
Rev. Date No 

시공 절차서 

HD~N-WPP!QCl - OOl 가설 칸막이 셜치 절차서 0 2004-10~27 

HD~ :--I -WPP!QCl-002 콘크리트 철거 공사 절차서 0 2004-11-03 

IlD-N-WPP! QCI- Q03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절차서 2 2005-01~03 

HD-N-씨TPP!QCI-004 일반 용접 작업 절차서 2004~12←06 

HD-N-WPP! QCI- 005 용접 절차 검정 절차서 l 2004~ 12-06 

HD- N-WPP! QCI- Q06 용접사 자격부여 절차서 l 2004-12-06 

HD- N- WPP/ QCI- 007 용접용 관리 컬차서 2004-12-06 

HD- N-WPP/ QCHJ08 Embedded Plate 제작/셜치작업 절차서 0 2004-11-30 

HD-N-씨TPP/QCHlO9 Embedded Steel S작h업ape 절차 및서 Sleeve 
제작/설치 0 20여 11-30 

HD- N- WPP!QCI• 010 Stainless Steel Liner Plate 셜 치 절 차서 0 20여 11 -30 

HD-N-WPP! QCI- OII Radiation Shie설Id 치mg 절 'Nindow Frame 
차서 1 2005-01-12 

HD-N- \VPP! QCI- OI2 Testing , Adjusting and Balancing 절"r서 0 2005-01-25 

HD-N-씨TPP!QCI -013 Radiation Shield치m 절l! Window Glass 
설 차서 0 2005-01-25 

HD-N-WPP! QCI- 014 덕트 제작 및 셜치 절차서 0 2005-01-25 

HD-N- WPP/ QCI- OI5 차폐능 겁사 절차서 2005~03~23 

HD-N~씨TPP!QCI-OI6 Marking Point 선정 및 운영 절차서 l 2005-03-23 

HD • N• WPP! QCI- 017 차폐능 분석 및 명가 켈차서 2005-03-23 

HD-N- WPP! QCI- 018 Reference Block 제작 및 운영 절차서 l 2005-03-23 

HD~N-WPP!QCI-019 Manipulator Wall Tube 설치 절차서 0 2005-02~16 

HD-N-WPP! QCI- 020 Protection Screw 설치 절차서 0 2005-02-16 
HD~ N-WPP! QC1- 021 Shield Plug 설치 절차서 0 2005-02-17 
l-lD-N-WPP! QCI- 022 배관 제작 및 설치 절차서 1 2005-04-11 
l-lD-N-WPP! QCI- 023 배관 압력 시험 절차서 l 2005-04-11 
HD~ N-WPP/ QCI- 024 Paint 작업 절차서 0 2005-03-16 
HD- N-WPP! QCI- 025 Duct 압력 및 누설 시헝 절차서 0 2005-03-29 

HD~ N-WPP! QCI- 026 Instrument 작엽 절차서 0 2005-04-12 

HD • N-WPP/ QCI- 027 콘크리트 보수 절차서 0 2005-04-12 

HD~ N- WPP/ QCI- 028 Hot Cell 누설 시험 절차서 2005~05- 1O 

HD- ))-WPP/QCI-O쟁 Instrument Loop Test 절 차서 0 2005-06-20 

HD- N- WPP/ QCI- 030 Filter 제작 및 시험 절차서 (KAEL) 0 20여-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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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1 -9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공과 관련한 품질 문서 목록(계속) 

서류 번호 서류영 Rev Date No 
용접 절차서 

DSEC WPS N• 001 WPS & PQR 0 2004- 12- 10 

DSEC-씨TPS-N-002 WPS & PQR 0 2004- 12- 10 

DSEC- WPS • N-003 WPS & PQR 0 2004- 12 10 

DSEC- WPS - N- 004 WPS & PQR 0 2004 12- 10 

DSEC WPS - N-005 WPS & PQR 0 2004- 12- 10 

DSEC- WPS - N- 006 WPS & PQR 0 2004 12 10 

시험 성적서 

HD-A-TEST • 001 콘크리트 배합비 시험 성적서 2004- 11 - 10 

HD- A-TEST- 002 압축 강도 시험 성적서 2004 - 12-01 

HD-A- TEST- 003 철광석 시험 성적서 2004 - 11 - 18 

HD- A- TEST• 004 철광사 시험 성적서 2005-01 • 07 

HD- A- TEST-005 시멘트 시험 성적서 2005-01 -04 

HD- A- TEST- 006 물 시험 성적서 2005 01 -07 

HD-A- TEST- 007 흔화제 시험 성적서 2004- 11-30 

HD A- TEST- 008 방화운 성적서 2005 06 01 

HD- A- TEST- 009 Instrument 시 험 성 적 서 2005-04- 12 

HD-A- TEST- OlO Air Surge Tank 시 험 성 적 서 2005-05- 20 

HD- A- TEST- 011 Ar Liquid Container 시 험 성 적 서 2005-06-01 

검사 보고서 

HD- INSP-001 Embedment 검사 보고서 2004- 12-04 

HD INSP- 002 차폐창 설치 검사 보고서 2005-05- 31 

HD- INSP-003 콘크리트 보수 검사 보고서 2005-04- 08 

HD- INSP-004 콘크리트 시공 검사서 2005-02-25 

HD- INSP-005 Embedment 설치 검사 보고서 2005-01 -25 

HD→ INSP-α)6 Rear Door Rail 설치 검사 보고서 2005-02- 05 

HD-INSP- 007 Manipulator Wall Tube 설치 보고서 2005-02-24 

HD- INSP-008 Embedment 설 치 Check sheet 2005-01 - 12 

HD-INSP-이)9 차폐창 Frame 설치 검사 보고서 2005-01 -03 

HD- INSP-OlO 철근설치 검사 보고서 2005-01 - 13 

HD- INSP-Oll 측량성과표 2005- 01 -05 

HD- INSP-012 Duct 제작 검사 보고서 2005-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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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1-10.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공과 관련한 품질 문서 목록(계속) 

서류 변호 서류명 
Rev Date No 

검사 보고서 

HD-INSP • 013 Duct 설치 검사 보고서 2005-05 16 

HD INSP• 014 Stainless Steel Liner 설 치 검 사 보고서 2005 06 09 

HD INSP 015 Working Table 설치 검사 보고서 2005 05-09 

HD- INSP• 016 Duct System 누설 시 험 보고서 2005 05 • 16 

HD一INSP 017 배관 설치 검사 보고서 2005 06- 18 

HD INSP-0l8 배관 압력 시험 보고서 잉05 06 20 

HD • INSP-019 Paint 검사 보고서 2005 06 25 

HD- INSP-020 Equipment 껄치 검사 보고서 2005 06- 20 

HD- ll‘SP- 021 Instrument 설치 검사 보고서 2005 07 09 

HD • INSP- 022 Calibration Report 2005 07 19 

HD一INSP→023 lnstrument Loop Test Report 2005 07 20 

HD- INSP- 024 Hot Cell 누설 시험 보고서 2005 07- 15 

HD- INSP-025 차폐능 검사보고서 2005 06 30 

HD- INSP• 026 TAB 보고서 2005 06 30 

HD- INSP • 027 자재 인수 검사 보고서 2005 06- 10 

HD- INSP • 028 용접사 숭인시험 보고서 및 List 2005 05- 10 

HD INSP 029 감사 결과 보고서 2005-05- 26 

ITP 

HD N- ITP- ool 철근 콘크리트계 공획사서의 검사 및 시험 l 20여 12 07 

부적합 보고서 

HEC N 05 001 부적합사항 보고서 0 2005-02 01 

HEC N-05 002 부적합사항 보고서 0 2005 02- 23 

HEC N 05 003 부적합사항 보고서 0 2005-03 14 

QAM 01 풍질 보증 계획서 l 200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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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실증시설 운전 절차서 개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에 설치된 공정 장치 및 부대 장비를 이용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험올 원활이 수행하기 위한 운전 절차서를 개발하였다 차세대관 

리 종합공정 운전 절차서는 실중시험 운전과 관련한 절차서와 실중시설의 주요 장치에 

대한 운전 절차서로 세분화되어 작성되었다. 각 장치에 대하여 도식적인 설영이 가능하도 

록 주요 절차에 대해서는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절차서의 포뱃 일관성을 유 

지하도록 작성되었다 개발된 운전 절차서의 목록 및 문서변호는 표 3- 11 - 11과 같으며， 

추후 실중 시험을 통하여 운전 절차서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 질 것이다 

표 3-1 1-1 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운전 절차서 목록 

분야 목록 절차서번호 날쩌 rev 

- 탈피복공정 운전 절차서 ACP- OP- lO 2α)6.7 0 

실중시험 
- 산화불말공정 운전 절차서 ACP- OP- 20 2α)6.7 0 

- 금속전환공정 운전 절차서 ACP OP- 30 2006.7 0 
운전 

- 금송영 곳제조 운전 절차서 ACP- OP- 40 2006.10 0 
절차서 

염 영곳제조 운전 절차서 ACP OP • 50 2006.10 0 

- ASNC 운전 절차서 ACP OP- 60 2006.09 0 

ACP 핫셀 리어도어 운전 절차서 
ACP- OP- 70 2005.10 0 

ACP 핫셀 크레인 운전 절차서 
ACP一OP一80 2005.10 0 

실중시설 ACP 핫셀 빠디락 대차 및 집 크레인 
ACP- OP- 90 2005.10 0 

부대 장치 운전 절차서 
ACP- OP- 1oo 2005 .10 0 

운전 - 인터셀 크레인도어 및 크레인 게이트 운 

절차서 전 및 유지보수 절차서 
ACP OP- 1I0 2006.1 0 0 

Telescopic 서보 조작기 운전 절차서 
ACP- OP- 120 2006.6 0 

ACPF 시설 점검 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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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절 설중시설 Scale-up 설계자료 

1 개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시된 

공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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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함으로써 처분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처분장의 규모 축소로 인해 부지 선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라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서 핵확산 관련 저항성이 높으며， 미래 지향적 

인 건식핵연료주기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점으로 인하여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l단계 (]997-2000년) 연구개발을 통하여 차세대관리공정의 요소기술과 시험 공정장치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단계 (2001 - 2003년)에서는 개발된 차세대관리 종합 

공정의 실증을 위한 설계와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3단계 (2004-2006년)에서 

는 핫셀 및 부대설비， 공정시험 장치들올 설치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ACP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의 건설을 완료하여 현재 SimFuel 

을 사용하여 Lab. scale{Max. 20 kg Hl\ι'batch)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을 

ACPF 핫셀에서 수행하고 있다 

3단계 연구개발 마지막 연도인 2006년에는 Lab. scale 실중시험을 통하여 얻은 공정자 

료를 근거로 차기단계 연구개발을 위한 Road-• map 작성을 위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 

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공학적 실중시설의 규모가 제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건 

설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Lab- scale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중시설을 공학규모 실증시설 

로 Scale-up 하기 위한 개념을 정립하여 기초적인 설계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용역의 목적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을 공학적 규모로 Scale- up 하기 위한 

설계자료 중에는 도변화 작엄， 설비의 적정용량 계산，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검 

토 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2. 시설 개념 기준 
가. 공정 기준개념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ACP: Advanced spent fuel Conclitioning Process)은 건식 

공정으로서 산화물 형 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의 용융영 매질에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릎 금속으로 전환하고 고발열성 및 고방사성 핵종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발열량 및 방사선의 세기를 크게 감소시킴으로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되어 개발되고 있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사재시험시설(lMEF) 지하에 (l - ií type의 핫셀 및 부대시설의 건설을 2005년 7월에 완 

료하고， 핫셀 내에 Lab. Scale의 ACP 공정 시험장치를 설치하였다 ACP 공정의 Blan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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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블 거 쳐 Natural uranium과 Metal Oxides를 사용하여 2005년 11월에 lnactive tes t에 

착수하여 공정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행된 ACP 공정의 Lab. scale 실증시험을 통하여 얻은 공정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을 공학규모로 Sca!e- up 하기 위한 시설개념을 설정 

하기 위하여 기준공정으로서 그립 3→ 12 - 1 의 공정흐름도에서와 같이 시설 내 설치하는 공 

정장치의 범위를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해체 및 절단공정 misassembling & CUlting) , 

UO, Pellet을 U308 분말로 변환시키는 분말화공정 (Vo! oxidation) , 그리고 핵심공정인 전 

기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U308 분말올 우라늄 금속으로 전환시키는 전해환원공정 

(Electro!ytic Rcduction)과 금속전환체의 잔류염을 제거하는 잔류염제거공정 (Cathode 

Process) , 그리고 폐가스 처리공정 및 용융영 성형공정으로 현재 ACPF 핫셀 실증시험 

중인 공정으로 한정하였다 제조된 금속전환체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후속 공정인 전해 

정련공정(E!ectro refining)으로 연계되며， 운반이나 저장 또는 처리에 용이한 형태로 성 

형된 염은 별도의 염처리공정에서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 시설개념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ACP 공정 Scale- up 시설의 공정규모는 실증시험을 통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공정자료 

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공정장치 최대 처리용량을 200 kg - Hl\tIlba tch로 설정하였으며， 

연간 최대 50 batch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간 최대 처리용량을 10 

ton Hl\tIlyr으로 적용하였다 이 경우 설정된 처리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공정인 전 

해환원공정은 상대적으로 다른 공정장치에 비해 공정처리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2 
Mod비e(200 kg HM 처리용량/Module)의 금속전환 반웅기를 설치하는 것올 기준하였으 

며， 각 공정장치의 규모는 표 3-12-1에 표기된 것과 같이 설정하였다 

L1Cl 

• PWRSF 
To Electro-refi!Ùng 

To Salt Recyde 

그립 3- 12- 1. ACP Scale- up 공정 흐름도 

-249-



표 3-12-1 주요 공정 장치 목록 

ITEM 
Equipment Name Unit Equipment Size (m) Utility 

No ‘ 

PE- OOl SF Slitting Machine l 1.5(W)x 1.5(L) x1.5(H) 5 kw 

PE- 002 Voloxidizer 2.0(0) x 3.0(H) 
20 kw , 

IA- 500 .f pm 

ER Reactor (Cathode 
240 kw 

PE- 003 
Processor 엘 체 형 ) 

2 l.5(D) x 2.0(H) 020 kw x 2) 
HP Ar• 50 .f pm 

PE- 004 
Molten Salt Receiver 

0.5(D) x l.0(H) 
160 kw 

(Salt Ingot 제조 포함) (80 kw x 2) 

PE- 005 Off- gas 처 리 장치 l.O(O) x l.5(H) 
10 kw 

(5 kw x 2) 

냐. 시설 기준개념 

ACP 공정 ScaJe• up 시설에서 취급하게 되는 사용후핵연료의 기준사양으로 농 

축도 3.5% , 연소도 43,000 MWD, 냉각기간 5년 이상인 PWR 사용후핵연료(l7x 17)를 기 

준으로 핫셀에서 취급하는 처리용량은 1개 Assembly(460 kg-HM)를 취급하는 것을 기 

준으로 하였으며， 시설 내에 차폐， 격납시설올 확보하여 사용후핵연료 67H Assembly를 

임시로 건식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핫셀은 일반 공기 분위기의 핫셀과 아르곤 분위기의 lnert 핫셀로 구분하여 핵심공정인 

전해환원 공정장치와 잔류염제거 공정장치는 아르곤 분위기 핫젤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 

도록 하는 동 표 3- 12←2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시설 기준개념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ACP 공정 Scale up 시설의 설치되는 주요설비들에 대한 기준개념올 표 3- 12- 3 

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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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2. ACP Scale-up 시설 기준개념 

연간 생산규모 10 t-HM/y 규모의 Module 
Process 

Scale 
Batch 당 용량 : 200 kg- HJ\.Vbatch 규모 Module 271 설 치 

SF 기준 PWR 17 x 17, 460 kg- HM!assembly , 냉각기간 5년 이상 

SF Cask 업 출하 설비 
Storage 

- SF 건식저장 설비 (6개 Assembly 저장) 
Vault 

- 금속전환체 및 Waste salt 저장설비 

Air 분위기 • SF Assembly 해체 및 절단장비 

Process - Slitting 장치， Hull 처리장치 

Hot Cell - 분말화 장치， 폐가스 처리장치 

[3] • Waste Salt Treatment 장치 (Ingot or bead 제조) 

주요 설비 Ar 분위기 
- Electrolytic Reduction Reactor 

Process 
• Cathode Processor (잔류영 제거) 

Hot Cell [1] 

Alr 분위기 
- Process Hot Cell 상부에 위치 

Maintenance 
一 Process Hot Cell 유지 , 보수 

Hot Cell [4] 

- 유틸리티 (수배전 설비 ， 압축공기， PW 및 DW 둥) 
지하 공간 

- HVAC Ar 공급 및 순환/정제 설비 

핫셀 및 작업공간 , Truck bay , 유틸리티 공간， 출업 및 안전관리 
건물 구성 

실， 사무실 및 분석실 ， Stack τ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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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3. ACP Scale- up 시설 주요설비 기준 

Facility Item FacililY Description 

• Process Cell : a 'll Air almosphere - 3 

Hot Cell • Process Cell a 'll Ar atmosphere - 1 

• Maintenance Cell 'll Air atmosphere - 4 

• 145,000 Ci (1 Mev Basis) 
Max. Activity (Ci) 

[ 1 Assembly SF 1 

Shielding Wall • Front Wall : Heavy concrete (1 10 cm) 

Thickness • Side and Rear Wall (Heavy Concrete 100 cm 이상) 

Ar Supply • Supply : 9800 Nm3/hr 05 times/hr) 

&Purification • Purification 2000 Nm3/hr 

• Pressure Di fference - 15 - - 35 mmAq 
Hot cell Ventilation 

• Changing Rale 15 - 20 times/hr 

• Sealed type MSM (22 kg) 
Remote Handling 

• Power or Telescopic manipulator C300 kg) 
Devices 

• In cell crane (3 ton) 1 Service Area Crane (100/30 ton) 

Shielded Windows • Double Seal type 

Rear Door • Plug type (double se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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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F 인수구역 기준개념 

현재 공학규모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증시설은 연간 10 ton - H:Yl/yr 규모의 

l\1odule을 고려하고 있으며， batch당 용량은 200 kg HlvI/batch 규모 Module 2기칠 설치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였다 이러한 공학규모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은 사용후핵 

연료 수송용가 운반트럭이 진입하여， 수송용기를 하역하는 truck bay와 cask recelving 

area, 핫겔 및 작염공간‘ 유틸리티 공간， 출입 및 안전관리시설， 그리고 사무실 및 분석실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수송용기 인수구역의 설계는 공학규모 시 설의 전체적인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 시설의 높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바스켓(Ixlsket) 

웅성사차폐셰 

/ 。

"" 

~ v : 
、

- 충격싼총셰 

X (imJ:X'l1 Ii f \ F 

。 끼 

용71뚜껑ι‘lSk lid) 

는시 LJ원trunπo미 

/' 용시싼쳐I(생k ι 

ø 종석우냐'11 
깊 J (im때 Im1iter) 

./ / 

/ 

그림 3-12-2. KN- 12 수승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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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송용기 인수구역의 크기릎 설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송이 진행 중인 국내 원 

전의 현황을 고려하여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현재 국내 원전에는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12다발 용량의 KN-12 수송용기가 운전 중에 있는데， 이 수송용기는 그립 3-12-2 

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충격완충체 (impact limiter)를 포함해 직경 2.5 m. 길이 5.7 

m의 제원을 갖는다‘ 

충격완충체를 포함한 수송용기의 총 중량은 85 톤이다 그러나 실제 운전 중에는 사용 

후핵연료를 포함한 수송용기의 자체 중량인 75 톤의 수송용기를 인양하게 된다 이 수송 

용기 본체의 크기는 직경 1.95 m , 길이 4.8 m이며， 뚜껑부의 중량은 3 톤이다 이 수송용 

기는 그림 3 12-3과 같은 자체중량 25 톤의 수송차량에 의해 운반된다‘ 

그림 3-12-3 핵연료 수승용기 운반차량 

따라서 수송용기를 포함한 총 중량은 110 톤이다 그리고 크기를 살펴보면， 수송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트레일러의 총 길이는 15.1 m이며， 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의 길이를 

포함한 총 길이는 19.8 m, 폭은 2.9 m 높이는 4.3 m이다 따라서 수송용기 인수시설의 

설계에는 이 수송차량의 진입 가능성과 작엄성을 고려해 출입구 셔터문의 크기플 폭 6 

m, 높이 6m로 설정하였으며， 인수구역의 폭은 18 m 길이는 30 m로 설계하였다 이 크 
기는 수송용기가 공학규모 ACPF의 수송용기 인수구역 내에 들어와서 수송용기의 하역 

작업이 끝날 때까지 관리구역으로 분류되는 인수구역의 출입문을 닫고 작업을 하는 것으 

로 가정하고， 관련 취급장비 동의 보관을 위한 여유 공간 및 핫셀로의 이송을 위한 작염 

공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림 3- 12-4는 공학규모 ACPF 인수구역 설계의 개염도를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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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수시설의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수송용기 및 차량의 제원을 

명가해보연 바닥에서부터 트레일러 적재함 바닥까지의 높이가 l.l m, 수송용기 결속장치 

의 바닥부터 트러니온까지의 높이는 수송용기 최외곽 직경 2.5 m의 1/2에서 프레임 자체 

의 높이를 약 40 cm로 가정하여 고려하면 1.7 m가 된다- 여기에 수송용기의 길이 약 5 

mS!- 수송용기 인양장치의 길이 약 3 m, 그리고 수송용기 취급용 크레인의 후크{hookl의 

최하단부터 거더 {gπderl의 최상부까지의 자체높이를 약 5 m로 가정하변 인수시설의 총 

높이는 최소 16 m가 요구된다 이 높이는 차량이 진입하는 바닥부터 인수시설의 천장까 

지의 내부공간의 치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송용기의 설계와 취급장치의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치수이다. 따라서 공학규모 ACPF에서 내부공간의 높이가 28m까지 가 

능하므로 인수구역의 높이를 28 m로 설계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수송용기 인수구역에서 충격완충체를 분리하고 크레인에 의해 인양 

된 수송용기는 수송용기의 ACPF 시설로 반입하기 전에 제염작업이나， 뚜껑볼트를 해체 
하는 준비실로 옮겨져야만 한다 핵연료의 핫셀로의 반입은 지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준비실의 바닥은 지하에 있도록 하였고 수송용기는 인수구역 크레인으로 준비실 지하 

바닥에 옮겨진다 이러한 준비실은 수송용기의 직경과 작업자들의 작업 접근거리 및 작업 

공간 둥의 치수를 고려하여 크기를 폭 5.5 m, 길이 6m로 셜계하였다. 한편 이곳에서 핫 

셀로의 반입올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띤 수송용기를 핫셀 내부로 반입하기 위한 공간 

으로 이동한다 여기에는 수송용기 이송올 위한 카트{cask lransfer cartl가 설치되어 있 

고， 수송용기는 인수구역 크레인에 의해 이 운반카트에 안착된다 이 공간의 크기는 폭 

5.5 m, 길이 7 m로 설계하여 수송용기의 자체 크기와 수송용기 취급장치 {cask lifting 

yokel의 탈부착올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수송용기가 

차량으로부터 반입공간까지 이동하는 구역에는 천장형 크레인의 접근이 가능하여야만 한 

다 따라서 인수구역의 크레인은 18 m의 폭올 갖도록 하였으며， 최대 취급중량이 수송용 

기 본체의 무게인 75 톤올 고려하여 크레인의 용량은 100 톤으로 설정하였다 

본 시설에서는 ACPF 핫셀 공간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송용기가 공기분 
위기 핫셀 하단으로 접속하여 수송용기 내부의 사용후핵연료를 인출하는 개념올 설정하 

였다. 따라서 수송용기룹 안착한 카트는 레일상에서 공기분위기인 C1 핫첼의 지하로 이 
동된다 이를 위해 두께 1.1 m 'Z} 핫셀벽에는 차폐문{shielded doorl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 

였으며， 차례문은 수송용기 운반카트가 C1 핫셀 지하로 이송된 후 닫히게 된다 C1 핫셀 
은 지하와 상부로 이루어지며 지하 천장과 상부 바닥에는 수송용기 접속장치{cask 

docking systeml가 설치된다‘ C1 핫셀 지하에서 운반카트갈 접속장치 아래에 위치시키 
면， 운반카트는 뜰여 올려져 수송용기 접속장치에 접속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수송용기 

뚜껑을 분리하고， 핵연료 집합체 다말을 꺼내어 C1 핫셀 보관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한다 
이러한 작업은 C1 핫셀 상부에서 수행되며， 이를 위해 C1 핫셀에 성치하는 천정크레인은 
수송용기 뚜껑의 무게를 고려하여 취급중량을 3 톤으로 하였다 핫셀의 높이는 바닥에 접 

속된 수송용기에서 인출되는 4.2 m의 사용후핵연료 길이와 인출장치의 운전공간을 고려 

해 결정되어야 한다 본 핫셀에서는 천정크레인과 핫셀 내 장치 장치 취급을 위한 power 

manipulalor가 함께 설치되므로， 운전의 편의성올 높이고 이들의 간섭 및 충돌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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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여유상간의 놈이달 고려하여 핫셈 높이갈 6m로 설겨!하였다 또한 aJ r 분위기인 Cl 

핫셈과 C2 ‘핫센의 사이의 역은 상부가 뚫려 있게 하여 크레인과 powcr manipulalor를 

누 핫센에서 갇이 사용할 수 있도폭 설겨|하였다 

3. 부대설비 잇 유틸리터 

가.환가계동 

공학규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증시설은 망사션 핀리구역파 비관리"역으로 

l' 분된디 방사선 관리구역은 부압 정도에 따라 DUP (Occp Undcr Pressurcl 지역과 

1\1UP (1\ ledium Under Prcssurcl 시역으로 구분되"1. 방사선 판리구역의 환시계통은 

Once lhrough로 성세된다 공학규모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중시설의 환기계풍은 다음과 

간이 ← l' 분된다 

DL'P 지역의 환기 및 공조겨!풍 ( 1상사선 관리구역) 

λIUP 시역의 환기 및 공조계웅 (방사선 관리구역) 

사무성 지역의 환기 및 공조계동 (비방사선 관리구역) 

(1) 핫센 환시설비 

핫선l 의 환기는 자연급기 및 기거l 배기에 의해 이푸어지며 급시는 공기인입용 

펀터 (χ10D+HEPAl륜 통해 핫섹 내 상부로 급기 되며， 배기논 송풍기(100 % x 2대. 1 대 

예비용)에 의해 핫센 내의 공기가 내부에 설치되는 l차 펼터 (PRE + HEPA l감 거쳐 

DUP ' 1"역에 있는 2차 펠터 (HEPA + Charcoal + HEPAl를 거친 후 환경으로 배촌된디 

핫셉의 한기횟수간 시간당 15회 이상이며， 핫생 내부의 부압은 25 - 35 mmAq로 유 

시하노꽉 설계한나 

(2) DCP 시역 환기계통 

망사선 관리구역인 핫씌 및 DUP 지역(OUP 기계실， Cask Prcparalion Room 

등)의 공시조화성띠는 Heal Recovcry Unit플 거친 외기를 공기조화기의 송풍기에 의해 

흡입하여， 공기조화시내의 펼터와 냉난방코일을 거쳐 냉각/가열되어 덕트륜 통해 각 핫센 

연로 공급된다 각 핫셀에 공급된 공기는 독립적인 비|기계통인 DUP 지역 배기기|똥을 따 

라 스텍블 통해 환경으로 배출된다 단‘ 아르곤 분위기 핫셀(C3l은 앨도의 아르곤 가스 

상급 순환세통을 구성하여 관리된다 

(3) MUP 지역 환기계통 

망사신 관리구역인 MUP Arca(Cask Recciving Room, üpcrating Area등)의 

하기조화섣비는 Hcat Recovcry Unit플 거친 외기를 공기조화기의 송풍기에 의해 흡입하 

여 1 공시소화기내의 펠터와 냉난망코일을 거쳐 냉각/가열되어 덕트를 똥해 각 구간별로 

하급된디 각 구간에 공급된 공기는 독립적인 배기재똥인 MUP 지역 배기계통을 따라 

:\lUP 시겨l 실에 위치한 Filler BankC\olOD+HEPAl를 거쳐 Stack을 통해 환경으로 배출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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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실 지역 환기계풍 

비방사선 관리구역인 Office 지역의 공기조화설비는 외기를 공기조화기의 

송흉기에 의해 홉입하여， 공기조화기내의 필터와 냉난방코일올 거쳐 냉각/가열되어 덕트 

룹 통해 각 구간별로 공급되며， 배기된다 

(5) 주요 기기 사양 

(7t) Air Handling Unit 

1) 형 식 수평형 

2) 수 량 4대 

3) 여과기 

- 형 식 Pre Filter + Medium Filter 

효 율 Pre Filter AFI 85 %. Medium Filter NBS 85 % 

4) 냉각 코일 Cooling Water Coil 

5) 난방 코일 Hot Water Coil 

6) 송풍기 원심 식 (Air Foil), 100 % x 2대 

(냐) Heat Recovery Unit 

1) 형 식 수평형 

2) 수 량 3대 

3) 형 식 Heat Pipe Type 

(다) Inlet Filter Bank for Hotcell 

1) Service Maintcnance Cell & Process Cell 

2) Filter 구성 MOD + HEPA 

3) 외부하우정 : 스테인리스강판 

( 라) Incell Filter Bank for Hotcell 

1) Service Maintenance Cell & Process Cell 

2) 설치 위치 In Cell 

3) Filter 구성 PRE<Demister) + HEPA 

4) 외부하우정 . 스테인리스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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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Filtcr Train for :VWP Arca 

1) Scrv’ Ice : 1\ IUP Area 

2) 설치 위치 T이UP 기계설 

3) Filler 구성 MOD + HEPA 

4) 외부하우정 스테인리스강판 

(바) Fillcr Train for DUP Area 

1) Service : DUP Area 

2) 설치 위치 DUP 기계섣 

3) Fillcr 구성 HEPA + CHARCOAL + HEPA 

4) 외부하우정 스테인리스강판 

(시 ) Chi llcr 

]) 형 식 홉수식 냉 온수 유닛 

2) 용 량 1.580,100 kcal끼rr{ 냉방) / 1,513,700 kcaVhr{난방) 

(아) Walcr Circulation Pump 

I ) 용 량 2,634 LPM x 22 m 

(;(}) Exhaust Fan for DUP Arca 

1) Scrvice DUP Area 

2) 설치 위치 DUP 기계실 

3) 형 식 원섬식 (Air Foi)) , 100 % x 2대 

(치- ) Exhausl Fan for MUP Arca 

1) Service : MUP Area 

2) 설지 위치 MUP 기계심 

3) 형 삭 윈심식 (Air Foi]) , 50 % x 2대 

(6) 환시계등 기시 용량 산정 
(가) MUP 공기조화기 (Zonc 1) 

CD 구역별 환기량 및 냉난방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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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4. MUP Zone-1 구역별 환기랑 및 냉난방 부하 

Arca 
Cooing Heating 

Volume Ai r Rate 
개요 (m') Capacity Capacity (m3) (회새r) 

(kca lJ (kcaD 

Machine Shop 120 15,600 12，αm 588 2 

Analysis Room 117 15,210 11 ,700 573 2 

Buffcr Room 69 8,970 6,900 338 2 

갱의실 6.5 845 650 32 2 

탈의실 6.5 845 650 32 2 

출입관리실 34 4,420 3,400 167 2 

Corridor (l st) 23 2,990 2,300 113 2 

Opcrating Area 200 26，α)() 20，αm 1.180 2 

Cask Receiving 
540 70,200 54 ,000 14,040 2 

Room 

OperaLing Area 200 26,000 20,000 980 2 

Total 1,316 171 ,080 131,600 18,043 

@ 냉방부하 계산 

Sensible Heat Gain (q,) = 171 ,080 kcal/hr 

Latent Heat Gain (ql) = 13,160 kcal까rr 

Total Heat Gain (q,) = 184,240 kcal끼lr 

Air Quanlity 
(CMH) 

1,176 

1,146 

676 

64 

64 

333 

226 

2,360 

28,080 

1,960 

36.085 

Heat Recovery Unit 토출온도 = 29.5 "c (여름)， 4 "C(겨울) 

1) Total Supply Air Quantity 

Qs- QS 
- 0.29 x (7'7' - 1깅 ) 

74880 
= 58,993 m 깨r 

0.29 X(27-17) 

T, = 실내설계온도 (27 "C) 

Td = 공조기 토출온도 07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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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quired Fresh Air Quantity (Qr) = 59,000 m3fhr 

3) Mixed Air Temp. (T m) 

1'm=와 x T 
μ!8 

59000 x 29.5 ;::;: t..I VVVV r- ~o;J，t.J = 29.5 "c 
59000 

T = Heat recovery Unit 토출온도 (29.5 'C) 

4) Discharged Air Temp (Td) = 17 'c 

5) Cooling Load Capa. (qc) 

Q'8 x 6i x (1 + S.F) 
q,. = 

V.O 

= (59,000 x 7.22 x (1 .05)) / 0.9 = 496,976 kca이1r • 497,000 kca배r 

V, = 혼합공기 비체적 (0.9 m%g) 

S.F = Safety Factor (5 % ) 

6 1 = 엔탈피 차 (7.22 kca이<g) 

@ 난방부하 계산 

Room Heat Loss (qs) = 131,600 kca l/hr 

1) Total Supply Air Quantity 

Qs = 59,000 m3fhr 

2) Required Fresh Air Quantity (Qr) = 59,000 m3fhr 

3) Mixed Air Temp.(Tm) 

1'm=요악으브 
ι!8 

59000 x (4) = ζvVVV '''' 二.L = 4 'C

59000 

T o Heat recovery Unit 토출온도 (4 'C) 

4) Discharged Air Tem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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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 % + ---￡--0.29 X Q8 

131600 = 20+ __ ~ ... "~':.~ __ = 27.7 t: 
0.29 x 59000 

Tr = 실내설계온도 (20 'C) 

5) Heating Load Capa. (qc) 

Q'8 X 6i X (1 + SF) 
q,.= 

U‘ 
= (59 ，ωo x 6.75 x (1 .05)) / 0.78 = 536,105 kca뻐r • 536,200 kcal/hr 

V, = 혼합공기 비체적 (0.78 m’'!kg) 

S.F = Safety Factor (5 %) 

6 , 엔탈피 차 (6.75 kca아，g ) 

@ 급기팬 

1) Supply Air Quantity 

Qs = 59,000 m3새r 

2) Static Pressure 

좌낸경않 

Mix Box = 3 mmAq 

Pre Filter = 10 mmAq 

Medium Filter = 20 mmAq 

Cooling Coil = 10 mmAq 

Heating Coil 15 mmAq 

긴완최윌 

Duct = 0.1 mmAq/m x 200 m = 20 mmAq 

• Damper = 2 mmAq/ea x 5 = 10 mmAq 

Fitting = 12 mmAq 

Total = 100 mm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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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MUP 공기조화기 (Zone 2) 

@ 구역별 환기량 및 냉난방 부하 

표 3-12-5. MUP Zone-2 구역별 환기량 및 냉난방 부하 

Area 
Cooing Heating 

Volume Air Rate Air Quantity 
개요 

(m2) 
Capacity Capacity (m3

) (회새r) (CMH) 
(kca]) (kca]) 

Empty Area 653 84,980 65,300 4,179 2 8,358 

MUP 기계실 156 20,280 15,600 998 2 1,997 

Service Area 301 39,130 30.100 6,020 2 12,040 

Isolation Room 109 14,170 10,900 534 2 1,068 

Corridor 46 5,980 4,600 272 2 잉4 

Total 1,265 164,450 126,500 12,003 24 ,007 

@ 냉방부하 계산 

Sensible Heat Gain (qs) ~ 164,450 kca l/hr 

Latent Heat Gain (q]) ~ 10,880 kcal/hr 

Total Heat Gain (qt) ~ 175,330 kc외까π 

Heat Recovery Unit 토출온도 ~ 31 "c (여름)， 1.5 "c (겨울) 

1) Total Supply Air Quantity 

Qs os 
0.29 x (TT- Td) 

164450 、 ~ 56 ,706 m3/hr 
이 0 - 10 ) ’ 

T, 실내설계온도 (30 "C) 

Td ~ 공조기 토출온도 (20 "C) 

• 56,800 m’'/hr 

2) Required Fresh Air Quantity (Qr) ~ 56,800 m3/hr 

3) Mixed Air Temp.(T m) 

Tm= 요L주T 
Qs 

56800 x 31 <J UOVV /',. • .H = 31 't 
56800 

T Heat recovery Unit 토출온도 (31 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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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charged Air Temp (Td) ~ 20 't 

5) Cooling Load Capa. (q,) 

Q 'S X 6i x (1 + S.F) 
q(' = V 

= (56,800 x 7 x (1.05)) / 0.89 = 469,078 kcal!hr • 469,100 kca l/hr 

Vs = 혼합공기 비체적 (0.89 m%g) 

S.F = Safety Factor (5 %) 

I':. i 엔탈피 차 (7 kca띠(j:() 

@ 난방부하 계산 

R∞m Heat Loss (qs) = 126,500 kcal/h r 

1) Total Supply Air Quantity 

Qs = 56,800 m3!hr 

2) Required Fresh Air Quantity (Qf) = 56,800 m3!hr 

3) Mixed Air Temp.(T m) 

1'm=요삭프 
1.18 

56800 X (1.5 ) <JVUUι~느:!...1... = 1.5 't 
56800 

T" Heat recovery Unit 토출온도 0.5 't) 

4) Discharged Air Temp (Td) 

Td = Tr + ~ ~~ q, ~ 
0.29 X Qs 

126500 = 15+ __ :~v~u_u___ = 22.6 't 
0.29 X 56800 

T, = 실내설계용도 05 't) 

5) Heating Load Cap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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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 x 6 i x (1 + S.Fl 
qr= 

U” 

= (56,800 x 5.9 x 1.05) / 0.78 = 451.123 kca까lr • 451 ,200 kca l/hr 

VR = 혼합공기 비 체 적 (0.78 m%g) 

S.F = Safety Faclor (5 %) 

6 j = 엔탈피 차 (5.9 kca이‘g ) 

@ 급기팬 

1) Supply Air Quantity 

Qs = 56,800 m3，써r 

2) S tatic Pressure 

좌낸경앞 

Mix Box = 3 rnmAq 

- Pre Filter = 10 mmAq 

- Medium Filter = 20 mmAq 

Cooling Coil = 10 mmAq 

- Heating Coil = 20 rnmAq 

간완결맙 

Duct = 0.1 mmAq/ m x 150 m = 15 mrnAq 

Damper = 2 mrnAψ’'ea x 4 = 8mmAq 

• Fitting = 12 rnmAq 

Total = 95 mm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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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UP 공기조화기 

@ 구역별 환기량 및 냉난방 부하 

표 3-12- 5. DUP 구역별 환기랑 및 냉난방 부하 

Area 
Cooing Heating 

Volume Air Rate Air Quantity 
개요 

(m2) 
Capacity Capacity (m3) (회!hr) (CMH) 

(kca]) (kcaD 

Elec. Room 197 27,580 18,715 1,260 2 2,520 

DUP 기계실 156 20,280 15,600 998 2 1,996 

Cask 
69 8,970 6，잇)() 442 2 884 Preparation Room 

Cl Hotcell 140 18,200 14,000 1,281 15 19,215 

C2 Hotcell 54 7,020 5.400 643 15 9,645 

C4 Hotcell 30 3,900 3,000 357 15 5,355 

C5 Hotcell 70 9.100 7,000 413 15 6.195 

C6 Hotcell 54 7,020 5.400 319 15 4,785 

C8 Hotcell 30 3,900 3 ，α)() 177 15 2,655 

Total 800 105,970 79,015 5,890 53,250 

@ 냉방부하 계산 

Sensible Heal Gain (qs) = 105,970 kcal/hr 

Latent Heal Gain (q)) = 0 kc외끼π 

Total Heal Gain (qt) = 105,970 kcal/hr 

Heat Recovery Unit 토출은도 = 31 "c (여릅)， 1.5 "C(겨울) 

1) Total Supply Air Quantity 

Qs = 균효끊- Td) 

잭與밀^' = 36，잉1 < 잃，250 • 않，300 m3，새r (30-20) 

T , = 실내설계온도 (30 "C) 

Td = 공조기 토출온도 (20 "C) 

2) Required Fresh Air Quantily (Qf) = 53,300 m3/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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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xed Air Temp.(T m) 

Tm= 요L스프 
Q8 

53300 x 31 
:;::: oJoJoJ vv '" .... J.. = 31 "c 

53300 

T Heat recovery Unit 토출온도 (31 "C) 

4) Discharged Air Temp (Td) = 20 "c 

5) Cooling Load Capa. (qc) 

qr~ .Q'8 x f::. i x (1 + SF) 
f 二 1ι 

= (56,800 x 7.1 x 1.05) / 0.89 = 446,462 kcal/tπ • 446,500 kcaVhr 

V, 혼합공기 비 체 적 (0.89 m%g) 

S.F = Safety Factor (5 %) 

<">1 = 엔탈피 차 (7.1 kcal!kg) 

@ 난방부하 계산 

Room Heat Loss (qs) = 79,015 kcaVhr • 79.100 kcal끼1r 

1) Total Supply Air Quantity 

Qs = 53,300 m3/hr 

2) Required Fresh Air Quantity (Qr) = 53,300 m3/hr 

3) Mixed Air Temp.(T m) 

Tm= Qf x To 
Q8 

53300 x (1.5) .., .. hJUU '" p __ v } = 1.5 "(: 
53300 

To = Heat Recovery Unit 토출온도 (1.5"Cl 

4) Discharged Air Temp (Td) 

Td = Tr + -;;-;;걱L「r 
Uι9 x (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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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0 = 15+ _ _ :~'':!'::___ = 20 "c 
0.29 X 53300 

T, = 실내설계온도 0 5 "C) 

5) Heating Load Capa. (qc) 

q,.= .Q'S X 6 i X (1 + 8.F) 
V., 

= (53,300 x 5.2 x 1.05) / 0.78 = 373,100 kc따에r 

v‘ = 혼합공기 비체적 <0.78 m꺼{g ) 

S.F = Safety Factor (5 %) 
Lè> i 엔탈피 차 (5.2 kcaJ/kg) 

@급기팬 

1) Supply Air Quantity 

Qs = 53,300 m3fhr 

2) Static Pressure 

긴낸죄효 

- Mix Box = 3 mmAq 

Pre Filter = 10 mmAq 

• Medium Filter = 20 mmAq 

- Cooling Coil = 10 mmAq 

Heating Coil = 15 mmAq 

긴왼죄앓 

- Duct = 0.1 mmAq/ m x 200m = 20 mmAq 

Damper = 2 mmAq/ea x 5 = 10 mmAq 

Fitting = 12 mmAq 

Total = 100 mmAq 

(라) OFFICE 공기조화기 

@ 구역별 환기량 및 냉난방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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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6. Office 구역 별 환기 량 및 냉 난망 부하 

Area 
Cooing Heating 

Volume Air Rate 
개요 

(m2
) 

Capacity Capacity (m3) (회개r) 
(kca}) (kca]) 

Office Area 221 30,940 24,310 1,304 2 

HVAC Room 249 34,860 27,390 1,469 2 

Total 470 65,800 51 ,700 2,773 

@ 냉방부하 계산 

Sensible Heat Gain (qs) = 65,800 kcal까IT 

Latent Heat Gain (q}) = 4 ,042 kcal/hr 

Total Heat Gain (q ,) = 69,842 kca l/hr 

1) Total Supply Air Quantity 

Q os 
s = 0.29 X (1γ - Td) 

팩웰oγ = 22,690 m3.새r • 22,700 m3fhr 
0.29 X (27 - 17) 

T r = 실내설계온도 (27 't) 

Td = 공조기 토출온도 (17 't) 

2) Retum Air Quantity (Qr) = 22,700 x 0.8 = 18,160 m3/hr 

Ai r Quantity 
(CMH) 

2,608 

2,938 

5,546 

3) Required Fresh Air Quantity (Qf) = 22,700 x 0.2 = 4,540 m3/hr 

4) Mixed Air Temp.(T m) 

깐n= Qf X To+Q,. x T, 
Q닝 

4540 X 32 + 18160 X 27 
= 28 't 

22700 

To = 외기용도 (32 't) 

5) Discharged Air Temp (Td) = 17 't 

6) Cooling Load Capa.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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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s X 6 i X (l + S.F) 
V, 

= (22,700 x 5.9 x 1.1) I 0잃 = 167,413 kcaVhr • 167,500 kcal/hr 

V, = 혼합공기 비체적 (0.88 m’'/kg) 

S.F = Safety Factor 00 %) 

6. í 엔탈피 차 (5.9 kcal/kg) 

@ 난방부하 계산 

Room Heat Loss (qs) = 51 ,700 kcal/hr 

1) Total Supply Air Quantity 

Qs = 22,700 m3/hr 

2) Retum Aír Quantíty (Q,) = 18,160 m3/hr 

3) Requíred Fresh Aír Quantíty (Qr) = 4,540 m3/hr 

4) Míxed Aír Temp.(T m) 

1ln= 
Qf X To + Q,.X T, 

Qs 
= (4540 X-1J) : _18160 X 20 = 13.6 "c 

22700 

To = 외기온도 ( 12 "C) 

T , = 실내성계온도 (20 "C) 

5) Díscharged Aír Temp (Td) 

Td=7f+029 q×, Qs 

+ 51700 
= 2O0 29 × 22700 = 27 8 ℃ 

6) Heating Load Capa. (q,) 

Os X 6 i X (1 +S.Fl 
q, . V.~ 

= (22,700 x 5.03 x 1.1) / 0.82 = 153,170 kcaVhr • 153,200 kca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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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혼합공기 비체적 (0.82 m’/kg) 

S.F = Safety Factor 00 % ) 

6 j = 엔탈피 차 (5.03 kcal/l‘g) 

@ 급기팬 

1) Supply Air Quantity 

Qs = 22,700 m3.새r 

2) Static Pressure 

긴낸경앓 

Mix Box = 3 mmAq 

- Pre Filter = 10 mmAq 

Medium Filter = 20 mmAq 

Cooling Coil = 10 mmAq 

- Heating Coil 10 mmAq 

감완좌효 

Duct = 0.1 mmAq/m x 150 m = 15 mmAq 

- Damper = 2 mmAqlea x 6 = 12 mmAq 

• Fitting = 13 mmAq 

Tota! = 94 mmAq • 95 mmAq 

@ 환기땐 

1) Return Air Quantity 

Qr = 18,160 m3fhr • 18,200 m3/hr 

2) Static Pressure 

결.:1l: 

- Mix Box = 3 mmAq 

• Duct = 0.1 mmAq/m x 15이n = 15 mmAq 

• Damper = 2 mmAqlea x 6 = 12 mmAq 

- Fitting = 13 mmAq 

Tota! = 43 mmAq • 50 mmAq 

(마) MUP 배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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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ir Quantity : 59,000 m'/hr + 56,800 m'/hr = 115,800 m3/hr 

Total S tatic Pressure 

Filter Component 25.4 + 50.8 + 15 = 91.2 mmAq 

Sound Altenuator 15 mmAq 

Damper 

Ducl 

Total 

(바) DUP 배기팬 

35 mmAq 

: 70 mmAq 

206.2 x 1.1 = 226.82 mmAq • 230 mmAq 

Total Air Quantity 53,300 m3/hr 

Total Static Pressure 

Filter Component 25.4 + 50.8 + 76.2 = 152.4 mmAq 

Filter Component 25.4 + 50.8 = 76.2 mmAq 

Filter Component : 50.8 + 76.2 = 127 mmAq 

Filter Plenum 45 mmAq 

Sound Attenuator 15 mmAq 

Damper 

Duct 

Total 

30 mmAq 

120 mmAq 

565.6 mmAq • 570 mmAq 

(사) 홉수식 냉온수 유닛 

CD 냉난방 부하 
1) Total Cooling Capacity 

497,000 kca l/hr + 469,100 kca l/hr + 얘6，500 kcal/hr + 167,500 kca l/hr = 

1,580,100 kca l/hr 

2) Total Heating Capacity 

536,200 kca l/hr + 451 ,200 kca l/hr + 373,100 kcal/hr + 153,200 kca l/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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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700 kcal개r 

@순환펌프 

1) 냉수량 

l580100 L = I' n :~~~~VV ~ \ = 5,267 LPìv1 60 x (12- 7) 

2) 냉수 순환펌프 

5,267 LPM / 2 = 2,634 LPM (50 % x 2 ea) 

3) 옹수량 

1513700 
L = -::- “‘ --、 = 5,046 LPM 

2) 온수 순환펌프 

5,046 LPM / 2 = 2,523 LPM (50 % x 2 ea) 

@ 냉각탑 

U Total Cooling Capacity 1，잃0， 100 kcal/hr 

2) Cooling Tower Capacity : 2 x 1,580.100 kcal/hr = 3,160,200 kc머까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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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르곤 가스 공급 및 순환/정제 설비 

ACPF의 핫셀 중에 전해환원 공정장치가 설치되는 C3 핫셀은 공정특성으로 인 

하여 붙활성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요구되는 Ar 가스의 공급 및 순환 

을 위하여 Ar 공급설 tl] 및 정제설비플 지하층의 기계실에 설치한다 아르곤 가스 공급 

및 순환/정제설비는 그립 3 12 ~5에서와 같이 액화 아르곤 저장 및 기화장치(옥외 설치) , 

순환장치 및 정제장치 둥으로 구성된다-

_ :Air line _ :Air + Argon linc 

_ :Arg‘’n line 
Open 

• 
이lCn once through 
('J\).,.: 

... 
앓막으I 

αl뼈e j (oxygen, moistuπ) 

VentiJation meth떼 

그림 3~12~5. 아르곤 가스 공급시스탱 개념도 

(l) 설계기준 

가， 환기회수 기준 15 회끼lr 

나 기 준 환기 량 10,000 m'까lr 

다 C3 핫셀 내 열부하 ‘ Q = 240 kW 

라 냉방용량 (qc) = 206,400 kcal/hr 

마 정제설비 용량 2,000 m'까lr (전체 용량의 20% 기준) 

바 Blower 용량 

Seal pot 

Circulation Blower : 100 SCMM!기 x 3기 (1기 Stan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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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One-through Blower : 100 SCMI\ν기 x 2기 

사 액체 Ar 저장 및 기화장치는 옥외에 설치 

다 전기설비 용량 산정 

ACPF의 뼈OV 및 220V LOAD CENTER에 설치될 변압기의 용량은 다음과 

(1) 설계기준 

STAND- BY LOAD는 용량계산에서 제외한다. 

전동기의 역융 및 효율은 KSC 4202(고효율 전폐형 전동기)를 참고하여 작 

성한다 

본 설 비의 부둥률(Diversity Factor)은 1.1, 수용률은 80 %, 여유율은 1.25 

로 적용하였다 

(2) 설계 입력자료 

460V 및 220V LOAD CENTER 부하는 다음의 표 3- 12-7과 같이 요약된다 

표 3-12- 7. Load Center 부하 

구분 부하량 [kW] 

460V L1C 부하 1,330 

220V L1C 부하 435 

TOTAL 1,765 

(3) 변압기 용량 계산 

PT = 

• PT 

• LPL 

• EFF 

• PF 

• DF 

εPL x DF 
X 여유율 

EFF x PF x DIV 

변압기 용량(kW) 

설치되는 부하의 설비 용량 (kVA) 

기 기 효율 (Efficiency) 

기 기 역 율 (Power Factorl 

수용율 (Demand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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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부둥융 miversty Factor) 

(가) 변압기 용량 (22.9KV 10.46KV) 

1,765 x 0.8 
x 1.25 

0.9 x 0.9 x 1.1 

= 1,980 [KV Al 

Q) 변압기 용량 <O.46KV 10.22KV) 

435 x 0.8 
x 1.25 

0.9 x 0.9 x 1.1 

= 얘8 [KVAl 

(4) 변압기 용량 

상기 계산결과에 따라， 펼요한 변압기 용량은 하기와 같이 선정한다， 

1) 22.9KV 10.46KV 3상 변압기 용량 = 2 ，α)() [KV A](MOULD TR) 
2) O.46KV 10.22KV 3상 변압기 용량 = 500 [KV A](MOULD TRl 

라. 기타 부대설비 

(l) 물 공급계통 

ACPF에서 요구되는 물은 외부에서 공급된다‘ 단지 실중시설에서 요구되는 

순수는 시수를 처리하여 사용하며， 이릎 위하여 150-250 f !hr 용량의 수처리설비를 설 
치한다‘ 수처리설비는 수처리장치， 펌프 및 저장탱크로 구성되며， 지하충의 기계실에 설 

치한다 

(2) 압축공기 공급계통 

ACPF에서 요구되는 계기용 및 작업용 압축공기의 공급을 위하여 압축공기 

공급설비를 지하층의 기계실에 설치한다. 단. 액체 Ar 저장 및 기화장치는 옥외에 설치한 
다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공기압축기 (1 Nm3/ rnin x 200 %), Air Receiver Tank, Dryer 
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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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안전성 (차폐/환경영향) 

가.차폐계산 

(I) 기준 방사선원 

본 계산은 예비계산으로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서 피복관 및 구조재 재료 

제외한 사용후핵연료만올 선원으로 가정하여 ORIGEN-S로 선원항을 계산하였다 양
 
야
 
계산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의 기준 사양은 아래와 같다 사용후핵연료는 명균 비출력 

35.83MW/ tU, 한주기 400일을 기준으로 3주기 연소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주기 사이에 

는 60일의 shut down 기간을 두었다‘ 냉각기간 5년 후 감마선 에너지에 따른 방출융은 

표 3 12 -8과 같다 

사용후핵연료 취급량 

U- 235 농축도 

연소도 

냉각기간 

l 집 합체 (464 kgU/ Assembly) 

3.5 wt% 

43.000 MWD/MTU 

5 년 

표 3- 12-8‘ 17 x 17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감마선 방출율(냉각기간 5년) 

감마선 에 너 지 (MeV) 방출융 

Low HI #/ sec 
1.00E-02 5.00E- 02 1.52E+ 15 
5.00E-02 l.OOE- 01 4.39E+14 
l.OOE- Ol 2.00E-0l 3.61E+ 14 
2.00E- 01 3.00E- 01 1.02E+ 14 
3.00E- 01 4.00E- 01 7.l5E+13 
4.00E-0l 6.00E- 01 8.18E+14 
6.00E- 01 8.00E- 01 2.55E+15 
8.00E-01 l.OOE+OO 3.53E+14 
1.00E+OO 1.33E +00 9.40E+13 
1.33E+OO 1.66E+00 2.87E+13 
l.66E+OO 2.00E+OO 1.36E+12 
2.00E+OO 2.50E+OO 2.72E+12 
2.50E+OO 3.00E+OO 9.78E+1O 

3.00E+OO 4.00E+OO 9.05E+09 
4.00E +00 5.00E +00 1.23E+07 
5.00 E + 00 6.50E+OO 4.93E+06 
6.50E+OO 8.00E +00 9.67E+05 
8.00 E + 00 l.OOE+Ol 2.05E+05 

합계 6.34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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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차폐계산 견과 

차폐계산은 MCNP4C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선원은 계산의 보수성을 

위하여 점선원으로 가정하여 모델렁하였으며 차폐체는 중량콘크리트 밀도 3.45g/cc 로 가 

정하였다 중량콘크리트 단일 차폐의 경우 차폐체 두께에 따른 피폭 선량 계산 결과는 표 

3 12 9 및 그림 3-12 6과 감으며， 상시운전구역의 설계기준 1 mrerr애1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중량콘크리트 외역의 두께가 105 cm 이상이어야 함올 알 수 있으나 본 시설의 
망사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벽의 두께룹 110cm로 설정하였다 

표 3-12-9 종량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피폭선량-외벽 

중량콘크리트 두께 
선 량융(mrerr이1) (Cm) 

70 2.24E+02 

75 8.59E+Ol 

80 3.48E+Ol 

85 l.38E+Ol 

90 5.73E+00 

95 2.46E+00 

100 1.07E+00 

105 4.85E 01 

110 2.18E-Ol 

115 1.0lE- Ol 

120 4.64E-02 

125 2.08E- 02 

130 8.80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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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중랑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선량율의 변화 

나. 방사선 안전성 예비평가 

(1) 평가의 개요 

기존의 차세대관리공정의 설증시설인 ACPF 시설은 조사재시험시설(IMEF) 

의 지하에 건설된 관계로， 시설의 위치 등과 같은 기존 시설의 자료에 바탕을 두어 방사 

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향후 건설하고자하는 Scale- up 된 시설은 새로 

운 위치에 건설되므로， 평가에 앞서 새로운 자료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 

가에는 광범위한 여러 자료들(각종 선량환산계수 및 시설 주변의 농작물 및 가축틀의 섭 

취비율， 인구분포 퉁)이 펼요한데， 시설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자 

료를 얻을 수 없고， 본 평가의 주된 목적은 방사선원이 Scale-up된 시설에 대한 예비 성 

격의 방사선 안전성평가이므로 본 평가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평가의 범위를 제한하여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기존의 연구소 부지 내에 시설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와 둘째는， 발전소와 같은 해안부지에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인 대기확산인자는 방출선원의 방출형태 및 주변지형에 크게 영 

향을 받으므로， 원자력연구원 부지와 같이 내륙의 분지형태인 경우와 발전소의 경우처럼 

해안지역인 경우로 대비시켜 평가하였다‘ 

(2) 평가 방법 

(가) 방사선원 

시설에서 취급하게 될 전체 방사선원은 ACPF 시설의 설계 시에 기준으로 

채택하였던 사용후핵연료 조건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ACPF의 경우에는 10년 냉각된 핵 

연료에 대해서만 고려한 것에 반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계산을 위하여 5 

년 냉각 핵연료도 포함하였고， Scale-up에 따른 방사능 선원 증가분에 의해 전체적으로 

총량이 매우 증가하였으며， 아래 표 3- 12-10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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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0. Scale-up 시설의 방사선 취급용랑 

항목 내용 

처리용량 10 ton HM / year 

연소도 43,000 MWd / tU 

농축도 U- 235 3.5wt% 

냉각기간 5년 및 10년 

위의 방사선원은 본격적인 차세대관리 공정을 거치는 동안 각 공정마다 핵종별로 각기 

다른 방출률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Raclioactivity Balance는 기존의 ACP 공정의 계산 
방식올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아래 그립 3← 12-7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샌훌 

(VFP :T.바빠i톨 

AC 짧19 C1(100쩌 

VFP: 135.8 C1(100 'lilþ 
FP. 뻐38.6 α(100’i 
RE‘ : 1662.5 Ci (100~생 
NM 633 C1(100~에 

AC (U，배， Pu.， A.J’‘, Cm) 
FPs (SJ:', Te , Cs, Ba, E‘) 
NM (Zr,Tc::, Ru,Rll,Ag, Cd ,Sn,Sb) 
VFP (Kr , I,X., H) 
RE ‘ α， Ce ， PJ',Pm , S ... ) 
V.la피.e (Ru, Te, Mo ,Sr,Rh,Te) 
SeJII.i.Vola피. (C" Cd , S1>, C) 

AC : 2031.9 CI (100~‘P 

FP. 6038 .6 CI (1m’‘’ 
RE * : 16625 CI (100%) 

NM 63.3 CI(I00“ 
… -* 

-
-
싸
 

-
-
빼
 

-

----: 

--
빼
 

-

-v 

-

AC 쩌.6 Ci( 20%) 
FP. : $99.7 CI(97.7’i 
RE α‘Pr， Pm) 33DCl( 2D’i 
RE (Snt, C.) 11 .6 다 (97.7%) 

NM 13 디( 2D'써 

AC : 19913 Cl(!IIID쩌 

FP. 1389 Cl( 23~예 
RE α ， Pr， Pm) : 1617.5 Cl(!IIID‘애 

RE (Snt, C.) 경 CI( 23쩌 
‘ NM 62D Ci(!IIID'IiIþ 

••• --; _ ( V.latile : T,‘I RoIoa .. 
50mιV.lado : T.taI RoIoa", 

그 림 3- 12-7. Radioactiv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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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의 최종 방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필터류를 포함한 각종 제어장치의 가동여부 

도 선돼사항으로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필터류의 제거효율은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 

중 1 1.4절 조사재시험시설의 11 .4.6.6항에 있는 수치를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값은 

HEPA 필터의 경우 0.3μm 미립자에 대해 최소 99.97%의 제거 효율을 가지며， Charcoal 

필터의 경우 CH31에 대한 제거효율은 99.75%이다. 방사선원의 예를 표 3- 12- 11 에 나타 

내었으며， 이 경우 사용후핵연료 lOton에 5년 동안 냉각된 조건이며， 방출량이 없거나 아 

니연 GASDOS 프로그램에서 취급하지 않는 핵종을 제외한 방사선원 목록이다 

‘5yr• lOton ’ 열은 피복관 내에 잔존하는 최초 방사선원을 의미하며， ‘공정방출량’은 전체 

차세대 관리공정(그림 3- 12 -7의 Radioactive Balance 참조)을 거친 후에 각 공정 반응기 

에 남아있지 않고 또한 각종 Trap Unit에 걸러지지 않은 채 펼터류를 통과하기 직 전의 

방사선원을 의미한다- ‘HEPA ’ 열과 ’Iod.ine ’ 열은 위에서 언급한 제거효율을 나타내며， 

이를 거친 후에 결과적으로 ‘최종방출량’이 시설 밖으로 방출된다 

표 3-12-11 방사선원 

Isotope 5yr- lOton 공정방출량 HEPA-1 HEPA • 2 Iodine 최종방출량 

C14 7.55E+OO 1.74E- 0l 1.00E+OO 1.00E+OO 1 1 1.74E-Ol 

Cd113M 6.35E+02 6.22E+02 3.00E • 04 3.00E- 04 1 1 5.60E- 05 

Cdl15M 1.28E- 08 1.25E- 08 3.00E- 04 3.00E- 04 1 1 1.13E- 15 

Cs134 4.95E+05 1.14E+04 3.00E- 04 3.00E- 04 1 1 1.02E- 03 

Cs135 4.06E+OO 9.34E- 02 3.00E- 04 3.00E- 04 1 1 8.41E- 09 

Cs137 1.21E+06 2.79E+04 3.00E- 04 3.00E- 04 1 1 2.51E- 03 

H3 7.62E+03 1.52E+02 1.00E+OO l.OOE+OO 1 1 1.52E+02 

1129 4.10E- 01 4. lOE-0l 1.00E+OO l.OOE+OO 2.50E- 03 1.03E- 03 

Kr85 8.58E+04 l.72E+03 1.00E+OO 1.00E+OO 1 1 1.72E+03 

Mo93 8.21E- 03 2.69E- 04 3.00E- 04 3.00E- 04 1 1 2.42E• 11 

Rul03 2.26E-07 2.22E- 07 3.00E- 04 3.00E-04 1 1 1.99E- 14 

Sbl24 1.95E- 05 1.91E-05 3.00E-04 3.00E-04 1 1 1.72E- 12 

Sb125 5.34E+04 5.24E+04 3.00E- 04 3.00E-04 1 1 4.71E • 03 

Sb126 1.43E+OO 1.40E+00 3.00E- 04 3.00E- 04 1 1 1.26E-07 

Se79 5.28E+OO l.73E-0l 3.00E- 04 3.00E- 04 1 1 1.56E- 08 

Tc99 1.67E+02 1.63E+02 3.00E-04 3.00E- 04 1 1 1.47E • 05 

Te125M 1.30E+04 4.27E+02 3.00E- 04 3.00E- 04 1 1 3.85E-05 

Te127 1.79E+OO 5.86E- 02 3.00E- 04 3.00E- 04 1 1 5.27E- 09 

Te127M l.83E+OO 5.98E- 02 3.00E- 04 3.00E- 04 1 1 5.39E-09 

Te129 1.91E- 11 6.26E- 13 3.00E- 04 3.00E- 04 1 1 5.63E- 20 

Te129M 2.93E- 11 9.61E- 13 3.00E-04 3.00E- 04 1 1 8.65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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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대기로 방출된 기체상 방사성불질은 주변의 기상 및 지형조건 둥에 따라 

대기플 풍하여 이동 • 확산된다 연간 평균 대기확산인자는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에 확산 

되는 정도룹 나타내며 특히 액체상 방사선 선원이 없는 본 공정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공 

정 전반에 걸친 방사능 영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연간 평균 침적인자는 대 

기중 방사성불질이 중력 둥에 의해 지표에 침적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개요부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두 가지 경우(연구소 부지내에 추가 건물， 발전소부지와 같은 해안가)에 대 

한 대기확산인자는 아래 표 3 12 12와 같다 

표 3-12-12 대기확산인자 

구분 
xlQ (xlQ)1J (xlQ)1J1J D/Q 

(sec!m' ) (sec/ m’ ) (sec/ m' ) ( / m’ ) 

연구소부지 3.57E 5 3.53E 5 3.25E-5 3.02E- 8 

발전소 자료 6.28E • 6 6.26E 6 5.73E 6 3.25E- 8 

xlQ (sec/ m' ) 망사능 용괴 및 침적올 고려하지 않은 대기확산인자 

(xlQ)1J (sec/ m’ ) ‘ 방사능 붕괴만을 고려한 대기확산인자 

(xlQ) 1J1J (sec!m' ) 방사능 뭉괴 및 칩적을 고려한 대기확산인자 

D/Q (/m') 침적인자 

연구소부지 값은 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대덕 원자력관련시설의 운영중 방사선 

환경영향명가 (2005년보)"의 내용중 하나로시설의 RIPF- IMEF 굴뚝에서의 값올 인용하였 

으며， 발전소 자료 값은 울진 원전 3 . 4호기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값올 인용하였 

다 침적인자플 제외하고 다른 수치들은 연구소부지 값이 더욱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다) 피폭겸로 

방사선에 의한 피폭의 경로는 크게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외부피폭에는 방사성불질들이 대기로 확산되어 공중의 구름 속에 떠다니는 방사 

능 운과 지표면에 떨어지는 침작의 경우가 해당된다 내부피폭으로는 사람의 호홉올 통한 

경우와 채소 및 육류의 섭취로 인한 경우가 해당되며 이를 그립 3 12-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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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방사선 피폭의 경로 

주민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피폭받는 자의 위치를 포함한 피폭경로를 결정하여 

야 한다. 시설의 부지특성을 반영한 부지 고유의 피폭경로를 확인하기 워하여 부지특성 

자료(부지주변 인구분포， 농축수산물 생산량 및 소비량， 수상활동， 대기확산계수 및 희석 

인자 둥)를 검토해야하고 해당부지에만 적용되는 부지고유의 피폭경로가 확인된 경우 이 

를 해당부지의 피폭경로에 포항시켜야 한다 그러나 본 공정이 진행될 시설의 경우 부지 

특유의 피폭경로는 따로 고려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의 일반적인 피폭 

경로만 고려한다， 

(라) 피폭연령군 

피폭 연령군은 유아， 소아， 십대， 성인으로 구분하며， 대중피폭선량 계산 

시는 유아군과 소아군을 합쳐 소아군으로 분류한다 각 피폭 연령군의 나이분포 및 선량 

환산계수의 계산에 적용된 연령은 lAEA의 방사선방호에 관한 국제기본안전기준(IAEA 

Safety Series 115, 1996년)에 제시된 6개 대표 연령군중 3개월， 5세， 15세 및 성인의 자 

료에 해당한다- 다만， 상기 4개 피폭 연령군 이외에 IAEA 또는 ICRP가 권고하는 6개 피 

폭 연령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6개의 피폭 연령군별 호홉 및 섭취자료에 

근거하여 주민피폭선량올 평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6개 피폭 연령군의 자료 불충 

분으로 기존의 4개 피폭 연령군을 고려하며 구체적 내용은 표 3-12-13과 같다. 

표 3-12-13 피 폭 연 령 군 구분 

구분 연령 구분 선량환산계수의 계산 

성인 17세 이상 성인 

십대 11세 - 17세 미만 15세 

소아 1세 - 11세 미만 5세 

유아 신생아 • 1 세 미만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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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량환산계수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 실효선량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본안전 

기준 (IAEA Safety Series 115)에 제시왼 선량환산인자를， 공기중 홉수선량과 피부선량 

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1.1 09에 제시된 값을 적용하였다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1.109에 제 

시된 선량환산인자 값을 적용하였다 또한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 

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권고하는 화학적 형태의 선량환산인자를 적용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바) 평가범위 

기체상 방사성유출물의 경우에는 원자력관계시설 주변의 거리멸(2 ， 4, 6, 

8, 10, 20, 35, 50, 65, 80 kml 및 방위별(동심원을 16 방위점에 따라 부채꼴로 분할)로 분 

포하는 인구분포， 농축산물 생산량 자료 둥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연구소 부지 거리와 방 

위에 관한 도식을 그립 3- 12-9에 나타내었다 액체상 방사성유출물의 경우에는 원자력관 

계시설 주변 80 km 내의 총 주민， 주요 어항 및 해수욕장 자료 둥에 근거하여 평가하나 

본 연구에서는 기체상 방사성유출물만 고려하므로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3-12-9. 피폭계산의 거리 · 방위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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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평가 프로그랩 

주민피폭선량의 계산은 GASDOS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였는데 이 프로 

그램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1.1 11에 근거하여 개발된 전산프로그램 

GASPAR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lNS)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 · 보완한 것 

이며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운전시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불질에 의하여 원 

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받는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최근 과 

기부 고시에서 국제방사선망호위원회(ICRP)의 신 권고(ICRP 60)를 법제화하연서 신 권 

고의 평가체제를 반영한 선량환산인자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평 

가에서도 그와 같은 선량환산인자를 적용하여 수정 보완된 GASDOS 전산프로그램올 

사용하였다 GASDOS에서는 전신， 소화기계통， 뼈， 간장， 신장， 갑상선， 폐， 피부 둥 8가지 

기관에 대하여 연령 군별(유아， 소아， 십대， 성인)， 피폭 경로별 개인최대 피폭선량이 계산 

된다 

(3) 평가 결과 
(가) 평가 기준 

2003년 1월 6일 개정된 과학기술부 장관고시 제2002←23호 ‘방사선방호 둥 

에 관한 기준’의 제 16조 ‘환경상의 위해방지’의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정은 액체상 

방출이 없으므로 기 체상 방출물에 대한 기준만 적용한다‘ 

l 해당 시설의 설계에 적용할 기준 

가 기체 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선량 

1) 갑마선에 의한 공기의 홉수선량 

2) 베타선에 의한 공기의 홉수선량 

3)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4)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퉁가선량 

5) 입자상 방사성물질， H3 , C14 및 

: 0.1밀리그레이 

: 0.2밀리그레이 

0.05밀리시버트 

: 0.1 5밀리시버트 

방사성옥소에 의한 인체 장기 퉁가선량 : 0.15밀리시버트 

나 액체 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 

1) 유효선량 0‘03밀리시버트 

2) 인체 장기 퉁가선량 0.1빌려시버트 

(나)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결과 

CD 평가결과 
10년 냉각된 연료의 경우 5년 냉각의 경우보다 공기 중 베타 홉수선량 

및 피부 퉁가선량은 5% 감소하였으나， 장기 퉁가선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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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수선량 및 피부 퉁가선량에 영향올 미치는 핵종들의 반감기가 짧은 것에 비하여， 장기 

둥가선량의 주요 영향올 미치는 lodine의 반감기가 만년 단위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냉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소 부지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대기확산인자 값이 상 

대적으로 낮은 관계로 공기중 베타 홉수선량과 피부 퉁가선량은 연구소 부지 대기확산인 

자 적용의 경우보다 1/6 감소하였고 장기 둥가선량은 소량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기준치 

에 충분히 만족되는 값올 나타내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값을 갖고 있는 연구소부지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평가결과의 보수성올 높 

일 수 있다， 

HEPA 펼터 2개와 Charcoal 펼터 l개를 동시에 적용했올 시에 아래 표 3-12-14와 같 

이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HEPA 필터의 경우 2개 이상올 설치했을 경우의 결과와 2개만 

설치했을 경우의 결과가 거의 동일하므로 3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Charcoal 펼터의 경우에도 2개 이상올 설치하는 것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12 14는 대표적인 평가결과를 나타내며 방사선원 표 3- 12 - 11 에 나온 값올 그대로 적 

용했올 경우에 대한 결과 값이다-

표 3-12-14 평가 결과 

항목 기준치 계산치 분융 

공기중 에타 홉수선량 0.20 3.78E- 02 18.92% 

공기중 감마 홉수선량 0.10 3 잉E←04 0.33% 

유효선량 0.05 4.03E 04 0.81% 

피부 둥가선량 0.15 2.63E-02 17.51% 

장기 둥가선량 0.15 3.69E 02 24.58% 

@ 평가결과와 lodine Control 

발전소 부지와 같은 해안지역에 대한 평가결과는 표 3 12 14의 결과보 

다 더욱 낮은 수치의 결과블 얻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소 부지의 기존 시설에 의한(하나로 Stack 방출) 장기 퉁가선량 수치가 2005년 명가 

결과(그립 3- 12 10)에 의하면 기준치의 90%에 육박한 상태에서 연구소 부지에 추가적인 

시설올 건설하기 위해서는 장기 둥가선량에 가장 큰 영향올 미치는 1- 129의 방출올 제어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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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0. 2005년도 대덕 원자력관련시설의 운영중 망사선 환경영향평가 

요 6 .5. 't 씬자역시설의 운영에 따류 처대 얘폭지정에서의 개인선양싸 시설당 기준시와 
외 비교 (mGy/yr 또는 mSv/yr) 

현국원자력연구소 용영시설 

하냐포 조사후셔형시설 
방사성 에기율 

지연중발시설 \1 욕 기준치· 치려시성 

설적쳐 
'1，중씨 

설적치 
기중씨 

설적쳐 
기준치 

실책치 
기준쳐 

대비(%) 대비(%) 대비(%) 때"I(‘) 

공 '1중 창마 
3.49E-3 3.49 3.49E-6 

홉수션장 0.1 
OJJ03 0 o 0 0 

꽁기중 빼타 
0.2 1.26ε3 0.63 3‘96E4 

홉수션양 
0.2 0 0 0 0 

기 

유효 
0.05 1.88E-3 3.77’ 3.98E-6 0.008 O 0 0 0 

혜 션량6 

피'I-~ 
0.15 3.12E-3 2.08 2.19E4 

동7}션량 
0.15 0 0 0 0 

장기* 
0.15 l .34E-l 89.6 1‘86&8 1.24E-5 t08E-7 7.20E-5 4.42E-6 0.003 

퉁가션량 

유효 
0.03 

선량 
액 

체 장기 

둥가션량 
0.1 

Iodine의 제어와 장기 둥가선량 간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아래 그립 3- 12 - 11과 같 

은 계산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때의 계산 조건은 표 3-12-11에서 제시한 방사선원과 원 

자력연구원 부지 대기확산인자 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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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0.35 

0.30 

0.25 

트 0.20 
퍼0 
:ZJ 
F늑 0.15 
UIO 

잃 0.10 

0.05 

0.00 

• OrganicDose 
-- Linear Fit of lodine_OrganicDose 

.=00025 ;x=O.0118 
; 제거효흩 99.75% 

Lil/eur Fil 

、‘ Y = A*X + B 
A : 0.6E-2 
B : 12.2 

법적기준치 

0.000 0.003 0.005 0.007 0.010 0.013 0.015 0.017 0.020 0.022 0.025 0.028 

lodine 제거효율 (최종방훌랑에 곱해지는 수치) 

그림 3-12-11. lodine 제어효율과 장기등가선량 간의 관계 

그림 3- 12-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lodine의 방출이 전혀 없을 시에도 장기 퉁가선량은 

기타 다른 핵종의 영향으로 기준치의 2-5% 값을 차지한다 앞서 설정하였던 Charcoal 

Filter 1 개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lodine 제거효율이 99.75%로서 공정과정 후 방출된 양에 

0.0025 값이 곱해져서 최종 방출량을 계산하게 된다 이 때의 결과는 법적 기준치인 

0.15mSv의 25%에 해당함을 보인다 lodine 제거효율을 달리 설정하여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하여 평가해본 결과， 일정한 Linear 형태의 결과값을 얻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법적기 

준치의 100%에 해당되는 제거효율 수치를 예상할 수가 있었다 비록 이 수치는 여러 가 

지 조건 중에 한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결과이지만. Scale-up할 시설의 단독 운영조건하 

에서 lodine익 제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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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불 배치도 

가- 핫셀 

(1) 핫셀의 개요 

핫셀은 크게 공정셀(CI -C4)과 유지보수셀(C5-C8)로 구분된다- 유지보수셀 

은 공정셀 상부에 위치하며， 공정셀 천정에 설치된 Roof Door를 통하여 공정기기의 유지 

보수가 이루어진다 각 셀별 크기 및 내부 분위기는 표 3-12-15와 같다 핫셀은 중량콘 

크리트로 건조되고 전연 및 측면 차폐벽의 두께는 I，lOOrnm이고， 후연 차폐벽의 두께는 

l ，üOOrnm이다 

핫셀 No. 핫셀의 용도 

Cl 

C2 

C3 

C4 

C5 

C6 

C7 

C8 

공정셀 

공정셀 

공정셀 

공정셀 

유지보수셀 

유지보수셀 

유지보수셀 

유지보수셀 

(2) 핫셀의 주요 기능 
(가) Cl 핫셀 

표 3-12-15. 핫셀 목륙 

핫셀 크기 (m) 핫셀 분위기 

11.55(L) x 6.0(W) x 19.4(H) 공기 

9.0(L) x 6.0(W) x 11.9(H) 공기 

9.0(L) x 6.0(W) x 11.9(H) 아르곤 

5.0(L) x 6.0(W) x 11.9(H) 공기 

11.55(L) x 6.0(W) x 5.9(H) 공기 

9.0(L) x 6.0(W) x 5.9(H) 공기 

9.0(L) x 6.0(W) x 5.9(H) 공기 

5.0(L) x 6.0(W) x 5.9(H) 공기 

Cl 핫셀은 사용후핵연료를 반입 및 저장하고， 절단하기 위한 셀이며， 다음 
과 같은 기기들로 구성된다 

-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접합장치 

핵연료봉 절단기 

- 핵연료 집합체 저장고 (6다발 저장) 

(냐) C2 핫셀 
C2 핫셀은 절단된 핵연료봉의 탈피복 및 분말화 공정이 이루어지는 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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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요 기기는 다음과 갇다 

Slitting Machine 

Voloxidizer 

Off Gas 처리장치 

중성자 감시장치 

(다) C3 핫셀 

C3 핫셀은 분말화된 핵연료룹 금속으로 전환하고， 폐용융염을 회수하는 

공정이 이루어지며， 주요 기기는 마음과 같다 

ER Reactor 

Molten Salt Receiver 

(라)C4 핫젤 

c4 핫셀은 폐용융염올 Ingol이나 Bead로 처리하는 공정이 이루어지는 셀 

이여， 주요 기기는 다음과 같다 

Molten Salt 처 리 장치 

나-건물배치 

(I) 건물배치의 개요 

공학규모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셜(Engineering Scale ACPF)은 지하 1 

충， 지상 4충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하였으며， 핫셀의 벽체， 바닥 및 천정 슬라브 

는 중량콘크리트를 적용하고， 기타 구조물은 일반콘크리트를 적용하였다. ACPF는 구역 

별 기능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수구역， 공정용 핫셀， 서비스구역， 기계실， 전기 

실， 공조실， 사무실 둥으로 구성된다 수송용기 인수구역 및 핫셀에 대한 설계내용은 

3.1 .3절 및 3.3절에 상세히 기술되어 었다. 

(2) 지하총 

ACPF 지하총(Basemenl Flocr)의 남쪽에는 수송용기 준비실， 핫셀(지하층) , 

전기실 둥을 배치하고， 중앙에는 기계실， 북쪽에 DUP및 MUP구역 둥을 배치하였다 수송 

용기 준비실은 수송용기 인수구역으로부터 인양된 수송용기를 핫셀로 반입하기 전에 제 

염작업이나， 뚜껑볼트를 해체하는 장소이다 준비된 수송용기는 이동대차에 실려 Cl 핫 

셀 바닥의 수송용기 접속장치 하부로 이동되며， 이를 위하여 수송용기 준비실파 Cl 핫셀 

지하충 바닥에는 이동대차용 레일올 설치하고， 수송용기 준비설과 Cl 핫셀 지하총 간에 

는 슬라이딩형의 차폐문올 설치하였다 중앙의 가계실에는 순수공급설비 CDemi. Waler 

System) , 압축공기공급설비 (Compressed Air System), 아르곤정제설비(Argon 

Purification Syslem) 동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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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층 

ACPF 1층 (First Floor)의 서쪽에는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운반트럭이 진입 

하여 수송용기를 하역하는 수송용기 인수구역， 남쪽에는 핫셀 및 운전구역 ， 중앙에는 서 

비스 구역， 동쪽에는 출입관리시설， 북쪽에는 분석실 둥을 배치하였다 핫셀의 정변에는 

핫셀 운전구역이 있고 후변에는 IsoIation Room이 있다 운전구역 쪽에는 차폐창 및 왼 

격조정기가 설치하였다 핫셀 뒤편의 IsoIation Room은 핫셀의 Rear Door를 통한 방사 

성물질의 반출업을 위한 것으로 서비스구역과 연결된다 

(4) 2층 (Second Floor) 

ACPF 2층(Second Floor)의 북쪽에는 사무실 공간을 배치하였다. 

(5) 3층 (Third Floor) 

ACPF 3층(Third Floor)의 북쪽에는 공조실을 설치하였으며， 남쪽에 있는 공 

정셀 상부에는 유지보수셀(C5-C8J을 설치하였다 유지보수셀에는 천정크레인 (3톤)이 설 

치되며， 천정크레인은 모든 유지보수셀을 통과하여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유지보 

수셀 전면에는 운전구역이 있으며， 뒤편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Gang Way 

를 설치하였다 

(6) 4층 (Second Floor) 

유지보수셀의 상부에는 Roof Door7t 설치되며， 서비스구역의 천정크레인이 
Roof Door까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6. 개략 공사비 

가. 개략 공사비 산정기준 

(1) 산정범위 

개략공사비 산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토목 및 건축 공사비 

나. 유틸리티 기자재 및 설치비 

1) 기계 

2) 전기 

3) 셜비(HVAC) 

4) 소화설비 

(2) 산정 제외범위 

개략공사비 산정 제외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기계설비 

· 공정셜바 

• Padirac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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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k Transfer Cart 

• Cask Docking System 

나 방사선방호설비 

냐 개략 공사비 

(l) 개략 공사비 요약 

개략 공사비 요약은 다음과 같다 

표 3-12- 16. Scale-up 시설 개략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 s「ι

건 죽 

기 껴l 

전 기 

설 비 

{ι‘ 화 

합 겨l 

(2) 개략 공사비 내역 

(가) 토목공사비 

기자재 공사비(설치비) 

4,865 

15,854 

16.190 821 

1,159 1,281 

5,724 1,710 

346 45 

23.419 24,576 

표 3-12-17. Scale-up 시얼 토목 공사비 (단위 백만원) 

구 } t」j 기자재 공사비 

부지정지/터파기 3,845 

기 타 토목 공사 1,020 

합 져| 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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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겨l 

4,865 

15,854 

17,011 

2,440 

7,434 

391 

47,995 

합 계 

3,845 

1,020 

4,865 



(나) 건축공사비 

표 3-12-18. Scale-up 시설 건축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자재 공사비 합 져| 

여」 돌 158 158 

차 펴l 셀 3,024 3，0깅 

기타 건축물 12,672 12,672 

합 계 15,854 15,854 

(다) 기계 공사비 

표 3-12-19. Scale-up 시설 기계 공사비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자재 설치비 합 져1 

공 정 설 비 35 35 

Power Manipulator 600 15 615 

IVVS Manipulator 3,480 29 3,509 

차 폐 창 5,800 44 5,844 

차 폐 E 口r 1,454 58 1,512 

천 정 크 레 인 1,115 115 1,230 

아르곤가스 정제설비 2,500 50 2,550 

순수 공급설비 113 5 118 

압축 공기 공급설비 19 10 29 

관 989 442 1,432 

차 폐 관 통 끼 ~ 120 18 138 

합 겨l 16.190 821 1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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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기 공사비 

표 3-12-20. Scale-up 시설 전기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자재 설치비 합 겨1 

「〈- 전 반 726 22 748 

동력 케 。l 브'2.- 153 311 464 

Cab1e 및전선관 75 455 530 

접 지 설 비 20 65 85 

50ι 며。 설 비 74 239 313 

통 신 설 비 95 172 267 

자 탑 설 비 16 17 33 

합 계 1,159 1,281 2,440 

(마) 설비 공사비 

표 3-12-21. Scale-up 시설 설비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자재 섣치비 합 겨l 

펼 터 류 3,547 58 3,605 

공 조 설 비 1,075 115 1,190 

기 땐 348 11 359 

덕 E 754 1,526 2,280 

합 계 5,724 1,710 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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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화설비 

표 3- 12-22. Scale-up 시설 소화설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자재 설치비 합 계 

」λ→‘ 화 「」」- 303 40 343 

C02 소화 설비 40 4 44 

휴대용 소화기 3 1 4 

합 겨l 346 45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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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절 R & D Road Map 작성 

핵비확산성 Pyroprocess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올 통해 현재까지 누적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자원 활용성 및 환경 친화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핵연료주 

기 연구개발의 국제적 투명성 확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 ， 미래형 핵연료주기기술 

기반구축， 그리고 원자력기술 관련 국가 위상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제4세대 원자 

로형에 적합한 핵비확산성 Pyroprocess 핵연료주기 핵섬 요소 기술을 확보하여 사용후핵 

연료의 부피감용과 고 방사성， 장수명 핵종의 소멸처 리를 위한 차세대 핵연료주기 기술을 

개발하고， 최근 미국이 선언한 GNEP의 전세계 핵연료 공급 그룹에의 참여 또는 최소한 

카나다， 독일 퉁과 같이 중간 그룹에 속하기 위한 기술적 Ini ti at ive를 가진 국가로의 발전 

을 도모 하여야 한다 

1. 단 · 중기 추진망향 

단 · 중기적으로는 핵비확산성 Pyroprocess 핵연료주기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하여 

단순하고 경제적이면서 고효율성을 갖는 핵심 Pyroprocess 공정올 개발하여야 한다‘ 이 

룹 위해 실험실 규모의 Pyroprocess 핵심 장치들을 개발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사용에 앞 

서 모의 핵연료를 사용한 실험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금속 전환 공정 및 전해정련 공정 

을 실중하고， 폐용융염의 재순환 공정 확립 및 Pyroprocess 공정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개념을 확보한다 또한 Pyroprocess 공정의 기술성 및 경제성을 입중할 수 있는 공학 규 

모 시설 확보를 위한 설계 자료도 획득한다 이와 병행하여 공학 규모의 Pyroprocess 시 

스템 분석 및 설계를 수행하며， Digital Mock up 구축도 추진한다 체계적이고 효융적인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 기반기술 개발올 위하여 시스멈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핵비확산성 Pyroprocess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 공동연구 추진 동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미국의 GNEP에서는 새로운 핵확산저항성 재순환기술을 개발하는 선진 원자력기술 보 

유 국가와의 협력 (partnership) 추진과 이들 국가들의 재처리와 농축을 포기한 개도국들 

에게 해연료룹 공급하는 프로그랩 둥과 같은 미국의 새로운 핵비 확산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 6위의 원전규모룹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선진 왼자력기술올 보유한 국 

가로서의 위상 정립과 GNEP에서의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 투명성을 전제 

로 Pyroprocess 공정기술과 같은 핵심 GNEP 기술의 Initiative를 가지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 개발이 단 · 중기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추진예정인 앞으로의 관련 핵 

심기술 과제틀을 살펴보연 (그림 3 13 1 장소)PWR 사용후핵연료의 부피감용 기술개발 

올 위해서는 Pyroprocessing 핵심기술올 이용하여 PWR 사용후핵연료의 95%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우라늄 금속을 저준위폐기물로 회수 및 처분하고， 장반감기 핵종올 포함한 

핵연료 불질올 GEN- [V 원자로시스템에 재순환하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을 개발 

하며， 또한 Pyropocessing 공정폐기불을 재활용 및 재순환시켜 최종 처분폐기물올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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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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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13-1 단 · 중 기 pyroproceSSlnQ 기 술 개 발 roadmap 

이 기술은 미국과 일본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은 이미 국가 프로그램 (AFCI 및 

Feasibility Study on FR Cycle System)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에 의한 처분효율 
극대화 및 GEN- IV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술 
의 개발 목표는 2016년 까지 공학규모의 Pyroprocessing 핵심장치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성과목표로는 PWR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 기술(>20 배) 개발， 독성 저감을 위 

한 미래 원자로용 TRU 금속핵연료 잉곳 제조기술 개발， Pyroprocess 공정폐기물 재순환 
및 고방열 핵종 회수 저장기술 개발 둥이 었다 구체적 연구개발 내용으로는 전해환원기 

술올 이용한 PWR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공정 및 전처리 공정개발， 우라늄 금속과 핵 

연료물질 회수를 위한 고성능 Electrorefiner 및 Electrowinner 개발， 염폐기물 재생/재활 

용 공정 및 처분용 고화체 제조 시스템 개발 둥이 있다 이 기술은 포화상태에 이른 원자 

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관리 문제해결을 통한 PWR 원자로시스템의 지속적인 운 
영파 2040년경에 도입예정인 GEN-IV 원자로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성이 매우 클 것이며， PWR 핵연료주기의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은 물론 GEN-IV 원자 
로시스템과의 연계에 의한 국내 핵연료주기 정책 다변화와 국가 에너지 자럽도 향상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연구추진 과제로 핵연료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공학규모의 Pyroprocess를 실증하고， 상용규모의 Prototype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반 기술(원격 운전/보수， 핵물질 계량관리， 공정 폐기물 수송/저장， 공학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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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process 실증시설 설계，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및 Pyroprocess 핵비확산성 평가 

기술)올 확보하는 과제이다 과재의 목표로는 경제성은 물론 핵투영성올 갖는 핵연료주기 

의 완성을 위한 제반 시스템 엔지니어링기술윤 확보하는 것이며， 2α)9년까지 공화규모 

Pyroprocess Mock- up 및 Mock up 시험용 장치(원격 운전/운반/유지/보수， 핵물질 계량 

관리/격납/감시， 공정 폐기불 수송/저장 관련 장치) 개발， 2011 년까지 Mock up 시스템 평 

가 및 공학규모 핫셀장치 개발， 국내 최적의 핵연료주기 대안 및 국제협력 증진방안 도출 

및 2016년까지 공학규모 Pyroprocess 시설 구축 퉁올 수행한다 연구개발 내용으로는 공 

학규모 원격장치(사용후핵연료 해체/탈피복， 원격 운전/취급， 유지보수 둥) 개발， 

Pyroprocess의 핵물질 계량관리 및 격납/감시 기술 개발， 고방사성 공정폐기물 및 TRU 

수송/저장 시스템 기술 개발， 공학규모 Pyroprocess의 Digital Mock up 개발 및 원격 조 

작성 검증， 핵연료주기 시스템 평가 기술 개발 및 사용후핵연료의 핵종 Inventory 작성， 

Pyroprocess의 핵 비 확산성 평 가 기 술 개 발， 공학규모 Pyroprocess Mock- up 및 공학규모 

Pyroprocess 시 험 둥이 있다 

이 과제의 시장성 및 파급효과로는 공학규모 Pyroprocess 시설 및 핫셀 장치의 설계 

기술， 고방사성물질의 원격취급 기술 및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올 확보함으로써 국내기술 

에 의한 상용 Pyro 시설의 설계/건설이 가능하고， Dirty Fuel과 관련된 안전조치 분야에 

서는 현재 공인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시장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개발된 기술들은 공정폐기물 처리 및 TRU 소멸 퉁 모든 핵연료주기 시설에서 

활용 가능하다 특히 원격기술은 일반 산업계로의 기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핵불질 안전조치 및 핵비확산성 평가기술의 확보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및 

대외 신임도 향상과 공정폐기물 수송/저장 기술은 방사성폐기물 사업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사엄에 직접적인 환용이 가능하다 

2. 장기 추진 Roadmap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핵확산 저항성올 가진 투명성이 확보된 사용후핵연료 부 

피감용 및 장수명 핵종 소멸처리 기술을 확립하여야 한다 즉， PWR 사용후핵연료를 처 

리하여 부피와 발열량을 대폭 감소시키고， 미래 원자로용 TRU 금속핵연료 시제품 생산 

이 가능한 공학 규모의 Pyroprocess 종합공정 실증시설 및 Protoytype Pyro 시스템을 구 

축하여야 한다 또한 Pyroprocess 공정 폐기물 처리 및 재순환 시스탱올 구축하여 폐기 

물의 양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제4세대 원자로에 적용할 TRU 소멸용 핵연료 제조 기반 

기술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립 3 13-2는 이러한 Pyroprocess의 상용화를 위한 장기적 

Roadmap을 보여주고 있다 그립에서 보듯이 2016년까지 공학규모 Pyroprocess 실중시설 

을 구축하고 이 시설에 대한 성능시험 및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실중시헝올 수행하고 

여기서 나온 자료틀을 분석， 명가하여 더욱 효윤적이고 경제적인 Scale • up 방법올 찾아 

야 한다 이어서 Prototype Pyroprocess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건설과 상용시설에서의 

최적조건을 찾기 위한 실중시험올 거쳐 차세대 원자로핵연료 주기 및 미국이 주도하는 

GNEP의 ABR 핵연료주기에 부합되는 상용시설플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적 원자력 이용의 장기계획 비션과 미래 기술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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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투자는 앞으로의 국제사회의 협조 및 미국 GNEP의 협력국가로의 발전 가능성도 

높혀 주며 전세계 발전 도상국들의 원자력 산업지 원에도 주도국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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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2. PyroprocessinQ 상용화기 술 개 발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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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켈 목표달성도 

1. 핫셀 개조공사 

핫셀 개조룹 위해 2단계 연구(2001-2003년 수행)에서 작성한 상세설계 자료를 바 

탕으로 실제 시공여건올 고려한 분야별 시공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시공자가 제출토록 하 

였다. 제출된 시공도연과 시방서를 시설 설계요건과 시공성， 핫셀 장비와 핫셀 구조물의 

간섭사항， 시설운영 특성 둥올 고려한 분야별 기술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토록 하였으 

며， 이를 최종적으로 숭인한 시공도연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함으로서 계획됩 

목표를 달성하였다 

2. 핫셀 내 공정장치 및 계측제어장치 설치 

최초 장치셜계에 반영된 공정장치의 외관 크기 및 중량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핫 

셀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장치의 배치를 수정하고 이에 맞게 각 장치를 제작， 설치하였 

으며， 공정장치 설치를 위한 steel structure support의 구조 역시 위의 수정내용을 반영 

하여 성치하도록 하였다 공정의 제어 및 감시를 위해 설치되는 계측제어장치는 핫셀 내 

에 설치되는 Field Instruments 9J- 핫젤 전연에 설치되는 Operating Console, Board 

Instruments로 구분하고， 각 공정장치의 요건 및 특성올 고려하여 Instruments의 측정모 

드와 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적합한 모텔을 선정하였으며， Operating Console의 Board 

Instruments가 최적의 배치 구조를 갖도록 제작， 설치함 또한 공정장치의 운전특성을 고 

려하여 공정장치별로 전원을 분배하고 계측제어장치와 연동되는 SCR Unit는 장치제작자 

가 직접 공급，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의 간섭이 배제되도록 함으로 

서 계획된 목표에 부합하는 공정시스템의 구성올 완료함으로서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 

다 

3. 핫셀시설 성능시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은 기준선원에 대하여 선량융이 작업구역 0.01 

mSv/ h, 서비스구역 0.15 mSv써이하가 되도록 핫셀 외벽은 중량콘크리트 90 cm 및 이에 

상용하는 차폐능을 가지도록 건설하였으며，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이 기준 망사선원에 대하여 선량 제한치를 만족하는지 재확인하기 위하여 최종 

적인 차폐능 성능 검사활 수행하였다 차폐창 기밀 성능시험은 질소와 마노미터를 사용하 

여 300 mmAq로 가압 후 30분 이내 압력이 200 mrnAq 이상 유지됨을 확인하였으며， 핫 

셀 전체 기밀 성능시험은 핫셀 전체를 압축공기로 40 mmAq로 가압한 후 Bubble Test 

로 누설부위를 확인하여 누설 부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핫셀 배기풍량 및 부압 측정은 

설계기준 핫셀 배기풍량(M8a!M8b‘ 1.180n90 CMH) 및 부압조건(→27- 37 mmAq)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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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 10 % 범위에서 만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측정 결과 핫셀 배기 부하 75 % 

조건에서 측정된 유량이 1,260n90 CMH이고， 핫셀 부압이 -29 mmAQ로서 설계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함으로서 핫셀 시설의 설계성능을 확보함으로서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다. 

4 핫셀 시설 λ}용전검사 신청 

2005년 7월말 전체적인 시설보완 공사를 완료한 후， 2005년 8월 16일 시설의 사용 

전검사 신청서를 과학기술부에 신청하였으며， 2005년 9월 26일부터 동년 11월 04일까지 

KINS의 검사를 수겸한 후 최종적으로 2005년 11월 04일부로 시설운영허가를 득함으로 

건설된 핫셀 시설의 안전성을 검증받고， 시설 가동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여 계획된 목표 

를 달성하였다‘ 

5. Inactive test & Simfuel T est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및 공정장치들의 최종 성능시험올 위하여 2005년 

에는 Natural uranium을 사용한 Inactive test를 2 Campaign 수행하고， 2006년에는 

Natural uranium에 주요한 원소인 10종의 금속산화불을 혼합하여 Simulated Fuel을 제조 

하여 공정에 대한 실증시험을 2 Campaign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서 핫셀 시스뱀 및 

공정 시스템에 대한 실증을 완료하여 당초 목표로 설정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설중시 

험을 계획대로 달성하였다 

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L 기술적 기여 

핫셀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고온 용융염 금속전환기술을 성공적으로 실 

증함으로서 알파-감마 핫셀과 같은 후행 핵연료주기 필수 시설의 셜계기술을 확보하였으 

며，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 분야 중 고농도 알파입자 함유물질 취급기술을 확보하는 계기 

가 되었고， 원전 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따라 발생되는 개량 핵물질의 조사후시험기술 및 

장기 관리 · 이용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2. 경제적 기여 
사용후핵연료의 고온 용융염을 이용한 금속전환 종합공정 실중을 위한 핫셀 시설 

의 적기개발로 인해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 및 이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부피， 발열 

량 및 독성의 감축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전성 향상 및 경제성을 제고하였다. 그리 

고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충을 위한 핫셀 시설의 국내 자체개발로 외국기 

술 도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실험실 규모 알파 감마 핫셀 설계기술 확보를 통 

한 Pyroprocess용 차세대 핵연료주기 전체기술에 대한 공학규모 및 상업규모 시설 

Scale • up 설계 적용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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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기여 

실중시설 확보 및 이룹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중 및 상 

업화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적으로 안전한 관리 및 이용으로 제3세대 사용후핵연 

료의 처리 및 제4세대 원자로핵연료의 공급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속성을 확대할 수 

있으며， Pyroprocess 실중시설올 국내 독자기술로 확보하여 운영함으로써 원자력 선진국 

과 관련분야의 대둥한 기술자립 공감대 및 자신감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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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3단겨| 연구의 결과로 확보된 설증시설의 건설경험은 제3차 중장기 1 -3단계 연구 

(2007 - 2016)에 서 계 획 된 공학규모 Mock- up 시 설， 공학규모 Pyroprocess Facility의 설 

계 및 건설에 활용될 뿐 만아니라 이 후 수행될 예정인 Intergrated Pyroprocess 

Facility 설계/건설에도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실증시설의 안전성분석 자료 및 환경영향평가 자료， 시설의 성 

능과 관련된 성능검사 자료 둥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의 운영 인허가를 위한 

자료로 제출되었으며， 실증시설의 안전성 및 설계 성능 확보 여부에 대한 원자력안전 

기술원의 시설 사용전검사를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수행 

될 더 큰 규모시설의 건설 및 운영 인허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또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중시설에 적용된 설계기준과 안전성분석 및 환경영향평 

가， 시설 성능검사 자료들은 핵연료주기 건식공정의 연구개발을 수행 중에 있는 타 연 

구과제들이 앞으로 수행할 설증시험을 위한 시설의 기준 및 안전성분석 기술 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다 

- 본 연구결과로 확립된 품질보증 체계와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는 더 큰 규모시설의 

공사， 제작 및 구매에 필요한 품질보증 활동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건식 

공정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타 연구과제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중시설의 설계기술과 설계자료틀은 국내에서는 처음 수행한 고 

온 용융염 취급공정 실증 시험용 핫셀 설계자료이며 ， 현재 국내에서 수행중인 핵비확 

산성 핵연료 주기관련 고온 건식 공정용 실중 핫셀의 설계기술들의 기준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현재까지 Inactive 시험이나 Tracer 규모로 제한되었던 

유관 연구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303 -



제 6 장 참고문헌 

1. KAERI!TR 2αJ4!2002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중시설 설계요건서， 2002 

2. KAERI!TR 2092/2002,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설중시셜 개념설계 보고서， 2002 

3. KAERI!TR 3106/2005,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설계 보고서， 2005 

4. KAERI!TR 2832/2004,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성증시설 안전성평가 보고서， 2004 

5. KAER1어R 2431/2003,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개발 (단계 최종연구 보고서) , 

2004 

6. KAERI!RR 2128/2000,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2αm 

7. KAERI!TR 3105/2005,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 리어도어 설계보고서， 

2005 

8. KAERI!TR -3085/2005,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 크레인 설계보고서， 2005 

9 권기찬 외 7인， “사용후 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내 후연 차폐문의 구조 

적 안전성 평가 방사성펴1 기물학회지， Vo l. 4, pp. 77- 85, 2α)6 

10. 권기찬 외 7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블 위한 ACP 실증시설내 개폐형 작업대의 구조 

적 안전성 평가"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 4, pp. 17- 24, 2006 

11. KAERI!TR -3322/2007,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폐기울 부피감용 및 취급장치 

설계보고서， 2007 

12. H. Cember, Introduction to Health Physics, 2nd Edition Pergamon press, 1983 

13. Nicholas Tso비tandis ， Mcasurement and Detection of Radiation , Hemisphere 

publishing Co., 1983 

14. W.H. Chung, Nuclear Physics, Hyung Seul publishing Co. , 1977 

15. Gren F. Knoll,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John Wiles & son, 1979 

16. G. Croff, A user’s manual for the ORlGEN2 computer code, ORNL/TM 7175 

(1980) 

17. MCNP4C monte carlo n particle transport code system, ORNL RSIC CCC • 700, 
Radiation Safety Inforrnation Computational Center, Oak Ridge National Lab 

18. Conversion coefficients for usc in radiological protection against external radiation , 

ICRP Publication 74 , Volume 26 No. (996) 

-304-



서 지 정 보 양 λ-11 

수행 기관보고서번호 위닥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JS 주제코드 

KAERI/RR 2764/2006 

제목 / 부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 개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유 길성 (선진핵주기시스댐공학그룹) 

연구자 및 부서명 정원영，구정회，이은표，조일제，국동학 

권기찬， 이원정 ， 윤지섭 ， 박성원 외 

(선진핵주기시스템공학그룹) 

출판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07. 06. 

페이지 330 P 도 표 있음( 0 ), 없음( 크기 A4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 0 ), 대외 비(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급비 밀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05-20줄내외) 

사용후핵연료롤 효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ACP: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실중시험올 수앵하기 위해 핫생시셜 및 시스템 기술융 확보하였다 

Lab-scale ACP 공정의 핫생 실중에 필요한 핫옐 시성(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ACPF 
ACP Faci l ity)옹 건설하고. 핫생 운전기술융 확립해서 안전하고 효융적인 핫젤 설중시험융 수앵힐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핫셈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고온 용융영 금속전환기술 실중 
알JI} 강마 핫생과 강옹 후행 핵연료주기 펼수 시설의 연계 및 운전기술 확보 

- ACPF의 성놓， 안전 및 운영에 대한 종합병가 
一 핵물겔 사용을 위한 시성 건설 및 운영 인허가 획득 및 lAEA 허가 획득 
본 연구판 흉해 확보왼 실중시설의 안전성분석 및 환경영향명가 자료， 시설의 성능검사 자료 동 

은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중시설의 운영 인허가릎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 시셜 운영윤 위한 원자 

력안전기술원의 사용전 검사용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로 확보왼 실중시셜 

의 설계 및 건설 경험은 차기 단계 연구에서 계획왼 공학규모의 Inlegrated Pyroprocess릎 위한 
Mock- up 시연 및 핫생시성의 설계와 건성에 활용휠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핫셀， 실중시설， 핫셀 설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안전성분 

(10단어내외) 석，사용후핵연료，건식공정，용융염，전해환원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nning Org Sponsoring Org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Report No. Report No 

KAERI/RR 2764/2α)6 

Title / Subtitle 
Development of Experirnental Facilities for 

Advanced Spenl Fuel Management Technology 

Project Manager Gil Sung, Y ou 

and Department (Advanced Fuel Cycle System Engineering Group) 

Researcher and W.M.Choung, J .H .Ku, I.J.Cho, E.P.Lee , D.H . K∞k， 

Department K.c. Kwon, W .K. Lee, J.S. Y∞n， S.W. Park et al 

(Advanced Fuel Cyc1e System Engineering Group) 

Publication Publication 
Publisher KAERI 2007. 6 

Place Date 

Page 330 P IlI. & Tab Yes( 0 ), No ( Size A4 

Note 

Classified Open( 0 ), Resrricted( 

Class Document 
Report Type Research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ACPF) and hotcell system 
technologies were developed in this program for demonslrating safely and effectively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ACP) on a lab-scale. With the analysis of work f10w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ACP was successively demonstrated on a lab-scale 
experiments and the perfonnance of process was evaluated. The hotcell system was 
comprehensively evaluated with those results and the design data for the engin않ring-scale 

demonstration was derived lo pro∞se lhe direction for the fulur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main items periormed in this project were as follows 

- The reconstruction of ACPF hO lCell and demonstration of the ACP 
The design and 0야ration technologies for a-y type nuclear hot cell fa디lity 

-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periormance‘ safety and operation ability of the hOlCell 
system 

- The acquisition of the govemment licences for construction and 0야ration and the lAEA 
licencξ for using nuclear materials 

The resu)ts of safety ana lysis and environmental effects assessment and performance data for 
ACPF had been used for aCQuiring the govemment licence for facility operation. T he valuable 
experiences on pyroprocess facility design and operation knowledgies would be applied to new 
Mock-up Facility being sched비ed to be a previous stage facility of Integrated Pyroprocess 
F_ac:@Y 

Subject Keywords hotcell, demonstration faci lilY, hotcell design, ACP, safety analysis, 
(About JO words) spent fuel. pyroprocess, molten salts, electrolytic reduction 


	표제지
	제출문
	초    록
	요약문
	목    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제2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서설
	제2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ACPF) 공사 발주
	제3절 ACPF 핫셀 및 부대설비 공사
	제4절 핫셀 장비 제작, 설치
	제5절 RMS 장비 제작, 설치
	제6절 핫셀 내 공정시험장치 설치
	제7절 핫셀 시스템 성능시험
	제8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사용전 검사
	제9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핫셀 시험 총괄 및 평가
	제10절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운영
	제11절 자료 및 사업관리, QA/QC
	제12절 실증시설 Scale-up 설계자료
	제13절 R&D Road Map 작성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제2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6장 참고문헌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