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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 조사시 안전성 분석올 수행하여 표적 반용도 및 옹도 분포가 제한치 이내임을 확인 
- 우라늄 박판 표연의 hole 생성， 낮은 회수융 동의 개선을 위하여 박판 주조 장치를 개선 
- 두께 100 -150~m， 너비 50mm의 우라늄 박판을 한번에 5 m 이상 제조 및 수융 70%로 
향상됩 

- 우라늄 박판을 니켈 박판으로 둘러싸서 고정시킨 후 압연하는 공정 수립 
- 알루미늄 튜브 사이에 우라늄 포일올 끼운 후 튜브를 확관하는 확관장치제조 및 확관공 
정수립 

- 확관된 내부튜브의 소성변형률은 0.5% 이상으로 목표치 만족 
- TIG 및 EB 용접법으로 표적 밀봉 방안 수립 및 용접 연수 확인 
- 용접 전처리로 알루미늄 튜브 표연의 산화막 제거의 필요성 확인 및 EB 용접에서 표적의 
건조상태 중요성 확인 

- 우라늄 박판 표연에 열간압연 시험 추가하여 거철기 평준화 향상 
- 풍질보중계획 수립올 위하여 표적제조 공정올 4가지 세부 공정으로 분류하여 세부 검사 
항목올 선정하고， 박판주조와 확관가공 지침서를 작성 

- 분리장치 설계t 장치 사양 결정 및 장치 제작 
- BO에 의한 Mo 회수공정 및 얄루미나 홉착정제 공정에서의 Mo 회수융 명가 및 핫셀내 
전 공정 운전 조건 설정 

- 방사선이 BO 침전 공정 및 알루미나 홉착 공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Tracer 실험용 시료 조사를 위한 안전성 분석 및 실험계획서 작성 

한 
우라늄 박판， LEU 표적/ 확관/ 몰리브데늄-99， Mo 분리 

색 인 어 E그E 

(각 5개 이상) 영 uranium foil, LEU target, extension, Mo-99, Mo separation 
어 

- 11 -



요 

1. 제 목 

Fission M。 생산 핵심 기술 개발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t
-, 

I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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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sion M。는 의료 진단용 동위원소인 %아rc의 원료물질로 전세계 의료 

용 방사성 동위원소 수요의 8Û"..: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암 진단에 낼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가 가장 크고 향후에도 지 

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량 수입하고 있는 현실율 감안할 때 이 

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 

국내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질병의 조기 진단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율 한다. 

세계의 주요 fission M。 공급국들은 대부분 고농축우라늄을 표척 물질로 

사용해 오고 있으나， 미국은 핵비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fission M。

생산용 표척 물질율 저농축우라늄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두께 1301lm 내외의 저농축우라늄 박판을 사용하는 표척을 개발하여 이의 조 

사시험율 통한 기술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속적 

으로 우라늄 박판을 제조하는 기술율 개발함으로써 박판제조의 경제성 확보 

률 가능하게 하여 저농축우라늄 표적율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 

다. 

한편，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급은 장거 리 운반에 따른 손실， 안전성 퉁의 

문제점에 따라 점차 자국내 생산， 공급 및 지역별 backup 체계 구축이 국제 

척으로 핀장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우라늄 박판 제조 기술을 이용하고 국 

제적으로 fission M。 생산용 표적물질율 고농축우라늄에서 저농축우라늄으 

로 전환하려는 환경율 활용하여 fission Mo 생산에 필요한 저농축우라늄 표 

척 제조와 Mo 분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전량 수입되고 

있는 fission Mo 공급에 있어서 테러나 자연재해 또는 공급자의 사정 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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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공급 및 가격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며 지 

역별 backup 체계 구축에도 능동척 참여가 가능하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에서는 fission M。 생산에 필요한 기술 중 우라늄 표적율 하나 

로에서 조사시 안전성 분석 , 우라늄 박판율 이용한 LEU 표적 제조 기술 개 

발 빛 조사된 표적으로부터 99M。를 분리하기 위한 기초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을목표로 하였다. 

안천성 분석에서는 표적이 하나로 조사공에서 조사될 때 표척에 의한 반 

웅도 영향율 명가하고 반웅도 삽입률 제한치률 만축하는 표척의 장전속도률 

검토한다 99Mo 생산량 변화를 고려하여 우라늄 박판 두께 변화에 따른 핵척 

안전성을 명가하고 최적 조사 조건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표척에서 생성 

되는 출력율 이용하여 표척에서의 온도분포， 냉각수 유량분포 동 열수력척 

안전성울 명가한다. 

표척 제조 기술 개발에서는 우라늄 박판 주조장치로부터 박판 시제품율 

제조하여 표적 설계안을 만족하는지 알아본다. 우라늄 박판의 품질율 향상 

시키기 위하여 공청장치를 개선하고 성능을 명가한다. 표적 제조 공정률인 

우라늄 박판 주조공정 , 니켈 박만으로 우라늄 박판을 감싸는 wrapping 공 

정， 알루미늄 튜브 확관 가공 공정 및 용접 공정에 대한 기술율 개발하고 

시험을 통하여 각 공정에 척합한 조건을 수립한다. 확립된 전체 공정율 토 

대로 모의 포일율 이용하여 표척집합체를 제조한다. 제조된 표척에 대해 엑 

스선 검사， 조직 검사 둥을 이용하여 건천성을 명가하고 각 공정에 필요한 

개선사항율 반영하여 공정율 추가로 개선한다. 또한 표적 제조 공정의 확립 

율 위하여 품질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Mo 분리를 위한 기초 기술 개발에서는 물질 수지 분석을 통하여 분리 공 

정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고 장치의 시운전을 롱하여 Iodine 제거공정. Mo 

회수 공정 및 알루미나 흡착정제 공정에 대하여 M。 회수율을 명가하고， 핫 

젤내 전 공정 운전조건을 설정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내의 대단위 조사시설 

율 이용하여 침전 공정과 알루미나 흡착 공정에 사용하는 시약들의 방사선 

에 대한 안전성율 명가한다. Tracer 실험용 시료를 실제 원자로에서 조사한 

후 분리시험을 수행하여 분리장치의 성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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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개발결과 

1. 안전성 분석 

우라늄 박판을 사용한 환형의 LEU 표적이 하나로 OR 조사공에서 조사될 

때 명형노십 상태를 모사하여 표척의 반웅도를 명가하였으며 실혐물에 대한 

반응도 제한치보다 충분히 낮게 명가되었다， 우라늄 박만 두께나 니캘 박판 

두께의 변화가 표적에 의한 반웅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반 

응도 명가 결과를 토대로 표척을 장전힐 수 있는 속도를 검토하였다. 표적 

장전숙도를 보수척으로 5 mm/sec로 가정한다면 반웅도 삽입률은 0.07 

mk/sec 이하로 예상되어 제한치를 만족힐 수 있는 것으로 명가되었다. 추가 

로 LEU 표적 장천으로 인하여 주변의 다른 조사공이 받는 영향을 평 가한 결 

과 얼충성자숙 변화가 2.5 % 이내로 크지 않았으며， 또한 우라늄 박한 두께 

에 따른 명균 출력， 표척 조사 위치에 따른 상대 열중성자숙율 명가하여 최 

적 조사조건을 검토하였다 

열유통 해석은 CFD 코드를 이용하여 3차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두 개의 

표적이 조사될 때 표적 발열랑만 고려한 경우와 안내관과 표적조사장치에서 

의 말열량을 모두 고려한 경우의 두 가지에 대해 옹도， 유량 및 압력 분포 

를 명가하였다. 표척에서의 최대온도는 121 "'c 이하였으며 피북재 표면에서 

의 온도는 108 "'c 이하로 ONB 온도보다 낮게 유지되어 안전한 것으로 명가되 

었다. 

2. 표적 제조 기술 개발 

박판 제조 시힘을 롱하여 너비 50 mm의 광폭 박판 제조가 가능하여 시작 

품으로는 너비 45mm의 박판 2개률 길이 125mm의 알루미늄 튜브 사이에 끼워 

넣는 형태의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제조 시험을 통하여 나타난 우라늄 박만 

표면에 다수의 hole 생성， 낮은 회수율 퉁과 같은 주조장치의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하여 탈가스 시스랩 ， 분사각도 조정장치， 출탕제어시스템， SUS 

kni fe , 냉각롤 예열장치 둥을 설치하였고 박만회수장치를 기존보다 2.5 m 

추가하여 설치하였다. 그 결과 우라늄 박판이 7 m 이상 연속적으로 주조되 

었고， 이중 건전한 박판의 길이는 5 m 이상으로 수율은 70% 정도로 크게 향 

상되었다. 또한 박판 표면에 생긴 hole 들의 크기가 2-6mm에서 1-2m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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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작아졌다. 개선된 장치로 우라늄 박만을 시제조한 결과 박판 두께가 

100-15011m으로 균일하고 너비가 50mm인 박판을 한번에 5 m 이상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우라늄 박판 두께에 미치는 공정변수의 영향율 조사한 결과 

용탕의 분사압력이 증가할수록， 냉각롤의 회전속도가 감소힐수록 박판의 두 

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에서 표적 조사시 우라늄 박판과 알루미늄 피북재가 서로 붙지 않 

도록 우라늄 박판율 니켈 박판으로 감싸기 위하여 다양한 접착제률 이용하 

여 시험하였다 그 결과 접착제로 scotch-grip #847 1 0%와 아세론 90%를 혼 

합하여 니켈 박판 위에 1-2 방울 약하게 도포한 후 우라늄 박판율 접착하 

여 고정시키고， 이률 온간압연기로 밀착시키는 공정을 수립하였다. 

우라늄 포일율 알루미늄 류브 사이에 끼워 밀착시키기 위해 확관가공장치 

률 제조하였다. 모의 포일율 이용한 확관 시험에서는 소성변형률 묵표를 

0.5%로 했을 때 두 번의 시험에서 각각 0.63-0.66% 빛 0.46-0.5%를 얻었 

으나 조사표적 제조에서는 0.5% 이상으로 북표치률 만축하였다. 확관 후 엑 

스선 검사률 롱하여 박판이 정위치에 있읍율 확인하였으며， 알루미늄 류브 

와 니켈 박판간의 접착 상태도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알루미늄 튜브 양 끝단의 용접시험은 TIG와 EB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하였 

다. TJG 용접 시험에서는 용접 전처리로는 끝단율 45。로 모따기한 형태가 

가장 충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용첩 후 엑스선으로 검사한 결과 충분한 용 

입 깊이와 비드 모양율 보여주었으나 일부 용입 부축 현상과 기공이나 포화 

상태의 결함이 있었다. EB 용접 시험에서는 표척의 건조상태가 중요하였으 

며 용접 전처리로 모따기한 경우가 건전한 용접 결과를 보여주었다. 엑스선 

검사， 광학현미경 검사률 롱하여 용입 김이가 충분하고 비드 모양도 건전한 

것율 확인하였다. 따라서 표척의 밀봉에는 TIG 용접법도 보완율 롱하여 척 

합하나 EB 용접 법이 가장 척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우라늄 박판 표면의 거칠기를 명준화시키기 위하여 열간압연율 하였다. 

그 결과 박판의 두께는 10-30 11m 정도 압연되었고 자유표변의 거칠기가 균 

일화되었다. 

표적 제조에 대한 품질 보증 계획을 위하여 표적 제조 공정율 크게 4가지 

세부 공정으로 분류하고 각 공정단계에서 절차서와 세부 검사항목율 선정하 

여 확인힐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박판주조와 확관 공정에 

관한 지침서 동율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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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 분리 기초 기술 개발 

Modified Cintichem process을 채택하여 분리장치를 설계하고 장치 사양 

율 결정하였다. 각 공정장치를 제작하고 시운전한 결과 iodine 제거 공정의 

명균 제거 효율은 약 95% 정도로서 iodine 농도가 많을수록， Ag를 많이 첨 

가할수록 높은 회수 효율을 얻었다. 최적공정은 100"..6 carrier에 Ag를 200% 

공급하는 것이다. BO에 의한 Mo 회수공정에서는 BO의 주입량에 따라 M。 회 

수율이 증가하며 15배의 BO를 주입하면 약 98% 이상의 회수율을 보이고 그 

이상에서는 회수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알루미나 흡착정제 공정 시 

운전에서는 Mo 회수율이 86.4% 였다. 물질 수지와 시운전 결과를 이용하여 

핫셀내 전 공정 운전 조건을 설정하였다 

단위 공정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BO 침전 공정과 알루미나 흡착 공정에 

대해 수행하였다. BO 회수 공정에서 BO 시약의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Mo 회 

수율은 97.8%에서 최대 99.3%로， 불순물 제거효율은 99.2%에서 98.9%로 그 

러고 재용해 정제 효율은 97.6%에서 97.4%로 변화는 크지 않았다. 방사선이 

a-Benzoinoxime의 화학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IR 홉광 분석으로 알아보았 

으나 BO의 구조가 변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알루미나 흡착정제 공 

정의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 전후에 M。의 홉탈착 효율이 각각 98.2%에서 

96. 6% 및 86.4%에서 84.5%로 변하여 방사선이 M。 정제 효율에 큰 영향율 미 

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Tracer 실혐용 시료를 원자로에서 조사시켜 분리장치의 성능시험을 수행 

하고자 하였다. Tracer 핵종으로 l4lCe , lO3Ru, 85Sr, 95Zr, l47Nd를 선택하여， 

이들 핵종율 조사하기 위하여 동위원소 생산용 캡슐을 이용한 실험 개념을 

설계하고 시료조사시 예상되는 발열량， 온도 및 기타 안전성 분석율 수행하 

고 실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자로 가동의 지연으로 실제 시햄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LEU 표척에 대한 안전성 분석 방법 및 결과는 추후 우라늄 박판이나 표적 

시연을 조사할 경우 상세 안전성 명가에 활용할 수 있다. 

우라늄 박판 빛 표적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LEU 표적 조사시협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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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사조건에 척합한 표척율 제조하여 시험율 수행할 수 있다. 

우라늄 박판 제조 기술은 박판을 한번에 연속적으로 대랑 제조가 가능하 

여 매우 경제적이어서 fission Mo 생산용 표적으로 미국이 개발한 환형 LEU 

표척의 실용화에 큰 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2006년에 시작된 lAEA의 

‘ LEU를 이용한 소규모 fission 99M。 생산’에 관한 CRP과제를 통하여 미국율 

비롯한 과제 참가국률에게 본 과제를 롱하여 개발된 우라늄 박만 제조 기술 

을 활용하여 조사시험용 우라늄 박판 시료를 제조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리비아에는 표적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LEU 표척을 제조하여 조사시험용으 

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lAEA CRP 과제를 롱하여 우라늄 박판울 사용한 LEU 표적으로부터 fission 

Mo률 생산하는 기술율 성공적으로 확립하게 될 경우 모든 fission M。 공급 

자는 기존의 HEU 표척 대신 LEU 표척을 사용해야만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 

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본 과체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한 우라늄 

박판을 세계의 주요 Mo 공급자에게 수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새로 

이 fission M。률 생산하려는 국가들에게는 LEU 표적율 수출할 가능성도 있 

다. 

한연， 연구용원자로에 사용하는 차세대 고밀도 핵연료 개발에도 박판 제 

조 기술율 웅용할 수 있다. 

M。 분리 장치는 원자로에서 조사된 시료를 핫셀에서 분리성능시험 수행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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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Deve lopment of Key Technology for FIssion Mo Production 

11. Objective and Need of R & D 

99Mo is a parent isotope of 99"Tc for medical diagnosis and very 

important due to i ts large fraction over 800,.; of the whole demand of 

medical radioisoto야s in the world. Domestica\ly i t is not only widely 

used for cancer dlagnosis but also has the largest demand among 

medical radioisotopes. lt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Thus 

its steady supply is very important in view of public health and 

wel fare. ln addi tion. an early diagnosis of disease takes an important 

role for the enhancement of the 1 i fe quali ty of public considering a 

rapid increase of aged people in Korea. 

All the major suppl iers of fission Mo have used highly enriched 

uranium (HEU) as a target material. However. US has been developing a 

technology to replace the target material for fission Mo production 

with low enriched uranium (LEU)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lt has 

developed a promising LEU target using a thin uranium foil of about 

130 11m in thi ckness and made efforts to develop the who\e technolo양 

for fission Mo production using LEU through irradiation tests. ln the 

meantime. KAERI developed a technology to be able to manufacture a 

uranium foil continuously at a time. This technology gave an 

。pportunity for LEU target using uranium foil to be commercialized. 

Supply of radioisot。야s have some problems of its loss during 

transportation due to a long distance and its safety. and it is 

international1y recommended to produce and supply at home and to build 

a regional backu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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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 wi th the uti Iization of uranium foi 1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ed by KAERl and an internationally friendly environment for the 

use of LEU instead of HEU as a target material for fission M。

production , it is necessary to develop key technologies for LEU target 

fabrication and Mo separation. As a result , it is possible to cope 

actively with unsteady situation in the Mo supply and its cost due t。

terror or natural disaster‘ 。r supplier ’ s unusual condi tion , and t。

participate in the foundation of regional backup system for the 

fission Mo supply. 

111. Contents and Scope of R & D 

The contents of this project are safety analysis for irradiating 

a target in HANARO and technolo앓 developments for manufacturing LEU 

target using uranium foil and for separating 99Mo from the irradiated 

target. 

ln safety analysis , we calculate the reactivity of target when it is 

irradiated at the irradiation hole and estimate approximately the 

speed of loading and unloading of target to satisfy the limit of 

reactivity insertion rate in HANARO. Nuclear safety analysis for 

various thicknesses of uranium foil is performed because the amount of 

99Mo production can be changed. An optimal condi tion for the target 

irradiation is examined. With the target power , thermal hydraulic 

safety of tem야rature distribution on target region , coolant flow 

distribution , etc. , is evaluated 

[n the development of target manufacture technology , a foil is 

fabricated from the uranium foil manufacturing equipment and examined 

to satisfy the design value. We improve the process equipment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a uranium foil and evaluate its performance. 

Processes for target manufacture of uranium foi 1 fabricat ion , 

wrapping , extension of aluminum tubes and welding are devel。야d and 

optimum condition for each process is set through many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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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determined overall processes and dummy foi 1, we manufacture 

a sample target. The target is examined using x- ray , penetration, 

etc. , to confirm its integrity , and then the process is modified by 

reflecting the necessary improvements. In addition , a pJan for quality 

assurance is made to establish the target manufacturing process. 

ln the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y for Mo separation, an 

equipment of separ‘ation process is des igned and manufactured through 

an analysis of material baJance. From a test operation of the 

equipment , we evaJuate the Mo recovery rate in the processes of iodine 

removal , Mo recovery and alumina adsorption. Using the large scale 

irradiation facility in KAERI , the safety of a reagent used in the 

processes of precipitation and alumina adsorption against a radiation 

is evaluated. ln order to confirm the performance of separation 

equipment , a sample for tracer experiment is irradiated in HANARO and 

then a separation of 99Mo is tested. 

IV. Results of R & D 

1. Safety Analysis 

When the LEU target using uranium foiJ was irradiated at the OR 

hole in HANARO , the target reactivity was calculated to be much Jower 

than the limit. The effect on reactivity due to different thicknesses 

of uranium and nickel foils was negligible. The loading speed of 

target was r‘ eviewed using the calculated reactivity of target to 

satisfy the J i mi t. Based on a conservati ve estimation , the reacti vi ty 

insertion rate of target was expected to be Jess than 0.07 mk/sec 

wi thin the J imit if we assumed the target to be Joaded at 5 mm/ sec. In 

addition , the effect on the other irradiation hoJes due to the LEU 

target loading was evaJuated. The f1 ux changes on the other 

irradiation hoJes were within 2.5 % Average power of target on 

various thicknesses of uranium foiJ and reJative thermaJ neutron fJux 

on different irradiation positions were evaluated in order to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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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timal irradiation condition. 

Three-dimensional flow dynamic analysis was 

code. When two targets were irradiated at 

performed using CFD 

the same time for 

conservative analysis. distributions of tem야rature. flow rate and 

pressure in regions of target and coolant were evaluated. The maximum 

temperature at target was lower than 121 "C and the temperature at the 

cladding surface was lower than 108 "C which was lower than the ONB 

(Onset of Nuclear Boiling) tem야rature. 

2. Development of Target Fabrication Technology 

After several production tests of foil. we found that it was 

possible to produce a foi 1 of up to 50 mm in width. Thus a target 

consisting of two 45 mm wide foils. which were inserted between inner 

and outer aluminum tubes of 125mm in length. was pr때osed for 

manufacturing test. Degassing system. discharge control system. SUS 

kni fe. cool ing-roll preheat system. increase of foi 1 collection 

chamber. etc .. were added to the foil fabrication apparatus to resolve 

problems of a creation of many holes. low recovery rate. etc. As a 

result. a uranium foil over 7 m in length could be produced 

continuously and yield increased to about 70 %. Sizes of holes on foil 

surface became smaller to 1-2 mm from 2-6 mm. Test fabrication of 

uranium foil resulted in the successful production of foil of 100-150 

jlm in thickness and 50 mm in width. exceeding 5 m in length in one 

batch procedure. We examined the pro∞ss parameters affecting the 

thickness of uranium foil. As the pressure increased and the speed of 

cool ing- roll decreased. the foi 1 thickness increased. For the 

development of wrapping process. various glues were tested to fix Ni 

foil on uranium foil. A mixture of 10% scotch-grip #847 and 90% 

acetone was dropped on Ni foi 1 wi th 1-2 droplet and ur‘ani um foil was 

placed on to be firm. The uranium foil wrapped with Ni foil was then 

tightly attached by using warm rolling machine. 

Extension apparatus was manufactured to fix firmly uranium 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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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ped wi th Ni foi 1 between aluminum tubes. As a resul t of an 

extension test a using dummy foil , the plastic deformation rate of the 

inner tube ranged 0.63-0.66% and 0.46-0.5% , respectively , for tw。

experiments. 1 t was however‘ higher than the goa 1 of 0.5% i n target 

fabrication. An X- ray picture showed the pro야rly posi tioned foi 1 in 

the extended target and a good contact between Ni foi 1 and aluminum 

tubes 

Welding of both ends of aluminum tubes was tested by using TlG and 

EB methods. ln TlG welding experiment , pre- treatment of cutting the 

tube ends by 45 0 and removing oxidation film on aluminum tube gave the 

best resul ts. But an X-ray image in some cases showed a shallow 

welding depth , void , and a defect in saturated condition. ln EB 

welding experiment , the target surface should be dry , and a 

pre-treatment of cutting the tube ends gave a sound welding result. We 

confirmed a sound sealing state in welding part through RTR , PT and 

micrography examinations. Thus we chose EB welding method for sealing 

the tube ends. 

Thermal roll ing was added to reduce the surface roughness of uranium 

foi 1. The foi 1 ’ s thickness was rolled by 10-30 !.1m and became more 

uniform on the free surface. 

For the QA plan about target manufacture , we divided the whole 

process of the target manufacture i nto four detai 1 processes , and 

chose inspection items for each process together with a preparation of 

procedure report. Manufacturing instructions about uranium foi 1 

fabrication 없d aluminum tube extension were prepared. 

3. Development of Mo Separation Basic Technology 

Separation apparatus for the modified Cintichem process was 

designed and its specifications were decided. Apparatus for each 

process was manufactured and tested. As a result , the average removal 

effi c iency of iodine removal process was about 95%. The efficiency 

became higher as the amount of iodine increased and more Ag wa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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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um process was to supply Ag by 20Û% at a carrier of 10Û%. ln the 

Mo recovery process by 80 , Mo recovery rate increased as the amount of 

80 increased. lt showed a recovery over 98% for the injection of 80 by 

15 times and no more increase was happened for the 80 injection by 

more than 15 times. In the test of al umina adsorption process , M。

recovery rate was 86.4%. We set the operating condition for the whole 

process inside hot cell using the results of material balance and test 

operation. 

The radiation effects have been confi rmed on the processes of 80 

precipitation 뻐d aJ umina adsorption. According to the amount of the 

radiation exposure in the BO precipi tation process , Mo recovery rate 

changed from 97.8% to 99. 3%, removaJ rate of impurities from 99.2% to 

98.9% , and re-dissolution purification rate from 97.6% to 97.4%, and 

these changes were negl igibJe. lt was proved that the chemical 

structure of a-Benzoinoxime was not transformed by the radiation. In 

the aJumina adsorption process , the efficiencies of Mo adsorption 없d 

desorption changed from 98. 2% to 96. 6% and from 86.4% to 84. 5%, 

respectively , before and after the irradiation. This concluded that 

the radiation doesn ’ t affect much the Mo purification efficiency. 

To test the performance of the separation apparatus , an irradiation 
141..... I03n 85..... 95 

。f tracer elements at the HANARO was planned. "'Ce, ,v'Ru , o.Sr. '.Zr , 

147Nd were chosen as tracer elements. An experiment using a capsul e for 

radioisotope production was designed. Heat generation rate , 

temperature distribution at the sample , etc. , were estimated, and a 

pr‘。cedure report for the experiment was prepared. However , the 

irradiation of the tracer elements was not performed due to the delay 

。f the HAKARO operation. 

V. Utilization Plan of R & D Results 

Methods and resul ts of safety analysis for the LEU target 

irradiation c없 be util ized for detail safety analysis whe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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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uranium foil or target is irradiated. 

When an irradiation test of LEU target should be performed , a proper 

target to the irradiation condition can be prepared using the 

developed technology for manufactures of uranium foil and target here. 

The fabrication technology of uranium foil can produce a 1arge 

amount of foi Is at a time and thus it i 5 very economic. It can s01 ve 

the difficu1ty of high cost of foi1 production in commercializing the 

annulus LEU target which was developed by ANL. As a resul t , we can 

supply the uranium foil to the participants including USA attending 

the IAEA CRP which started at the beginning of 2006 to develop a 
99 technology of small scale fission "Mo production using LEU. Also LEU 

target is planned to be supplied to Libya for an irradiation test. 

lf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fission Mo production using LEU 

target wi th a uranium foil becomes successful through the lAEA CRP, 

al1 the fission Mo supplier should have to use LEU target instead of 

HEU target. Then , the uranium foil fabricated utilizing the currently 

develφed technology c뻐 be exported to major Mo suppl iers in the 

world. Also , it is possible to export uranium foil to new countries 

which will produce fission Mo in the future. 

A1so , the foil fabrication techno10gy c없 be applied to develop a 

high densi ty fue1 for research reactor wi th high performance. 

The ~10 separation apparatus can be utilized for the test of 

separation performance when a sample is irradiated in a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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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 개발 목적 

9애。는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동위원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99얀c의 모 

핵종으로， 핵분열에 의해 생산되는 fission M。와 방사화법에 의해 생산되는 Mo의 

두 종류가 있으며 대부분은 비방사능이 눔은 fission Mo 이다. 국내에서는 fission 

Mo가 천랑 수입되고 있다 Fission Mo는 UA I , U02 퉁의 우라늄 화합물율 조사용 표 

적으로 만률어 연구용 원자로에서 조사시킨 후 인출하여， 핫셀에서 표척을 용해시 

켜 여러 단계의 화학적 분리공정율 조합하여 핵분열생성물 동의 불순물율 제거하고 

99Mo만을 분리 · 정제하여 만든 후 9""Tc generator를 만툴게 된다. 

Fi ssion M。 생산은 대부분 고농축우라늄(HEU)을 표적물질로 사용하여왔다. 저농 

축우라늄(LEU)에 비해 비방사능이 높고 PU 퉁 다른 불순물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HEU률 이용한 fission M。 생산 관련 연구가 수행된바 있다[1.1-1. 41. 

그러나 국제적인 핵비확산 정책에 따라 핵연료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동위원 

소 생산에 HEU룰 사용하는 경우 이률 LEU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RERTR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숙되어왔다 미국 ANL은 fission M。 생산용 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LEU 

표적율 지숙적으로 개발하여 왔으며 폐기툴 발생랑， 경제성 동에서 HEU률 대체할 

수 있는 환형의 LEU 표적을 개발하였다 이 표적은 두께 150 \.1m 이하의 우라늄 포 

일율 알루미늄 피북재 사이에 끼워넣어 만든다. 이때 두께 10-20 \.1m 정도의 니켈 

포일로 우라늄 포일율 감싼다. 우라늄의 핵분열로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이 알루미 

늄 피복재로 가는 것율 막고， 표적을 조사한 후 피북재와 우라늄 포일율 분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라늄 포일율 사용하는 환형 LEU 표척제조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우라늄 포일을 경제적으로 제조하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우라늄 포일율 연숙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원천기술율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Fission Mo 생산용 표적물질로 HEU 대신 LEU률 사용하려는 

국제 환경율 활용하여 우라늄 포일 제조기술율 기반으로 의료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위원소인 fission M。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인 LEU 표적제조 기술 

과 M。 분리기술율 개발함으로써 fission M。의 국내 상용 생산에 대비하고 국제적인 

공급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힐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국민의 보건북지 향상 

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Fission M。는 의료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동위원소로 국내 수요는 많지 않지만 안 

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동위원소이다. 동위원소 생산 기반 기술 



율 확보하고 국가 시설인 하나로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핵분열생성물로부 

터 유용한 동위원소률 분리할 수 있는 fission M。 생산 핵심기술율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 개발 필요성 

1. 기술적 측연 

카나다의 MDS Nordion율 비롯한 세계의 주요 99M。 생산국률은 HEU률 원료물질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로 fission M。률 생 

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LEU률 사용하도혹 권고하고 있으며 기존의 99M。 생산국들도 

표적물질율 LEU로 전환힐 수 있도록 LEU률 이용한 fission M。 생산기술 개발율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ANL은 9\10 생산용 표적 물질로 LEU률 사용한 환형의 표적 개념율 개발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조사 시험율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환형 표적에 사용되는 우라늄 

금속 박만 제조의 경제생이 매우 부족하여 HEU 표척율 대체하기 어려웠다. 그사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LEU 표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박판올 연숙적으로 대 

량 생산힐 수 있는 기술율 개발하였으며[1. 5- 1. 6). 이에 따라 LEU 표적 제조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경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주요 례。 생산국률도 표척을 LEU로 전환할 수 있도록 HEU 표격 

과 비교하여 LEU 표척 사용에 있어서 기술척 및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 

력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소규모 fi ss ion 펙b 생산기술개발에 관한 IAEA CRP 과제 
률 롱하여 99M。 생산에 관련된 경험과 자료들율 공개하고 국제 씩삽율 롱하여 99M。

생산 전 과정에 대해 CRP 참가국 전문가둘율 교육 빛 훈련시킴으로써 LEU률 이용한 

fission M。 생산기술율 확립하려고 하고 있다. 

Fission M。 생산기술율 개발하기 위해서는 LEU 표적 제조기술율 개발한 후 표척 

올 원자로에서 조사시켜 9써。 분리시험율 실제로 수행하여 검증하는 것이 충요하다. 

분리 정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2-3개의 공정이 이용되고 있으나 LEU 금숙 박판과 

연계되는 분리 정제 공정의 완벽한 성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험실에서의 

입증은 KAERI에서도 수행된 바 있으나 핫셀내에서 실제 조사된 표적율 이용한 실증 

은전무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HEU률 이용한 99M。 생산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률 수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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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어 관련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과 우라늄 박판 제조기술 

율 활용하고 국제적으로 fission M。 생산기술개발에 매우 좋은 환경율 활용함으로 

써 국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조사/분리 시험 등의 99M。 생산기술을 보다 쉽게 확보 

할 수 있다. 륙히 우라늄 박만 제조기술은 LEU 표적 제작기술의 핵심기술로 박만의 

품절과 수율율 향상시키고 fission M。 생산에 적합한 LEU 표적을 개발하여 하나로 

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함으로써 fission Mo의 국내 생산에 대비한 핵심 기술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경제 산업적 축연 

Fission Mo는 국내외에서 사용중인 의료 진단용 동위원소의 대부분율 차지하는 

99~C의 원료물질로 99"rC의 반감기가 6시간임을 고려한다연 매주 일정한 양이 안정 

적이고 지숙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인구의 노령화가 지속되면 

서 99M。의 국내 수요도 지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국제척으로 테러위협이 증가하연서 방사성물질의 국제 수송환경도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만약 테러나 천재지변 퉁으로 인하여 운송이 어려워진다면 카나다， 러 

시아， 남아공 퉁 모두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는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국제테러 위협이 접증한다면 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율 수 있으며， 공급자는 언제든지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9배'10는 안정적인 공급에 따른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9!ì10 생산기 

술의 보유여부는 해외 공급처의 공급 가격 결정에 큰 영향율 미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카나다의 Nordion으로부터 가격인상 압력을 받았으나 관련 기술율 개 

발함으로써 극북한 바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99Mo 생산기술은 확보되어야 한 

다. 기술개발율 롱하여 추후 국내에서 례。률 상용생산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공급 

율 롱하여 수입 대체 효과 뿐만 아니라 국내 진단용 RI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으 

며， 인근 국가와 back-up 체계률 구축함으로써 공급 환경의 연화에 능동척으로 대 

처할 수 있다 국내의 99M。 수요는 크지 않아 상용 생산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나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으로의 수출율 가정하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한 우라늄 박판 제조기술율 롱하여 품질이 확보된 박판 

율 제조하게 된다면 99M。를 상용생산하고 있는 국가나 새로 fission M。률 생산하려 

는 국가에 우라늄 박판율 수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놓아 지숙척인 연구개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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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LEU 박판 및 표적 제작기술 개발을 완료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원자력의 비발 

전 분야에의 활용 증대률 위하여 방사생 통위원소의 생산 빛 기술개발은 지숙척으 

로 확대 추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 fission M。가 의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율 고려 

할 때 fission Mo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3. 사회척 측연 

국내 인구가 급숙히 고령화됩에 따라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은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힐율 한다 99M。는 방사성동위원소 충 그 수요가 가장 크고 앞 

으로도 계속 증가힐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발천 분야에의 원자력 활용 증대 

요구와 fission M。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율 롱하여 국가 원자력시설언 하나로률 

이용하여 fission Mo률 상용생산 힐 경우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 개발 범위 

l. 안전성 분석 

Fission M。 생산용 표적이 하나로의 외부노심 조사공에서 조사될 때 표적 조사 

로 인하여 노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표척의 안전성 퉁이 표적 설계시에 확인되고 반 

영되어야 한다. 이률 위해 핵적 및 열수력적으로 표척 및 노심의 안전성에 관련된 

인자률을 병가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표적의 반웅도， 반응도 변화율 조건 

율 만축하는 표적 장전/인출 숙도， 3차원 열유동 해석에 의한 표척에서의 온도 분 

포 및 유랑 병가 퉁이 있다. 

표적의 반응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심율 가능한 실제와 가까운 상태로 모사하 

여야 한다 하나로 노심분석율 위한 전산체계인 HANAF~’S는 연소된 노십 상태를 잘 

모사힐 수 있으나 환형의 LEU 표척을 그대로 모사하기에는 어려옴이 있다 이에 따 

라 노심과 표적의 기하학적 구조를 있는 그대로 모사하기 워하여 MCNP률 이용하고， 

핵연료 다발별 연소도 분포와 각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수밀도를 이용하여 

연소된 노십 상태를 모사하도록 한다 하나로에서 실험물 조사시 실험물에 의한 최 

대 반웅도 삽입률 제한치률 만혹시킬수 있도록 표적 장전에 따른 반응도 변화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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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장전숙도를 결정한다. 

그 외에 표척의 방사능， 표척 조사에 따른 타 조사공에 미치는 영향율 검토하고， 

최척의 표척 조사조건율 선정할 수 있도록 우라늄 박판 두께에 따른 표적의 출력 

변화， 표척의 조사위치에 따른 영향과 냉각수 유로 두께 변화에 따른 영향율 검토 

한다. 

얼수력적 측면에서는 표적 형상에 대한 설계 변경율 고려하여 새로운 열수력 해 

석이 필요하다. 이전 연구에서는 2차원 해석에 그쳤으나 천산유체해석 코드률 이용 

하여 3차원으로 열유통 해석율 수행한다. 

두 개의 표척이 조사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표적 주변의 유숙 분포， 온도 분포 및 

압력 분포를 알아보고 표척의 안전성과 표적 표변에서의 온도제한조건인 ONB(Onset 

。 f Nuclear Boiling) 온도 제한치를 만축하는지 확인한다 

한연， 표적의 장전/인출 및 조사시 예상힐 수 있는 사고률을 검토하고 표척내에 

존재하는 선원의 앙율 하나로의 선원항과 비교하여 사고에 따른 선량 영향율 개략 

적으로 알아본다 원자로의 제어용 인출사고나 표적 조사공에서의 냉각수 유통 차 

단 사고 퉁이 표척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적 입인출장치에 대한 상세설계시 

에 수행되어야 한다. 

2. 표적 제조 기술 개발 

가. 표적 제조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LEU률 이용한 fission Mo 생산용 표적으로는 미국 ANL에서 개발한 환형 표척이 

HEU 표척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환형 표적은 두께 100- 1 501lm의 우라 

늄 급숙 박판율 두 개의 알루미늄 류브 사이에 끼워냉은 후 내부 튜브률 확관하고， 

튜브 앙 같율 용접하여 제조한다. 이때 우라늄 박판은 핵분열생성물로 인하여 알루 

미늄 류브와 붙는 것율 방지하기 위한 fission barrier로 15μm 내외의 앓은 니켈 

박판으로 둘러싼다. 

환형의 LEU 표척 제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라늄 박판율 경제적으로 제 

조하는 기술이다. 종래의 우라늄 박판 제조방법은 제조공정이 매우 북잡하고 회수 

율이 낮아 경제성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힐 수 있는 용융왼 금숙으로부터 직접 박판율 제조하는 기술율 창안함으로써 고순 

도 및 고품질의 우라늄 박판 제조가 가능하였다. 

표척 설계안율 토대로 박만 제조 공정장치를 설계하고 박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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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여러 가지 공정 변수에 대한 박판 제조시험율 통해 최척의 변수률 도출한 

다. 니켈 박판으로 우라늄 박판율 감쌀 때에는 조사시 안전성율 위하여 니켈과 우 

라늄 사이에 유기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압착 후 gap이 존재하지 않아 

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접착제률 이용한 접착 및 압착 시힘을 롱하여 접착 기 

술율 정립해야 한다. 

알루미늄 튜브는 설계안에 척합하도록 가공되어야 하며 표척제조의 마지막 공정 

에서 양 끝 부분율 용접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공의 용이성과 용접 종류에 따른 륙 

성율 고려하여 여러 종류의 알루미늄에 대해 가공 및 용접시협율 하여 적절한 종류 

률 선택하도록 한다. 박판율 감싼 니켈 박판율 두 개의 알루미늄 튜브 사이에 끼워 

넣은 후 안쭉의 튜브를 확관하여 니켈과 알루미늄을 서로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한 

다 이률 위해 알루미늄 튜브를 확관할 수 있는 장치률 이용하여 확관 공정율 정립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확관된 알루미늄 류브의 양 같을 용접하여 표적으로 만드는데 알루미 

늄의 륙성이나 환형의 구조률 고려하여 두 세가지 용접법으로 용접 기술율 개발한 

다. 

우라늄 박판 제조， 니켈 박판 감싸기. 알루미늄 튜브 확관 및 용접 퉁의 표적 제 

조 기술툴율 이용하여 표적 시제품을 제작하고 표적제조 가능성율 접겸한다. 

나. 표척 제조 공정장치 제작 및 성능 명가 

2002년도에 제작한 우라늄 박만 주조장치률 이용하여 우라늄 박만 시료 에비 

제조를 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라늄 박판에 다수의 hole이 형성되 

었으며 박판 회수시 주름이나 균열이 생겨 회수율이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판 주조장치에 추가 장치률 붙이거나 공정 변수를 조정하고 박만제조시험율 롱하 

여 장치의 성능을 명가한다. 성능 명가는 박판의 표면상태. hole의 크기 ， 회수율 

퉁율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니켈 포일로 감싼 후에는 열간 압연기률 이용하여 니켈 

과 우라늄 박판을 서로 밀착시킨다. 

환형의 LEU 표척 설계안에 따라 알루미늄 튜브를 확관하기 위한 확관장치를 제작 

하여 성능을 명가한다. 확관후 내외부 류브의 변형률을 측정하여 표적 설계안을 만 

축하는 치수로 확관이 되는지 명가한다 용접 장치는 현장에 설치하여 시험율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율 고려하여 시변을 제작한 후 외부에서 용접시험율 수행하고 

엑스선 검사나 침투 겁사 퉁율 롱하여 성능율 명가한다. 

ζ
 
U 



다. Q/ A 체계 수립 

환형의 LEU 표척은 의약품율 만드는 원료 물질로 볼 수 있으며 원자로에서 조 

사되므로 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적 제조 공정의 단계별로 

품질보증 확보 방안에 대해 품질보증부서와 협의하여 절차서와 품질보증율 위한 세 

부 검사 항폭툴율 선정함으로써 표적제조를 위한 품질보증 체계를 수립한다. 

랴. 표적 제조 공정조건 수립 

표적 제조의 각 공정 단계 별로 최적의 조건을 수립한다. 우라늄 박안은 표연 

의 품질 상태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확보힐 수 있도록 주조 시힘을 롱하여 공정 

변수률 선정한다. 주조장치률 보완하거나 개조할 경우에는 기 수럽된 공정변수률 

조정함으로써 최척 공정변수를 확립해야 한다. 

니켈 박판으로 우라늄 박만율 밀착시커 감싸기 위한 공정율 수럽하기 위해 두 박 

판을 임시로 고정시킬 수 있는 방안과 밀착시킬 수 있는 장치나 방법울 수립해야 

한다. 접착제로 사용될 수 있는 불질율 조사하고 접착 방법율 시험하여 최척의 방 

법율 선정한다. 두 박만율 밀착시킬 수 있는 압연기를 선정하고 시힘을 롱하여 조 

건율 확립한다. 

표적 설계안율 이용하여 알루미늄 류브률 확관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 

한 후 확관시힘을 롱하여 최척의 확관 조건율 수립한다. 알루미늄 튜브에 적합한 

용접 방법률을 검토하고 용접시험율 롱하여 적합한 조건을 선정한다 

마. 표적집합체 제조 

표적제조의 각 공정 단계에 대해 수립된 조건을 토대로 표적집합체를 제조한 

다 알루미늄 튜브를 조럽하고 확관한 후 엑스선 검사룰 롱하여 박판의 위치룰 확 

인하고 확관 후 니켈 박안과 알루미늄 튜브의 접촉 상태률 검사한다. 알루미늄 튜 

브의 양 같단율 TlG와 EB 용접법으로 용접 시험한 후 육안검사， 엑스선 검사， 침투 

검사 빛 조직 검사툴 롱하여 건전성율 명가한다. 

3. Mo 분리 기초기술 개발 

가. 분리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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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장치 설계률 위하여 99M。 생산량 및 표적의 양 동 기본조건을 선정한다. 

분리공정으로는 질산을 용해액으로 이용하는 modified Cintichem process률 채택한 

다. 기본 공정으로부터 물질수지를 계산하여 장치를 설계하고 핫첼내의 운전을 고 

려하여 각 장치의 사양율 결정하며， 표척 용해 장치률 설계， 처1작 및 시운전한다. 

핫셀내에서의 운전율 고려하여 공정장치의 사양율 결정하고 제작하여 단위공정에 

필요한 장치률율 한번에 설치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모의 용액을 이용하여 

iodine 제거 공정， BO에 의한 Mo 회수 공정 및 알루미나 홉착 정제 공정에 대한 시 

운전을 롱하여 각 공정에서의 성능율 명가한다. 물질 수지와 시운천 결과률 이용하 

여 핫셀내 천 공정 운전조건율 설정한다. 

나. 분리공정 방사선 영향 명가 

9\↑。의 분리공정은 고 방사능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단위 공정에서 

사용되는 시약들의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율 명가하여 공정의 조건율 선택하여야 한 

다. BO 침천공정과 알루미나 홉착 공정에 대해 모의 용액율 제조하여 고 방사능을 

조사시켜 조사량에 따른 9"M。 회수율의 변화， 불순물 제거 효과， Q-Benzoinoxime의 

화학척 구조에 미치는 영향， 9"M。의 홉탈착 효율 퉁율 확인한다. 이때 방사선 조사 

는 연구원내 대단위 조사시설율 이용한다. 

다. 분리장치 실험실내 성능 시험 

분리공정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시료를 실제로 원자로에서 조사시커 그 영항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에서 방사선 조사를 하는 것은 주로 갑마선 조사시설 

을 이용하므로 충성자에 의한 방사선 영향율 북합적으로 명가하기 위해서는 모의 

용액을 제조하여 원자로에서 실제와 유사한 조건에서 조사하여 그 영향율 명가하여 

야한다 

실험실 수준에서 분리장치에 대한 생능 시험을 위해 tracer 실험용 시료률 만툴 

어 원자로에서 조사한 후 인출하여 핫첼에서 각 공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한 

다. 이률 위해 모의 시료률 조사하기 위한 조사 개념율 설정하고 시료 조사시 예상 

되는 발옐량율 명가하여 시료조사에 따른 안전성율 확인한다 

원자로의 조사공에서 시료를 조사하고 조사후 분석율 위해서는 원자로 운영자와 

핫셀 운영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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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운영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심의위원회의 안전 

심사를 받율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원자로운영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제 4 절 연구 개발 추진 방법 

환형 표척의 핵심기술인 우라늄 박만 제조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창안한 

원전기술이다. 우라늄 박판의 품질 확보률 위한 제조기술 확럽은 독자적으로 시행 

착오률 거쳐 얻율수 있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이 환형의 표척을 개발하였 

고 노하우가 있으므로 상용화률 위한 박만의 품질 기준이나 품질 확보률 위한 자문 

을 얻율 필요성은 있다. 우라늄 박만율 이용한 니켈 박만 wrapping , 알루미늄 튜브 

확관 및 용접 둥에 관해서는 미국의 경험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참고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이률 위해 기존의 한미 원자력 상설위원회률 롱한 협력을 적극 추 

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적 조사시 얀천성 분석은 하나로에서의 핵물질이나 재료 조사시험에 대한 분석 

경힘을 토대로 조사조건을 유사하게 모사함으로써 합리적인 결과률 얻율 수 있도록 

한다. 

9에。 분리 기초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HEU률 이용한 연구경험을 적극 활용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율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조사시 

험율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하나로률 이용한 시료 조사시험율 위해서는 핵연료나 

재료 시연의 조사시험 경험을 활용하여 조사시험 개념 설계나 시료 조사에 따른 안 

전성 분석율 수행하고， 조사시험계획서룰 수립한다， 조사시험율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시험 계획율 수립하기 전에 원자로 및 핫셀 운영자와 전반적인 조사 

시험 계획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시험계획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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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기술개발현황 

제 1 절 개요 

방사성동위원소는 세계 각국의 의료산업에서 중요한 역힐을 차지하고 있다. 

99"rC , 201Tl , 11lln , 1231과 같은 동위원소는 진단용으로， I3ll , 89Sr 동은 치료용 방사 

성 동위원소로 이용되고 있다[2. 1l. 이들 중 99~C은 6시간의 짧은 반감기와 140keV 

의 낮은 갑마에너지률 갖는 핵적 륙성으로 인해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동위원소에 비해 방사선량이 매우 낮고 인체조직의 루과성이 양호하며 산란성이 척 

어 의료용 진단제로서 전세계 방사성 의약품 생산량의 BO% 이상을 차지하고 았으 

며， 그 수요도 계숙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9~C은 67시간의 반감기를 가진 ~。가 β붕괴하여 생성되는 동위원소로서 ~1。의 

충성자포획이나 23\J의 핵분열에 의해 생성되며， 9src률 롱하여 안정한 Ru로 변한다. 

충성자포획에 의한 99M。 제조는 낮은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과 높은 제조 바 

용으로 응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235U의 핵분열에 의한 폐1。 제조는 핵분열물질의 추l 

급에 따른 문제점율 일부 가지고 있으나 생생된 9~。의 비방사능이 높고 이로 인한 

경제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상업생산에 이용되고 있다[2.2 ， 2.3]. 

현재 fission M。률 상업생산하고 있는 국가 중 호주 외에는 모두 HEU률 표적물질 

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핵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RERTR (Reduced Enrichment 

for Research and Test Reactors) 프로그램을 통해 LEU률 이용한 fission Mo 생산 

용 표척율 개발하고 LEU 표적으로부터 M。률 분리 • 정제하는 기술율 개발하고 있다. 

미국 ANL은 우라늄 박만율 이용한 환형의 LEU 표적율 개발하여 인도네시아 동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다[2.4 -2. 6l. 

제 2 절 국외 기술 개발 현황 

1. 일반 현황 

우라늄 핵분열 방법에 의한 fission M。 제조는 일반적으로 우라늄 표척제조， 표 

쩍조사， 조사후 표척 용해， Mo 분리 • 정제， 혜가스처리， 폐액관리 퉁의 단위 공정 

으로 구성된다. Fission M。 생산을 위한 표적물질로 LEU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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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이 RERTR 프로그램으로 연구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다. 기존의 상엽적 생산 

율 하는 곳에서는 굳이 연구개발 비용율 들이면서 LEU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 여기에 기술하는 현황은 대부분 이미 개발된 기술 

내용을 다시 정러한 것이다. 

Fission M。 생산율 위한 표척의 선정은 우라늄 농축도， 화학 분리 공정의 종류， 

원자로의 조사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표적의 형태에 따라 Mo 분리 • 정제 공정 및 

폐기물 발생랑 둥이 큰 영항을 받는다. 현재 fission Mo의 상업생산율 위해 사용되 

는 표적은 고농축우라늄으로 제조된 UAJx 합금이나 이산화우라늄(U02)이며， 이중에 

서도 UAlx 합금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HEU를 사용하는 것 

이 농축도 20% 이하의 LEU를 사용하는 것에 버해 갈은 양의 fission M。률 생산할 

때 4-5배 가랑 처리량이 갑소하는 장점이 있읍에도 불구하고， 핵비확산 촉연에서 

처리량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는 LEU 표적 개발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LEU 

U02 표적의 경우에는 핵분열에 의한 열율 냉각시키는데 문제점이 없으며， 핵연료 

표적 제조기술 및 시설률율 보유하고 있어 제조비용이 저렴하고 추가 인 • 허가률 

받지 않아도 되며， 새로 개발되고 있는 LEU U metaJ foiJ 표척의 경우에는 처리량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척 조사는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특성에 따라 조사조건 

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1013 _10" n/cm2-s의 중성자속에서 100-200시간 조사시 

키며， 표척에서 발생하는 열율 제거하기 위하여 강제냉각이 가능한 지역에 조사장 

치를 설치한다. 원자로 조사후 235U 단위 질량당 9예。 생산량은 조사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않으나 1014n /cm2-s의 충성자숙에서 100시간 조사시켰율 때 조사 직후에 약 

140Ci/g-깅5U 정도이다[2.2) 

2 표적 제조 

가， 표적 특정 

세계적으로 99M。의 제조률 위해 이용되고 있는 표적의 륙정은 표 2.2-1과 같 

다[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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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targets for 99Mo production 

Chemical Shape of Character‘ i sti cs Nations 

Form Target 
- 고농축 우라늄에 낼리 이용 

Round bar 
- 밀도 및 열전도도가 높다 

카나다 
- 용해 및 분리， 정제공정의 적용이 

UAI , Alloy 。r

다양하다 
톡일 

Plate 벨기에 퉁 
- 현재 상업생산을 위한 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저농축 우라늄에 이용 

- 밀도 및 얼션도도가 우라늄 금속에 
호주， 일본， 

Pellet 
비해 낮아 상업 생산에는 비효율적임 

톡일， 중국 

UOz - 기존 핵연료 제조시설의 이용 가능 동 

UÜz fi 1m on 미국 
inside of - 용해 후 폐액의 발생량이 척다 

Cintichem 
SUS tube - 제조기술이 까다롭다 

개발기술 

- 저농축 우라늄에 이용(고농축 우라늄 

공급 규제에 대비하여 개발) 

- Core에서 swellding 현상이 적다 카나다 CRNL 
U:ß iAI Round bar 용해시 생성되는 Si Üz로 인해 99M。 개발기술 

회수율저하 

- 실중된 기술이 아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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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적 현황 

미국 Cinti chem사는 93% 농축도의 U02률 전착( eJec troplating ) 방법에 의해 

SUS 튜브 내부에 thin fi 1m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카나다의 MDS Nordion은 

NRU 원자로(2 - 3xl014n/ cm2 -s)에서 93% 농축도의 UAl x 합금의 rod 형태 표적을 사용 

한다. 벨기에의 IRE는 1001빼의 BR2 원자로( 1. Ixl0 1 5n/ cm2- s)에서 89-93% 농축도의 

UAI X 합금을 사용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MW SAFARI 원자로(2xl014n/cm2- s)에서 

45% 농축도의 UAI 합금율 알루미늄 피북재 숙에 장입한 판상의 표적율 사용한다. 

호주는 l에W의 HIFAR에서 2. 2% 농축도의 U02 표적을 사용하였으나 새로운 연구로인 

OPAL에 사용하기 위하여 ANL에서 개발한 2()% 농축도의 우라늄 금숙 박만 표적에 대 

한 조사시험율 수행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원자로 공급처인 아르헨티나로부터 만 

상의 LEU 표적율 구매하여 사용힐 예정이다. 톡일의 VKTA는 36% 농축도의 UAl x 안 

형 금숙을 사용하였으며， 일본은 제조공정 개발 빛 실증시험을 완료한 상태이나 생 

산은 하지 않고 있는데 ， JRR-2IJRR-3 (2-3xl0 13n / cm2- s)률 이용하여 2.6% 농축도의 

UÜz 분말로 제조된 pellet율 사용하였다. 중국은 1980년대에는 1()% LEU를 사용하여 

소량 생산하였으나 1990년대에 률어서서 용액중의 높은 U 농도， 다량의 방사성폐기 

불 발생 퉁의 이유로 9()% 농축도의 UAl 합금을 사용한다 

다. LEU 우라늄 금숙 박안 표적 개발 현황 

ANL에서 개발하고 있는 LEU 우라늄 금숙 박만 표적의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갈 

다[2.7]. 일반격으로 rolling 퉁에 의하여 제조되는 금숙 박판의 크기률 정확하게 

제초할 수는 없으며 약 2()% 이상의 scrap이 발생하고 품질관리 연에서 정확한 크기 

를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대개 rolling 한 후에 금숙 박판 양쪽의 두 

께가 줄어드는 부분율 제외하고 절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우라늄 금속 

scrap의 양과 recyc1 e 여부는 박안 제조 공정의 륙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예상된 

다. 박판 크기를 조정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두께이며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축정 방법이 있다. 

1) micrometer 거친 표면의 최대 값율 나타낸다 

2) microscope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지만 파괴 검사룰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것도 역시 국부적인 측정만이 가능하다， 축정의 방법은 대개 plastic molding 법율 

사용한다. 

q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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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ighing 명균 두께만이 측정 가능하다. 

측정 결과 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SUS 판 사이에서 roll ing하여 

두께 조정율 시도한다， 박판의 두께를 125-150jml이라고 힐 때 표연 조도(거친 정 

도)는 r5jml 정도로 보고 있다 

우라늄 박판율 제조하는 동안 발생하는 scrap은 회수 및 재사용하는 것이 용이하 

지 않다. 이는 회수된 우라늄이 금숙으로 회수되지 못하여 산화물로 회수되기 때문 

이며 산화물은 어느 정도 양이 되지 못하면 금숙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척이지 못 

하기 때문이다. ANL에서는 금숙 박만 제조시 박판 크기 조정시에 약 20% , etching 

시에 2 - 5% scrapO 1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우라늄율 roll ing 한 후에 이를 원자로에서 그대로 조사시키면 길이 방향으로 신 

장되며 두께 방향으로 수축되면서 Ni 코팅 부분에 결함이 생성된다 이렇게 되면 

U-Al bonding이 발생하여 우라늄 박안의 회수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두께 380때 

의 앓은 SUS 판율 사용하여 열처리률 수행한다. 우라늄 금숙의 미세 조직이 정확하 

게 조절되었는지는 작은 우라늄 금숙 시연율 냉어 두었다가 나중에 이률 시험하면 

된다. 우라늄 금숙내의 crack이나 defect는 계숙적인 작엽에 멸 이상이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rolling 동안에 laminating (앓은 조각으로 찢어지는 현상) 현상 

은 AI drawing시 미률립 현상의 원인이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U-Al 반웅에 의한 접착으로 인하여 박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률 방지하기 위 

하여 우라늄 박판 표연율 Ni 금숙으로 코팅하는데 I Ní 코팅의 불균일 점이 있율 경 

우 조사후에 U-Al bondi ng~로 인해 우라늄 박판을 독립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다. 이러한 defect률 검사힐 수 있는 방법이 실제 공정에서는 없으며 이 defect의 

허용 오차 한계와 그 척도가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새로운 방법으로 

Ni-U-Ni 박판율 차혜대로 포개어 놓고 이들 사이에 glue(rubber cement 5% + 

hexane 95%)를 바르고 hot roll을 이용하여 접착시킨 후 Ni 박판이 3-5mm 정도 남 

도록 절단하여， 종전의 electro -coating한 박판과 통일하게 알루미늄 류브에 

drawing하여 삽입시킨다. 

우라늄 박판 표적은 피북재인 알루미늄 튜브 두 개를 용접하여 밀용해 만든다. 

용접 방법은 TIG welding 으로서 용접 후 leak나 crack의 유무률 파악하여야 한다 

이률 위하여 He leak detection 방법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피북재의 채질은 3003 

(3003-HI2 or 3003-버 4)이다. 이 합금은 Mn율 약 1% 포함하는 것으로 1050 (Al 함 

량 99.8% 이상) 또는 1100 (Al 함량 99.5% 이상) 보다 강하여 가공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알루미늄 1050도 댈 강하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알루미늄 6030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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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여 가공성이 우수하지만 용접부위에서 조사 동안에 crack이 많이 발생하여 바 

랍직하지 못하다. 

3. 표적 용해 

조사된 표적의 용해공정은 표척의 화학척 형태와 M。 분리 · 정제공정에 의해 결 

정된다. 알루미늄 합금 형태의 우라늄 표적의 경우는 알칼리 (NaOH 또는 KOH)용액과 

질산(HN03 )용액 어느 것이나 사용될 수 있으나， 우라늄 산화물 표적의 경우는 질산 

(HN03 )용액 만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fission gas , 

NO,. 수소 퉁)를 처리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현재 상엽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용해 

공정은 가성소다(NaOH) 용해와 질산( HN03) 용해가 모두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 

로 알루미늄 합금 표척의 경우는 알칼리 용해， U02 표척의 경우는 질산용해를 선택 

하고있다. 

가. UA! , 또는 U02 표적의 질산 용해 

Mo의 분리 방법 중 알루미나 홉착법과 용매추출법에서는 표적율 직접 질산용 

액에 용해시키게 되며， 이때의 화학방정식은 다읍과 같다. 

A! + 3.735 HN03 •• AJ (N03h + 0.215 NO + 0.145 N20 + 0.095 N2 

+ 0.02 NH.N03 + 0.045 H2 + 1. 785H20 

U + 4 HI\03 •• U02(N03h + 2 NO + 2 H20 

U02 + 8/3 HN03 ‘• U02(N03 )z + 2/3 N02 + 4/ 3 H20 

UAJ , 합금 표적의 질산용해 경우 금숙이 산에 용해되면서 안정한 산화물 형태의 

피막이 형성되어 용해숙도가 매우 늦어지는 passivation 현상의 방지률 위해 소랑 

(0.05 mo!e)의 Hg( N03 )z률 첨가하며， 이는 대부분의 Iodine 원소를 용액중에 잔류 

하케 하는 효과도 있어 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131 1의 생성량율 줄여주기도 하지만 

폐액 처리시 수은율 완전히 제거한 후 처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2.8l. 그러 

고 용해과정에서 NO, 가스가 많이 발생하며， 이를 제거하기 워하여 물 또는 알칼리 

용액율 이용한 scrubbing 장치률 설치하여야 하나 이는 장치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나. UAI , 표척의 알칼리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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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숙 우라늄과 알루미늄은 양쪽성 원소로서 산과 알카리에 쉽게 용해되므로 

산， 알칼리 용액이 모두 이용될 수 있으나 용해 후 분리 • 정제공정의 특성에 따라 

서 용해방법이 선정된다. 

일반적으로 표적용해률 위해 사용되는 알칼리 용액은 3-6 mol e의 NaOH 또는 KOH 

이며 용해공정에서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Al + NaOH = NaAI0z + 3/ 2 Hz 

2U + 2NaOH = NaUzO, + 6Hz 

알칼리 용해 방법의 륙정은 우라늄이 용해되연서 물에 난용성인 uranate가 형성 

되기 때문에 우라늄의 제거가 용이하고， 동시에 Ru , Zr , Ni , La 퉁의 fission 

impurity.도 일부 제거되어 M。의 정제 효과도 있으나， 용액 중 우라늄 농도가 놓게 

되면 켈 형태의 uranate 침전 화합물이 생성되므로 우라늄 농도를 정확하게 제어해 

야한다 

다 LEU 우라늄 박판 표적의 용해 

우라늄 박판 표적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튜브를 절단하고 Ni 묘팅된 우라늄 

박판을 회수하여 용해조로 주입하여야 한다. 이 때 회수된 우라늄 박안은 

manipulator로 접어서 쩌그러트려 용해조에 주입한다 이 경우 표척이 dissolver의 

바닥까지 확실하게 주입되도록 device률 만툴어 사용한다. 이 때 때로는 표적이 

brittle하게 되어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bri ttle해 지는 원 

인은 우라늄과 산소의 반용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렇게 표적이 파손되는 경 

우에 우라늄 내부에 있던 불활성 기체 및 Iodine이 밖으로 방출되게 되어 핫첼 내 

부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대한 영향율 명가하는 기술이 개발되 

어야 한다. ANL에서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우라늄의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앙에 따라서는 륙별한 ventilation sy.stem이 

훨요하게 되므로 이의 해결 없이는 이 공정의 운전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brittle해지는 원인이 산소와 우라늄의 반웅 때문이라면 Ni 코팅의 건전성 

유지 또는 미세 금숙 구조의 개선 등으로 이률 개션힐 수 있율 것으로 예상된다 

[2.7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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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 분리 • 정제 

가. 공정 일반 및 륙성 

M。 분리 • 정제 공정은 원자로에서 조사된 표척을 핫셀로 운반하여 산 또는 

알칼리 용액에 용해한 후 용액 중에 우라늄 및 타 핵분열생성물은 제거하고 미량의 

M。 만율 분리 · 정제하기 위한 공정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공정은 다양하나 실제 

fi ssion Mo의 상업생산율 위해 이용되고 있는 공정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2.9]. 

- a - Benzoin Oxime에 의한 칩천공정 

- 알루미나(Al zÜ3) 퉁 무기홉착제를 이용한 홉착공정 

- Chelex- l00 퉁 음이온 교환수지률 이용한 이온교환공정 

- D2EHPA 동을 이용한 용매추출공정 

Thermal Sublimation 공정 

단위공정멸 륙징은 표 2.2-2와 같다. 공정륙성에 따라 핵종별 Decontamination 

Factor( DF)가 차이가 있어 3가지 이상의 공정율 조합하여 M。를 분리 • 정게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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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 The prindple and characteristi cs of Mo separation & puri fi cation 

process 

Process Chemi cal Process Princ iple and Charac teristics 

。 공정원리 : 용액중 Mo 읍( - )이옹과 알루미나의 ( + )하전 
과의 전기척 홉착 및 탈착 (산성용액 상에서 얼어남) 

알루미나 
。륙 정 

- 공이정미이 간단하여 운천이 용이하며 ， 공정기술 내용이 흡착공정 알루미나 잘 확립되고 알려짐 
(Alumina (A1 z03) - 용액중 우라늄의 농도가 높으면 흡착효율이 감소하 

Adsorption) 
며. 500 g-U/ .f 이상 농도에서는 흡착이 불가능 
알루미나의 홉착능력이 크지않아 공정처리 시간이 
길며. irreversible 홉착현상。로 일부 M。 손실 

。공정원리 Mo(SCNk J 음이온율 이온교환 수지에 

음이온 
loading 시킨 후 회수 (알칼리용액 상에서 일어남) 

Chelex- lOO 0 륙정알 교환법 (상품명) 칼리용액 상에서 처리되므로 알칼리 용해시 부수척 (An ion 
깐 !8- 끼 è.‘<• 1 인 정제효과가 있읍 Exchange) 

- 음이온 수지가 유기폐기물을 발생 
- 음이온 재생공정의 추가 퉁 공정이 북잡하다 

0공정원리 ‘ Oxime와 Mo의 반용에 의한 Mo 화합물 침천 
반웅에 의한 침전물 회수 

칩전법 。륙정 
(Benzoin a - Benzoin - 용액중 우라늄 농도가 높은 용액에 적용이 가능하여 

Oxime 분리를 위한눔 초으기나공정으로 유리함 
Precipita- Oxime - 침천효율이 침전물이 미랑으로 회수시 취급에 

tion) 세심한주의 필요 
- 반응온도가 상온 이하로 유리한 점도 있으나 Ru의 
제거 효율이 낮다 

。 공정원리 · 눔은 산도에서 MoOz" 이온이 반응에 의해 
용매 쪽으로 이통하는 것율 이용하여 추출 
한 후， 역추출 

용매추출볍 。륙정 
(Solvent 02EHPA - U 회수 퉁율 위해 이미 개발되어 확립된 기술이다 

Extraction) - 공정혜액이 많이 발생하며 ， 유기용매 폐액의 발생 
- 추출， 세척 및 역추출의 다단분리로 공정이 복잡하다 
- 용액중 우라늄 농도가 높은 용액에서 사용이 가능 
하나， 높은 산도로 질산의 소요량이 많다 

。공정원리 M003의 승화온도가 750 "c 인 점율 이용하여 
고온(1l50 "C)에서 승화시켜 침적시킨 후 
용해하여 회수 

승화법 NaOH 0 륙징 
(Subl ima- (침적물 - 분리 ， 정제 방법 중 가장 순도 높은 M。 제조 

t i on) 용해) ( 고온에서 운전되는 공정장치가 필요하다 
- 미량의 M。률 기체 상태로 취급하므로 유설 방지를 
위한 운전조건이 까다로우며 ， 증발숙도의 제어가 
어렵다. 

。
。

-



OF값은 핵종별로 적용되는 공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핵종 전체에 대한 공정별 

OF값은 대체로 다응과 같다 

- a-Benzoi n Oxime 침전공정 

- 알루미나 흡착공정 

02EHPA 둥율 이용한 용매추출공정 

- Therma l Sublimati on 공정 

105 

10
3 

3-4 X 103 

10
5 

- 10
6 

한연， M。 분리 · 정제과정율 거친 후 제조되는 99M。가 의약품으로 사용되기 위해 

서 만축해야 되는 기준으로 미국 FDA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다읍과 같다. 

131 1 < 0.05 llCilmCi -"M。

- 1Y<Te < 0.05 llCi / mCi 폐o 
103n / ^ ^I"" 99. Ru < 0 . 05 llCi / mCi 깅1。 

- 89Sr < 6.0 x10- 4 llC i / mCi - 99M。

- 90Sr <1. 5 x 10- 5 llC i / mCi _99Mo 

- Total other gamma emmi t e rs < 3 x10- 3 llCilmCi _99M。

Gross a lpha < 1 x10-7 llCi/mCi _99M。

- Chemica l purity > 95 % 

나. 기존 공정 

미국의 Cintichem사가 개발한 공정은 항산과 질산 혼합용액 용해공정 • 

Benzoin Oxime 칩전공정 • Charcoa l Bed( Ag coating) • lon Exchanger ( H’ Zr이 

• Activated Charcoa l Bed 으로 이루어진다. 제조되는 fission Mo의 순도는 99.9% 

(molybdate 기준) 이상이며 공정수율은 95% 이상이다 

카나다의 MOS Nordion은 질산 용해공정 • 알루미나 흉착공정 • FeOH 침전공정 

• a-Benzoin Oxime 침전공정율 이용하고， 고준위폐액은 현재 저장히고 있다 폐액 

의 양율 줄이기 우l하여 원자로 조사후 표적의 알루미늄 피북재 부분율 분리하는 공 

정율 추가한 것이 륙정이다. 

벨기에의 lRE는 알칼리 (NaOH) 용해공정 • 알루미나 홉착공정 • Oowex 읍이온수 

지 • Act ivated carbon을 조합하여 이용하고 있다. 알칼리용액 ( NaOH)에 용해후 알 

루미나 홉착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조건율 맞추기 위한 전처리공정으로 산성화 공정 

을 추가로 거친다. Fission Mo의 회수율은 75-8Ü%, 순도는 99 ‘ 9 %, 비방사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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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000 Ci /g 이며， fission impurities는 표 2 . 2-3과 같다. 

표 2.2-3 벨기에 IRE의 fissi on Mo 제품의 fissi on impurity 

Standard Spec ifi cat ion 
Prod:.t, ,, ~ . \ I lsotopes 

(impurities , Ci / Mo , Ci) ( i mpur‘ i ties , Ci l Mo, Ci) 
1J1 l 드 5 x 10-' 드 2 x 10-0 

l03Ru 드 5 X 10-5 드 1 X 10-7 

95Zr 드 2 X 10-8 

89Sr 드 6 X 10-7 드 4 X 10-8 

90Sr 드 6 X 10-5 ’ 

total β 드 1 X 10-4 드 1 X 10-7 

total a < 1 X 10-9 드 2 X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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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의 AEC는 알카리 (NaOH) 용해공정 • Anion Exchanger • Ani on 

Exchanger • CheJating coJumn율 조합하여 사용한다F'issi on M。 순도는 95% 

(moJybdate 기준) 이상이며， 비방사능은 1000 C i /g-M。 이상이고 fissi on 

impurities 규격은 표 2.2-4와 같다. 

표 2.2-4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및 일본의 fission ~1。 저1품의 fissi on impurity 

Radionuclide 
Product Speci fication (wi th refere nce Mo , Ci)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일본(시험만 수행) 
< 5 x 10-; < 5 x 10-' < 1 x 10-; 

95Zr‘ < 4 X 10-4 

89
Sr < 6 X 10-7 

90Sr < 1. 5 x 10-8 

I03
Ru < 5 X 10-5 < 6 X 10-4 < 5 X 10-7 

125Sb < 4 X 10-4 

I06Rh < 3 X 10-5 

lH Ce < 9 X 10-7 < 1 X 10-7 

239 [11p < 2 X 10-3 

13ιfe < 1 X 10-4 

1 3~e/132 1 < 2 X 10-5 

11 2Ag;l12Pd < 1. 5 x 10-5 

total a < 1 X 10-10 < 4 X 10-8 

total ß < 1 X 10-4 < 4 X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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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일 VKTA의 공정은 질산 용해공정 -• 알루미나 홉착 • 알루미나 홉착 • 

Subl imation으로 구성된 공정율 채택하고 있다. 공정상 륙정으로 2회의 알루미나 

홉착공정율 이용하며， 이중 첫번째 홉착공정은 홉착 column율 사용하지 않고 

air-Ijft 혼합기률 이용한 회분식 홉착방법율 이용한다. 또한 알루미나의 회수는 

원심분리기률 이용하며， I차 알루미나 흡착후 M。 용액은 농축(evaporation)하는 공 

정을 거친 후 2차 알루미나 column으로 공급된다 Fission M。의 순도는 

99%( molybdate 기준)이상， 비방사능은 3000 Cilg-Mo이며， 품질규격은 표 2.2-4와 

같다 

일본 JAERl에서는 질산 용해공정 • D2EHPA 용매추출공정 -• 알루미나 홉착공정 

의 2개 단위공정율 사용하나 용매추출 공정이 북잡한 용매추출， 세척 및 역추출 공 

정으로 구성되어 실제 공정은 간단하지 않다. 시험 제조된 fission M。 제품의 순도 

는 99%이상， 비방사능은 10, 000 Cilg-Mo 이며 fission impuri ties 규격은 표 

2.2-4와 갈다 

다 LEU 우라늄 박만 표적에 대한 공정 

LEU 표척의 용해시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용액의 부피는 우라늄의 양보다는 

dissolver의 부피와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ANL의 용해조 경우는 HEU 표적 

보다 LEU률 이용하는 경우가 약 40% 증가한다 ANL에서는 순수한 질산 용액올 이용 

하여 dissolution율 수행한다. 이로서 ABO에 의한 M。의 침전시 recovery 

efficiency의 증가는 물론 액체 폐기물의 저장이나 처 리시 많은 이점이 있다. 질산 

용해시 dissolver 내부의 압력 변화는 용해조의 구조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용해 

조의 기올기가 0인 경우 압력 상숭이 커지는 데 이는 우라늄 급숙 박안과 접촉하는 

용액의 부피가 척기 때문에 용해 도충 용액의 boiling 현상이 일어나서 수분의 압 

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용액이 충분히 답긴 경우에는 압력의 spike가 

일어나지 않아 용해조의 설계가 훨씬 용이해진다. 용해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의 

압력은 어느 경우나 대개 일정해지며 이는 95 't에서의 steam pressure와 NO gas의 

압력의 합이 용해조의 압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2. 7] 

호주의 AκSTO/ARl에서는 새 연구로 OPAL에 적용하기 위해 LEU 우라늄 박만 표척 

에 대한 조사시힘을 수행하였는데 여기서 적용한 M。 순도는 98% 이상이며， 

impurities는 표 2.2-5와 갈다[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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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호주 ARI의 fission Mo 제품의 impurity 

RadionucJ i de Specification (%) 
131

1 < 0.0002 
132 11 13ιTe < 0.002 

112Ag;l 12Pd < 0.01 
2391\:p < 1. 0 
103Ru < 0.05 
127Sb < 0.5 

9~b/95Zr < 0.01 

140La/140Ba < 0.01 

Others < 0 . 01 

아르헨티나의 CNEA에서는 LEU 표척을 RA - 3 연구로에서 1x1014n/cm'-s의 중성자숙 

에서 108-120시간 조사시킨 후 10시간 냉각하였으며 Mo 분리에 이용한 과정은 약 

3.2 M의 sodium hydroxide 용해 • anion exchange -• che lating resi n column • 

che lating resin col umn 이며 Mo 샘플의 불순물은 표 2.2-6과 같다. 

표 2.2- 6 아르헨티나 CNEA의 M。 샘플 불순물 

Radionucl ide Specification 

1- 131 1. 46x10-7 

Ru- 103 1. 63x10-7 

total β < 5x10-6 

total u < 8x10-IO 

total 11 < 5x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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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물 처리 

저농축 우라늄 표척을 원자로에서 조사한 직후에 9"1.10의 방사능은 총 방사능의 

약 1%이며， 분리 • 정제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인 2얼 후(1일 냉각 1 일 공정처리 기 

준)에는 단반감기 핵종틀의 붕괴로 인해 약 9%가 된다. 표척의 해체 및 용해공정에 

서 약 26%에 상당하는 기체성분이 배출되고 총 방사농의 65% 정도가 방사성 폐액에 

잔류하게 되는데 이 중 약 5%는 악틴촉 핵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 기체 폐기물 처리 

1311, 133Xe 퉁과 같은 핵분열기체와 표적의 용해과정에서 NOx, 수소， 질소 퉁 

이 Mo 제조시설에서 발생된다. 우선 방사성요오드와 불활성기체의 환경방출율 억제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률은 표 2.2- 7 및 8과 같다. ~。 제조시설에서 취급되는 

표적의 우라늄 양은 재처리 공정에 비해 매우 척으므로 방사생요오드의 양도 매우 

척다. 따라서 홉착효율이 낮더라도 비교척 낮은 온도에서 운전이 용이한 activated 

carbon율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31 
표 2.2-7 Comparison for '0'1 removal processes 

방 법 
DF 루자비 

비 
설비비 운영비 

고 
CH31 

알칼리세정법 10' 1 저 저 다량의 폐액발생 

KIITEDA첨착 103 _ 10' 103 - 10' 저 저 NO분위기에 부적합 

활성탄흡착법 저농도에 척합 

Mercurex 법 10' 103 저 중 다량의 혜액발생 

lodox 법 103 - 10' 103 
고 고 다량의 폐액발생 

금속첨착 NO분위기에 부적합 1 

고체홉착법 103- 10' ? 저 고 CH31제거 효율 낮읍 

저농도에 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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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8 The performance of ahsorhents for 1311 removal 

흡착제 
운전온도 홉착용량* 

NOx에 대한 안정성 
( "c ) (mg 12/g) 

Ag-zeo1ite 150 80 - 200 약 

Ag- modeni te 150 140 - 180 강 

AC- 6120 130 135 강 

Ag- alumina 130 100 - 235 강 

Carbon L < 120 - 10 。「t

* 첨착물질의 앙에 따라 홉착용량이 상이함 

핵분열에 의한 Mo 제조시설로부터 표적의 용해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체가 갖는 

기본적인 화학적 조성이 용해액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각 국별 배기체 

처리공정이 유사하다 각 핵종별 포집매체 또는 포집방법에 있어서 차이률 조금 보 

이고 있율 뿐이다. 표척 용해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기체의 처리계롱은 수분율 제거 

하기 위한 응축기， 휘발성요오드 포집용으로 AgN03가 첨착된 매체충， NOX 홉수률 

위한 불 또는 알칼리용액 scruhber , 저온에서 Xe율 포집하기 위한 활성탄 또는 

molecular si eve 충전탑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륙히 Xe율 포집할 경우는 척어도 

40일 이상 저장하여 충분히 용꾀시킨 후에 환경으로 배출한다. 벨기에 같은 나라에 

서는 배기체 중 131 1과 l잉Xe율 회수하여 분리 • 정제후 유용한 방사성동위원소로 사 

용하기도 한다. 

나 액체 폐기물 처리 

본 항북에서는 Fission M。 화학처리시 주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에 대하여 폐 

기물을 분류하는 기준과 액체 폐기물의 처 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다. 

액체 폐기물 취급의 첫째 묵적은， 톡성 물질이나 방사성물질과 같이 처분되어야 할 

폐기물의 양을 최대로 줄이는 것이다 축， 원자력법 체계에서 비오염， 비톡성 물질 

로 구분될 수 있는 액체와 방사능이나 톡성율 합유하는 물질로 분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북척은 폐기물로 분류된 물질율 운반에 적합하고 폐기물 처분장에 처분하 

기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다 방사성 물질율 제거하여 비톡성 물질로 분류된 

액체는 작업장이나 가까운 곳에서 물로 희석시켜 방출하는데， 이때의 오염 준위는 

원자력 법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허용기준율 만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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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율 함유하는 액체 폐기물의 분류 

폐액을 취급하는 방법은 폐기물의 농도와 방사성 물질의 용해/불용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액체 폐기물의 분류는 폐액의 농도와 오염상태 

를 륙성화하는데 사용된다. 

(가) 저 전도성 액체 

일반척으로 순도가 높고 방사능 물질의 합유량이 비교적 적은 액체로서， 

보통 장비의 배수， 탱크의 잔여수와 같이 잘 알려져 있고 롱제되는 선원으로부터 

발생된다. 이는 폐기물에서 제외되며. M。 생산을 위한 화학처리 과정에서는 만일 

세척율 수행할 경우 세척용수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고 전도성 액체 

준위가 높은 방사성 액체 또는 용해되었거나 불용해 상태로 섞여 있는 

용제의 함유량이 많은 폐액으로， 건물 또는 바닥의 배수와 같이 통제 혹은 비홍제 

되는 선원으로부터 발생되고 폐기물로 간주된다 이는 표적물질의 용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가 이에 해당될 것흐로 판단된다. 

(다) 화학약액 

화학용제가 섞여 있는 순도가 낮은 액체로서， 실험실의 실험， 혜진의 

주입 및 재생 퉁율 롱하여 발생한다. 이 러한 액체는 보통 폐기물로 간주한다 이는 

화학처리시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세정제 

화학처리충의 주입수， 세척수， 세면용수 퉁에 의해 세정제률 함유한 폐 

액이 발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방사선 준위는 낮다. M。 생산과 관련해서는 쩡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액 및 장비 세척율 수행힐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폐액이 해 

당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액체 역시 폐기물로 분류된다. 

(마) 슐러지 

농축된 폐기물 또는 폐기물 슐러지(예를 들어 증발기의 바닥 잔여물)는 

사용후의 헤진 슬러지나 필터 슐러지 등에서 발생되고， 일반적으로 액체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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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전 처리 결과물이다 이러한 슐러지들은 더 이상의 처리를 하지 않고 고형화시 

킨다， 

(2) 액체 폐기물의 처리 방법 

액체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방법률은 여과， 중화， 중발， 

빛 이온교환 퉁이 있다. 이 방법툴은 액체폐기물의 방사능 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조합과 절차로 척용된다. 그립 2.1 - 1은 각 준위별로 예상되는 1, 2차 취급방법에 

대하여 요약한 것이다， 

(가) 여과 

여과는 격막에 펴l 액율 통과시켜 용해되지 않은 입자들율 분리해 내는 

것율 말한다. 이때， 분리를 위한 폐액율 prefi1t라고 부르며， 격막율 통과한 액체 

를 fi1trate라 하고， 격막은 여재라고 부른다. 여과는 다른 처리에 앞서서 용해되 

지 않은 입자， 축， 미럽의 방사성물질 동을 일차적으로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증벌 

이나 탈광물 처리 전에 섞여 있는 입자를 제거함으로써 중발기의 막힘율 줄이고 탈 

팡물 이온 교환기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φ 여재 

효율적인 여과률 위해서는 여재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여재의 우선 

적 선정조건은 고체입자가 분리되지 않고 과도히 통과되거나 또는， 전혀 통과되지 

않아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여재는 다융과 같은 특성율 지녀야 한다. 첫 

째， 구멍율 통과하는 입자률을 bridge 힐 수 있어야 한다 툴째， 흐름에 대한 저항 

이 작아야 한다. 셋째， 여과중의 압력이나 기계적인 마모에 대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화학적인 위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재 위에 쌓 

인 슐러지를 제거하기 연리하도록 표면이 매븐하여야 한다. 여재는 보통 연이나 

모， 폴리에스테르， 유리섬유， porous 탄소， 금숙과 기타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 

지는데， 진여재률 규조토와 같이 크고 비압축성 입자를 함유하는 재료로 미리 코팅 

함으로써 여과율율 증가시킬 수 있다. 

@여과장비 

여과장비로는 진공여과기， 케이크 여과기， 압력 여과기 퉁 많은 종류가 

있다. 압력여과기는 여과 면에 대기압보다 눔은 압력율 가함으로써 슬러지률 여과 

시키는 장비이다. 이러한 방식율 사용하는 여과기는 높은 여과 압력으로 인해 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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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도가 빠르고， 타 방법에 비해 어려운 분리 작엽도 가능하다. 또한 필터에 의해 

차지하는 여과면적이 크고， 유연성도 높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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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화 

중화는 기초 용제와 산화제의 반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반웅으로부터 

일종의 소금과 같은 것을 생성한다. 제염에 사용되는 산이나 기초제틀은 제염대상 

의 표연상태나 그 예상되는 오염원률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중화제는 

사용된 제엽제를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틀어 제엽작업에 염산이 사용되 

었다연 적합한 기본 중화제는 가성소다(l\aOH)이다 

(다) 증발 

증빌은 용해왼 상태 또는 불용해 상태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 

다. 먼저 증발처리률 위해 투입되는 혜액을 끓입으로서， 물을 기본으로 하는 폐액 

으로부터 중발 가능한 요소률을 제거하고， 중발되지 않는 물질율 분리해낸다. 이렇 

게 함으로써 폐기물의 부피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며 중발이 융나연 남아 있는 

혜액은 고농축화 되어진다. 물율 증발시키기 위해 중발기에 열율 가하는 방법으로 

스팀이 사용되어 진다. 증발기는 보롱 배치 형태로 폐액율 처리하므로 용량은 단위 

시간당 증발되는 액체량으로 표시하는데， 대체척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폐기 

물 증발기들은 5-20gpm의 용량으로 시설되어 있다‘ 표 2.2-9에는 참고문헌으로부 

터 발춰l한 각 중발기 형식별 장단점 둥이 기재되어 있다[2.11 -2.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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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중발기 형식별 장단점 

중발기 구분 장 정 단 점 최척척용 
자주 밸생하는 

문제정 

강제순환 ·높은 열교환율 • 가격이 비쌍 · 결정체화된 물 ·소금 칩전물로 인한 

충발기 ·확실한 순환 질 튜브 입구의 막힘 

·스케일링， 막힘퉁이 ·부식성 용액 ·튜브안에서의 벼등 

비교척 척옵 • 접착성 용액 으로 인한 소긍 생 

·지속시간이 길다 "ll 
·부식 및 칩식 

Long- tube 가격이 저엽 • Head r∞m 요건이 ·깨끗한 액체 ·가용조건의 연화에 

수칙헝 증밸 • 가열연객이 없융 높융 · 거품이 ~::: 민감함(필립 상숭) 

기 · 장비가 차지하는 연척 ·스케일링이 심한 액 액체 . Feed 분애가 불량힘 

이 척옵 채에는 일반적으로 ·부식생 용액 (핑립하장) 

·척당한 온도차에서 옐 부쩍합 ·증발랑이 많은 

교환율이 좋융(필립상 • 낮은 온도차에서 열 경우 

승) 교환율이 나홈(필립 

모든온도차에서 열교 상승) 

환율이 총옴(필립하 ·보룡 재순환이 요구 

장) 됨(옐립하강) 

수명형 튜브 ·헤드홈 요건이 낮융 ·영화액쩨에는 부적 ·헤드륨이 채한 

중발기 · 충발액 유리연척이 넓 합 되고 적온 용랑 

옵 ·스케일링올 형생하 이 필요한 경우 

·열교환기 효율이 총옵 는 액체에 후객합 · 스케일링이 심 

(직션형 튜브 타입) 한 액체(안곡영 

· 가격이 비쌍(만팍헝 유료타입) 

뮤료 타입) 

이
 ω 



(라) 이온 교환 

이온교환기는 고체 위상연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양전하 또는 읍전 

하를 옮는 이온교환율 수행할 수 있다 이온교환율 롱하여 양전하 및 음전하는 수 

용액으로부터 제거된다. 이온교환은 화학적 퉁가량을 포함하는 화학적인 전환반웅 

이다. 예를 률어 물율 탈광물화하기 위해 레진을 륙별히 조합했율 때 칼숭， 마그네 

습， 소륨， 기타 금숙 양전하의 모든 소금률은 양전하 교환레진에 의해 그것들에 일 

치하는 산으로 전환되어 진다. 이 산들은 연이어 적당한 음이온 레진에 의해 제거 

된다. 

% 

ι
 



제 3 절 국내 기술 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비발전 분야인 Rl 및 방사선 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의 기술 수준에 비해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하나로 및 방사성통위 

원소 생산시설의 가동으로 RI분야의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으 

며 ， 지난 10여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Rl분야에서도 관련 기술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다. Fission M。 생산기술 분야에서도 하나로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업적 부가가치가 높은 fission M。 제조를 위한 가능성을 조 

사하기 위하여 M。 분리 • 정제 공정 및 표척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률이 진행되어 왔다 

하나로의 조사공에서 목표로 하는 99M。률 생산하는데 적합한 HEU 표척 설계안율 

제시하고 설계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롱하여 타당성율 확인하였다- 표적제조 시 

험율 위해 제조장치률 설계 및 제작하여 전기분해 코팅업율 이용하여 Ni 코팅， 우 

라늄 전해 코팅 시험 퉁율 하였다. 또한 vibration packing법에 의한 표척제조 시 

협도 하였다 LEU 표적으로 유망한 환형의 표척에 사용되는 우라늄 박만 제조기술 

율 개발하였으며 기술 개선율 통해 우라늄 박판을 시험적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국내 수요률 고려하여 하나로 조사공에 적합한 환형의 LEU 표척율 설계하고 예비 

안전성 분석율 수행한 바 있다. 

M。 분리 • 정제 공정으로는 a-benzoinoxime 침전 및 알루미나 홉착공정을 중심으 

로 공정조건에 따른 M。 회수 및 불순물 제거 성능 실험율 롱하여 적합한 공정조건 

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조시설로 신규 차혜셀의 건설을 포함하여 원자력연구소의 

동위원소 생산시설 (RIPF). 조사재 시험시설(lMEF) 및 폐기물처리 시험시설(고화체 

시험시설) 내부에 있는 차폐옐 중 6개소를 대상으로 검토， 그 충 주간 120Ci _9써。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조사재 시험시설 지하의 Future Cel l 과 폐기불처리 시험시설 

1충 고화체시험시설율 명가하였다 99ιfc generator 제조공정의 개념율 정립하여 기 

준 공정을 설정하였으며， 주 공정인 co lumn loading 장치의 성능시험율 롱하여 정 

제된 Mo의 유실율 최소화하는 조건율 확립하였다. 

% 

ω
 



제 4 철 세계 시장 현황 빛 전망 

1. 세계 시장 현황 

현재 세계의 주요 ~1。 공급처는 카나다의 MDS Nordion , 유럽의 Malli nckrodt , 

lRE , 남아공의 NTP 퉁이다. 이들은 NRU( 카나다)， HFR( 네텔란드)， BR2( 벨지옵) , 

OSIRIS(프랑스)， FRJ-2( 톡일)， SAFARI( 남아공) 퉁의 원자로률 이용하고 있다. 2005 

년 자료에 의하연 카나다 Nordion사는 명균적으로 세계 시장 수요의 40"-' 정도를 공 

급하고 있으며 최대 80%까지 공급하고 있다 Mall i nckrodt는 명균적으로 25%를， 

IRE는 명균적으로 20%를 그러고 NTP는 명균 10%를 공급하고 있다[2-15]. 미국은 세 

계 수요의 약 112율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생산하고 있지는 않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미국의 99Mo 수요는 주당 5000 6-day Ci 이상이다[2.16] 따라서 세계 수요 

는 대략적으로 주당 10000 6-day Ci 정도로 추정된다. 

카나다의 MDS Nordion은 RI생산 전용 원자로인 10MW의 MAPLE 2기를 신규로 건설 

하였으나 인허가 문제로 아직 Rl률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NRU률 계속 이 

용하고 있다 미국의 미주러 대학은 최근 LEU 표적율 이용하여 주당 3000 6-day Ci 

의 fission Mo 생산율 목표로 타당성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BWXT에서는 LEU 액 

체 연료률 이용한 fission M。 생산 소형 원자로률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에서 

의 이러한 통항은 동위원소 생산에서도 HEU률 LEU로 대체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척인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Fi ssi on Mo의 세계 시장규모는 가격연에서는 작으나 의료계로서는 이의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미국 에너지성은 재정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방 

용으로 사용하던 원자로를 개조하여 fission M。를 back-up supply하기 위한 계획율 

추진한 척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2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사용율 반대하고 있 

는 미국이 의료계의 압력으로 Nordion이 MAPLE 원자로에서 fission M。 생산율 위하 

여 93% HEU를 사용하려는 계획에 대하여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Fission M。의 안 

정척인 공급에 대한 불안은 세계 유수의 RI 생산회사들과 원자로 보유자툴율 자극 

하여 생산 대열에 뛰어들도록 유인하고 있으나 의약품 원료로서의 고품질 제조 기 

술의 미비 또는 생산에 적합한 고출력 연구로의 부촉으로 그동안 Nordion의 톡점 

체재가 오래 유지되었다. 그러나 Mall inckrodt와 lRE의 공급이 늘고 있으며 륙히 

남아공의 NTP는 급숙히 시장을 확보하여 생산랑율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그외 

호주 ANSTO의 자회사인 ARI는 새로운 원자로인 OPAL의 가통율 계기로 자국 수요뿐 

만 아니라 통남아 국가 퉁으로 수출을 추진할 것이며， 아르헨티나는 CNEA의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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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ONUAR 퉁에서 fission Mo률 생산하고 있다. 

2. 전망 

Fission 펙.lo/99~c generator 제조기술은 전체 의료용 동위원소 수요 충 약 80% 

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99mTc의 지숙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fission 액!。 및 99각c 

generator 제조， 공급기술율 확보할 경우 국내 핵의학 분야의 지숙적인 발전이 가 

능힐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짧은 반갑기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방사성 

물질의 장거리 운반에 따른 문제점율 최소화하기 워하여 점차 자국내 생산율 추구 

하는 것이 세계척 추세이다. 

예로서 비륙 의약품이라 힐지라도 여객기에 방사성 물질율 같이 적재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따라서 장거리로 방사성 물질율 생산하여 운반하기보다 

는 권역별 생산체제로 나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99Mo 생산 기술개 

발율 롱하여 상업생산하는 경우 국내 소비와 함께 해외시장율 개척할 좋은 기회로 

경제성율 확보할 수 있어 9'1。 생산에 척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힐 수 있다. 

핵비확산율 위하여 IAEA와 미국은 fi ssion M。 생산에 있어서도 HEU 대신 LEU률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척인 노력율 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LEU률 이용한 fission 

Mo 생산기술개발율 위한 CRP률 수행하고 있다. 이는 LEU률 사용하는 기술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함으로써 궁국적으로 모든 fission M。 생산에 있어서 LEU를 사용하도 

록 기술척 타당성율 제공하기 위합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LEU 표척에 사용되는 우라늄 박판을 매우 경제적으로 제 

조할 수 있는 기술율 개발함으로써 LEU 표척의 상용화에 큰 기여률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제 환경과 LEU 표적 사용의 기술적 기반이 확립된 점을 고려할 때 앞 

으로 수년 내에 LEU 표척을 사용한 fission M。 생산기술이 확보됨으로써 대부분의 

국가들이 LEU 표척을 사용해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아공의 NTP 경우에는 9에。의 공급량율 50 Ci /week 수준에서 2500 

Ci/week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새로운 연구로 OPAL율 건설한 호주는 여기에 사용힐 

표적을 원자로 공급자인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하여 곧 상용 생산함으로써 수출까 

지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fission Mo 공급에 관해서는 남아공 NπP나 호주 OPAL과 같이 생산량 증가 

를 추진하는 국가률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나， 충국이나 인도와 같이 인구 

가 많으면서 경제가 급성장하는 국가률로 인해 국제 수요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매 

우 눔다. 우리로서는 M。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중국이 가까이 있어 지리척으로 유 

야
 ω 



러한 점이 있고， 또한 LEU 표척의 핵심인 우라늄 박판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이러한 여건율 잘 활용한다면 상용 생산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울 것으로 전 

망된다. 다만 현재의 좋은 국제 환경율 충분히 활용하여 조기에 상용화 기술율 확 

보해야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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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서 론 

의료진단용 동위원소 가운데 수요가 가장 많은 99"Tc의 모핵종인 99Mo는 대부분 

고농축우라늄(HEU)율 표적물질로 사용하여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핵비확 

산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로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원료물질로 HEU률 사 

용하는 경우에 대해 LEU로 바꾸려는 노력이 RERTR 프로그램 퉁율 통하여 지숙되어 

왔으며 fission M。률 생산하는 데에도 가까운 미 래에 LEU률 사용해야만 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개발은 저농축우라늄(LEU)을 표적물질로 사용하여 하나로에 

적합한 LEU 표적 제조 기술율 개발하고 분리 기초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LEU 표척이 하나로에서 조사될 때 표적 및 원자로의 안전성 분 

석， 우라늄 박판 및 LEU 표척의 제조기술 개발 그러고 99M。 분리률 위한 기초기술 

개발이다. 

안전성 분석에서는 하나로의 명형노심율 모사하여 표적의 반웅도 및 표척에서의 

온도 분포률 명가하여 제한치를 만촉하는지 확인하고， 표적내 우라늄 박판의 두께 

및 조사 위치에 따른 영향 둥율 명가하였으며， 또한 표적 장전숙도 결정에 필요한 

연수와 표적장천이 타 죠사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였다. 환형 LEU 표적에 사 

용되는 우라늄 박판의 품질율 확보하기 위하여 박판제조장치의 공정변수를 확립하 

고， 수율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박안제조장치률 개선하고 보완하였다 표적 

제조률 위한 니켈 포일의 wrapplng 공정율 확럽하고 알루미늄 류브 확관장치률 제 

작하고 개선하여 확관공정울 정립하였다 모의 표척율 제조한 후 용접시험율 수행 

하여 건전한 표적율 제조힐 수 있는 용접 조건율 정립하였다. M。 분리시험을 위하 

여 분리공정장치률 제작하고 시운전하였으며 핫셀내 천 공정에 대한 운전조건율 설 

정하였다 방사선이 침천 공정과 홉착 공정에 미치는 영항율 병가하였다 분리장치 

의 실험실내 성능시험을 우l하여 tracer 실험용 시료 조사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실 

험개념 설계 및 시료 조사시 안전성 분석율 수행하였다 

인
 



제 2 절 안전성분석 

1. 핵척 안전성 분석 

우라늄 박판율 사용하는 환형 표적이 칩니 고정장치가 있는 OR5 조사공에서 조 

사될 때 반용도， 출력 퉁율 명가하였다 이때 하나로 노섬은 명헝노심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표적 장전으로 인하여 반사체내의 다른 조사공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가 명형노십 모엘 

표척 조사에 따른 영향율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심의 연소된 상태를 잘 모사하여 

야 한다. 우라늄 박판율 사용한 환형의 LEU 표적이 하나로 OR 조사공에 장전된 상 

태를 기존의 노심전산체계인 HANAFMS로 모사하기에는 앓은 두께률 모사하는 등에 

있어서 어려웅이 있다. 따라서 예비 분석에서는 노심의 모든 핵연료가 새핵연료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고 노심의 연소효과를 추가로 고려하였었다 

이에 따라 상세한 영향율 명가하기 위하여 MCNP률 이용하여 하나로 명형노심울 

모델렁하고 환형 LEU 표적이 장전된 경우에 대해 그 륙성율 분석하였다. 명형노심 

모텔은 하나로 노심륙성 분석 결과[3-1)로부터 15 FPD(Fu11 Power Days)에서의 핵 

연료 다발별 연소도와 WIMS 계산으로부터 얻은 연소도별 핵분열 생성물의 수밀도률 

이용하여 모사하였다 연소도 분포는 축방향으로 5cm 간격으로 다발 명균 연소도 

분포률 이용하였다. 핵연료봉별 축방향 연소도률 고려하면 보다 상세한 분석이 가 

능하지만 MCNP 입력자료로 주어야 할 자료 수가 너무 많아 계산이 비효율적이다. 

연소된 핵연료의 구생 성분으로는 actinide 핵종으로 U-235, U-236, U-237, 

U-238, Np-237, Np-239, Pu-239, Pu-240, Pu- 241 , Pu-242 및 Am-241율 고려하였으 

며， 핵분열 생성물로는 노심 륙성에 큰 영향율 미치는 핵종만을 고려대상으로 하였 

는데 문헌 [3-2)율 참고하여 207ß 핵종만을 고려하였다. 고려된 핵분열 생생물은 

다음과 같다. 

- 명형노심 모엘에 포함된 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 핵종 : 

Mo-95, Tc-99 , Ru- 101 , Rh - 103, Pd- 105, Pd- 108, Ag-I09 , Xe-131 , Xe-135, Cs- 133, 

Cs-135 , Nd-143, Nd-145, Pm- 147, Sm- 149, Sm- 151 , Sm-152 , Eu-153, Eu- 154, 

Eu-155 

얘
 
ω
 



문헌 [3-2]에서는 Pd-107이 Eu-154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MCNP의 핵자료에 

는 Pd- 107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Eu- 154률 포함시켰다. 

VE:--'TURE로 구한 병형노심에서의 다발별 축방항 연소도에 따른 핵종별 수밀도는 

WH1S 계산에서 구한 연소도별 핵종별 수밀도를 내삽하여 구하였다. 

MCNP 계산의 타당성율 확인하기 위하여 OR5 조사공에 AI dummy 다발이 장전되었 

율 때 노심의 입계도 값을 VENTURE 결과와 비교하여 표 3.2- 1에 제시하였다. 계산 

모텔에서 반사체내 조사공중 IP1 . 2. 4. 6. 7. 8. 9. 12. 13. 14. 16. CNS. LH 공 

에는 Al 마개가 설치되어 있다. 

표 3.2-11. OR5 조사공에 Al dummy 다벌이 장천되었율때 노심 임계도 비교 

Code 

k-effective 

MCNP 

0.99638 (0.00022) 

VENTURE I MCNPjπNπJRE 
1.005547 0.9909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MCNP 결과가 VENTURE 결과보다 약 0.91% 낮게 명가하였지 

만 연소노심율 적절히 모사하였다 차이가 나는 원인은 계산모델， 핵자료 퉁의 차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표적 장전에 따른 특성 분석 

우라늄 박만율 사용하는 환형 LEU 표적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U foi 1 두께 100띠 

- U foil 길이 100mm 

- Ni 코팅 두께 10!ßD 

AI 피북재 두께 1. 5mm 

- AI 피북재 길이 125mm 

이 표적이 OR5 조사공에서 조사될 때 그 영향율 분석하였다. 노심의 제어봉 위치 

는 450 mm 삽입된 상태률 가정하였다， 표적 조사 위치는 칩니 고정 장치가 있는 

OR5로 정하였다 표적 장전에 따른 반웅도， 출력 및 예상 방사능울 분석하고 Mo-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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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요 변화에 대비한 생산 가능 방사능량율 검토하기 위해 표척 제작시 제작 오 

차률 보수적으로 고려하여 U foi I 의 두께률 설계값에서 최대 25αn까지 변화시키면 

서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율 확인하였다. 또한. Ni 코팅 두께률 15Jß1l 및 20Jßll으로 

연화시켜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산량 확대률 위해 표척이 통시에 2개 조사될 경 

우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1) 표척 반웅도 

환형 LEU 표적이 OR5 조사공에 장전될 때 노심 반웅도 연화는 표 3.2-2와 같다. 

표 3.2-12. 환형 LEU 표척 장견에 따른 반웅도 영향 

Case 조사공 
표적 두께 Ni코팅두께 

임계도 
반웅도 

(μm) (떼) (mk) 

1 OR5 AJ dummy 장전 0.99525 (0.00022) reference 

2 OR5 H20로 채워짐 0.99514 (0.00023) -0.646 

3 OR5 100 10 0.99578 (0.00024) 0.535 

4 OR5 75 10 0.99603 (0.00024) 0.787 

5 OR5 80 10 0.99553 (0.00021) 0.283 

6 OR5 90 10 0.99583 (0.00024) 0.585 

7 OR5 110 10 0.99590 (0.00022) 0.656 

8 OR5 120 10 0.99599 (0.00023) 0.747 

9 OR5 125 10 0.99606 (0.00022) 0.817 

10 OR3 100 10 0.99597 (0.00022) 0.726 

11 OR5 100 15 0.99601 (0.00023) 0.767 

12 OR5 100 20 0.99607 (0.00022) 0.827 

13 OR5 
100 

10 0.99639 (0.00022) 1.150 
(표적 2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척 장견으로 인하여 노심에 미치는 반웅도 영향은 롱계 

오차률 20로 고려하여도 최대 1. 3 mk 정도로 실험물에 의한 반웅도 제한치인 12.5 

mk 보다 충분히 낮게 명가되었다. OR5 조사공에서 2개의 표적이 동시에 초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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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1. 6 mk 정도여서 반응도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표적율 1개에서 2개로 

증가시키연 반웅도는 약 50 % 증가하는데， 추후 생산량 증가률 위해 표적 두께를 

125 μm까지 증가시키고 2개률 통시에 조사하는 경우에도 반웅도 중가효과를 50 %로 

고려하여 반웅도률 추정하면 노심 안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2 ) 표적 장전 숙도 

실험물이 하나로 노심에 삽입될 때 최대 반웅도 삽입률 제한치는 0.125mk/sec이 

다. 원자로의 안전성율 확보하기 위해 표적이 장천될 때 표적으로 인한 반웅도 삽 

입률 목표률 제한치의 50 %인 0. 0625 mk/sec로 가정하여 표적 장전속도에 대해 검 

토하였다. 계산 불확실도를 고려할 경우 표적 l개의 최대 반응도는 1. 1mk. 2개의 

최대 반응도는 1.4mk이다. 보수적인 분석율 위하여 100 mm 길이에서 표척의 반응도 

가 모두 삽입된다고 가정하면 표적이 l개 또는 2개일 때 단위 길이당 삽입되는 반 

웅도는 각각 0.11 mk/ cm 빛 0.14 mk/ cm 이고 표적 장전 속도률 5 mm/sec로 가정하 

면 반웅도 삽입률은 각각 0.0535 mk/s 및 0.0695 mk /s가 된다. 표 3.2-3은 표척의 

반용도가 50 mm 및 100 mm 길이에서 균일하게 삽입된다고 가정하여 장전 속도에 따 

른 반응도 삽입률율 계산한 것이다 표적 입인출 구동 장치 설계시에 표 3.2-3의 

결과를 고려하여 장전 숙도를 결정힐 수 있을 것이다. 

표 3.2- 3. 표적반웅도가 100mm 길이에서 모두 삽입될 때 장전숙도에 따른 반웅 

도삽입률 

반응도 표적 
단위 길이당 장전 속도에 따른 반웅도 삽입률 

예상 반웅도 
변화 길이 개수 

삽입 
2 mmjs 4 mmjs 5 mmjs 

1 0.107 mkjcm 0.0214 mkjs 0.0428 mkjs 0.0535 mkjs 
10cm 

2 0.139 mkjcm 0.0278 mkjs 0.0556 mkjs 0.0695 mkjs 

1 0.235 mkjcm 0.0470 mkjs 0.0940 mkjs 0.1175 mkjs 
5 cm 

2 0.278 mkjcm 0.0556 mkjs 0.1112 mkjs 0.1390 mkjs 

- 41 -



(3) 표적 출력 및 방사능 

Fission M。 생산랑은 표척에서의 출력 및 조사시간에 의존한다. 표적이 1 kW 출 

력에서 조사휠 경우 핵분열에 의해 생성되는 M。의 명형 방사능은 51.46 Ci I kW 이 

다. 조사시간에 따른 방사능은 다읍과 갈다 

- 5일 조사시 명형 방사능의 71. 26 % 

6일 조사시 : 명형 방사능의 77.61 % 

- 7일 조사시 명형 방사능의 82.55 % 

Mo의 방사능과 specific activity를 고려하여 최적 조사시간으로 명가된 5일율 

조사시간으로 할 경우 조사 종료시점에서 Mo 1 Ci률 생산하는데 필요한 표척 출력 

은 27.3 watt이며， 조사후 냉각시간 l 일， 화학분러시간 l 일. 6-day reference를 

고려하여 총 8 일의 냉각시간을 고허한다연 8 일 냉각종료시점에서의 M。 방사능은 

조사종료시점에서의 값의 13.6 %로 줄어든다. 

현재 국내 M。 수요를 주당 75 Ci 로 가쩡하고 연간 수요 증가율율 10 %로 가정하 

연 7년 후에는 현재 수요의 약 2배가 된다. 이러한 수요 증가률 고려하고 상용 생 

산시 인근 국가와의 backup supply에 대비한다고 가정하여 북표 생산량을 현재 수 

요의 4배인 주당 300 Ci로 셜쩡하고 2개의 표적에서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표적당 생산해야 되는 방사능은 150 Ci 이다. 화학공정에서의 M。 회수율율 100 %로 

가정할 경우 150 Ci 의 방사능율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척 출력은 약 30 kW이 

다. 

표 3.2-2의 각 경우에 대하여 표척 출력 및 예상되는 M。 방사능은 표 3.2-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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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4 우라늄 박판 표척장전에 따른 출력 및 M。 방사능 

Case 조사공 
표적 두께 Ni코팅두께 

U(뺑) 출력 (kW) 
방사능 

(μm) (!.Im) (Ci) 
3 OR5 100 10 24 .4 32.7 (0.0077) 163.1 

4 OR5 75 10 18.3 25.9 (0.0079) 129.2 

5 OR5 80 10 19.5 27.3 (0.0078) 136.1 

6 OR5 90 10 22.0 30.1 (0.0078) 150.1 

7 OR5 110 10 26.8 35.6 (0.0076) 177.5 

8 OR5 120 10 29.3 37.3 (0.0076) 186.0 

9 OR5 125 10 30.5 38.8 (0.0076) 193.5 

10 OR3 100 10 24.4 37.3 (0.0073) 186.0 

11 OR5 100 15 24.4 32.4 (0.0077) 161.6 

12 OR5 100 20 24.4 32.8 (0.0076) 163.6 

100 24.4 27.4 (0.0084) 136.6 
13 OR5 

(표적 2개) 
10 

24.4 32.2 (0.0077) 160.6 

* 표적 조사위치 -10cm-Ocm(하부 표적) ， 2. 5cm-12. 5cm (상부 표적) 

현재까지는 조사 및 분리 시간으로 2일 ， 6-day reference률 고려하여 조사종료후 

8일째 냉각되는 시점에서의 방사능율 생산량으로 정의하였으나， 국내에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주변국으로의 공급소요 시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생산량율 정의 

할 때는 륙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율 고려힐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공급율 고려하여 조사후 냉각 및 Mo 분러시간율 2일로， 공급시간율 1일로 각 

각 가정하고 병원에서 공급받은 후 3일 되는 시점， 축， 조사종료후 6일의 냉각시간 

이 지난 시점에서의 방사능율 생산량으로 정의한다연 표 3.2- 4의 방사능 값은 65 % 

증가한다. 

다. 반사체내 다른 조사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적의 안전성과는 관련이 적지만 fission Mo 생산용 표적이 장전되어 조사휠 경 

우에 반사제내 다른 조사공의 중성자속에 영향율 미칠 수 있다. 하나로는 동위원소 

생산， 반도체 조사， 재료 조사 시험， 중성자빔 실험 퉁 여러 가지 목척에 이용되므 

로 이툴 조사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안정된 조사 시협이 수행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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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표적 장전시 다른 조사공에 미치는 영향율 명가하였다. 

표척이 OR5공 및 OR3공에서 조사될 경우와 OR5공에서 2개의 표적이 조사될 경우 

에 대해 반사체내 각 조사공에 미치는 영향을 명가하였다. 각 조사공에서의 축방향 

명균 옐중성자숙 변화는 그립 3.2-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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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에서의 열중성자숙 인한 반사체내 3.2- 4. Fission Mo 표척 장전으로 

변화 

그립 

대부분의 경우 표척 장전으로 인한 열중성자숙 변화는 2.5 % 이내로 명가되었다， 

축방향 병균 옐중성자속의 계산 상대오차는 대부분 0.7 % 이내이다. OR5 조사공에 

서 조사될 경우에는 OR5 조사공에 가까운 IP10, IP16, IP17, CNS 공에서 충성자숙 

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표척이 2개 조사될 경우에는 더 크게 증가하여 

최대 차이가 4.4 % 로 나타났다 OR3 조사공에서 표적이 조사될 경우에는 

IP7, NAA1 , NAA3, HTS, NTD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한연， Si 조 

사를 하고 있는 NTD공에 대해서는 NTD2 조사공에서의 값만 비교하였고 NTDl에서의 

값은 누락되었다. NTD2 조사공에는 NTD 조사률 위한 분석시 사용하였먼 Si 시료가 

장전된 상태이며 NTD1 조사공에는 물이 장천되어 있다. NTD2 조사공에 대해서는 

OR3 조사공에 표적이 장전될 때 영향율 받게 될 것이며 그 영항은 1. 8 % 로 나타났 

I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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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NTDl 조사공에서도 시료를 조사힐 계획인데 NTDl 주위에 있는 lP15 및 

lP17공에서의 영향울 고려해볼 때 그 영향은 2 % 내외로 예상되며 표적이 2개 장전 

다 

될 때는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 실제로 fission Mo 표척을 조 

사할 때는 가능하면 m'Dl에서 시료가 조사되는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 

인다. 

그립 3.2- 2는 표적 장천으로 인한 법튜브 선단에서의 열중성자숙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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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sion M。 표적 장전으로 인한 법튜브 선단에서의 열중성자숙 영향 그립 3.2-5. 

가장큰 영향을 받았으 

나타났다-

OR5 조사공과 가까운 CN 빔류브 선단에서의 열중성자숙이 

며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1 % 이내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표적 최적 조사조건 분석 라. 

현재의 fission M。 생산용 환형 표적의 제원은 우라늄 박안 두께가 100 llm , 

박판 두께가 10 llm 그러고 피북재인 알루미늄 두께가 1. 5 mm 이며， 우라늄 박안의 

Ni 

두께는 100-150 llm이며 

알루미늄 길이는 125 mm 이다. 

우라늄 박판 제조시험 결과， 제조 가능한 우라늄 박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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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박판 제조장치로부터의 수율율 감안힐 경우 두께 125-150 pm이 가장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핵분열생성물의 barrier로서 Ni 박만의 경우에는 핵분열생성물의 

range률 고려할 때 두께률 10 pm에서 15 pm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Al 피북재의 두께는 앓을수록 폐기물의 양이 줄어든다 현재의 1. 5 mm는 

이전에 ANL에서 추천한 것으로 아마도 가공상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 두껍게 한 것 

으로 추정된다. 여하튼 가공상의 어려울이 없다면 폐기물 갑소 혹변에서 1. 2 mm로 

줄이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 

위의 사항들율 고려하여 우라늄 박판 두께， 조사위치 등에 대해 추가 계산을 수 

행하였다. 노심계산조건은 명형노심 MOC 조건에서 제어봉이 450 mm 위치에 었고 표 

적은 OR5 조사공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1) 우라늄 박판 두께에 따른 명균 출력 

우라늄 박만의 두께 연화에 따른 출력율 표 3.2-5에 정 리하였다. 표적의 조사 위 

치는 축방향으로 노심충섬에서 10-0 cm 이다 우라늄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speci fic power가 갑소하며 , 두께가 100 니m에서 125 pm으로 증가하면 우라늄 양은 

25 % 중가하지만. speci fic power는 5 % 갑소하고 우라늄 f이 l의 총 출력은 18.5 % 

증가한다. 따라서. foi 1 두께가 125 니m인 경우 표척을 7일 조사하고 화학처리기간 

을 2일. Mo-99 회수율을 90 %로 가정하면 주당 Mo-99 생산량은 197 Ci 가 된다. 이 

값은 현재의 주당 국내수요를 75 Ci로 가정하면 국내수요의 2.6배에 해당하는 양이 

다. 표 3.2-6은 표적에서의 열충성자숙이다. 그립 3.2-3은 우라늄 박만 두께 연화 

에 따른 박판에서의 열중생자속 및 우라늄 무게당 출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립 

3.2-4는 우라늄 양에 따른 표쩍의 출력율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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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15. 표적두께에 따른 표적에서의 출력 (표적길이 100mm, 조사위치 - 10c 

m- Ocm} 

표적두께 우라늄 양 비출력 상대 총출력 
비고 

(11m) (gm) (kWjgm) 비출력 (kW) 
75 18.2898 1.4101 1.0563 25.79 

80 19.5116 1.3912 1.0422 27.14 

90 21.9559 1.3663 1.0235 30.00 

100 24.4014 1.3349 1.0 32.57 reference 

110 26.8481 1.3219 0.9903 35.49 

120 29.2960 1.2676 0.9495 37.13 

125 30.5204 1.2652 0.9477 38.61 

130 31.7451 1.2606 0.9443 40.02 

140 34.1954 1.2172 0.9118 41.62 

150 36.6468 1.2071 0.9042 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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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6. 표척두께에 따른 표척에서의 열충성자숙 (표적길이 IOOmm, 조사위치· 

-IOcm-Ocm) 

표적두께 (11m) 열중성자속 (njcm2-s) 상대 열중성자속 비고 

75 2.1157E+14 (0.00끼 1.0534 

80 2.0790E+14 (0.0075) 1.0351 

% 2.0547E+14 (0.0076) 1.0230 

100 2.oo86E+14 (0.0074) 1.0 reference 

110 1.9954E+14 (0.0075) 0.9935 

120 1.9329E+14 (0.0075) 0.9623 

125 1.9222E+14 (0.0075) 0.9570 

130 1.9198E+14 (0.0074) 0.9558 

140 1.8615E+14 (0.0074) 0.9268 

150 1.8440E+14 (0.0074) 0.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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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우라늄 앙에 따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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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적 조사위치에 따른 영향 

표적중의 우라늄 박만 길이가 100 mm인 것울 고려하면 표척의 조사위치가 노심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표척의 출력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M。 생산랑 증가가 필요하다면 표척의 우라늄 양율 중가시키기 위해서 

는 박판의 길이를 증가시키는 것이 현재 제조공정상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다 이 

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표적의 조사위치 변화에 따른 표적에서의 열중성자숙 

변화률 알아보았다 

표척의 조사위치가 축방향 아래쪽으로 2. 5 cm 또는 5 cm 내려갔율 때 표척에서의 

병균 열중성자숙은 표 3.2- 7과 같다. 열중성자숙은 예상한 바와 같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제어봉 위치가 450mm일 때에는 -12.5- -2.5 cm에서 표적이 조사될 

때 열중성자숙이 최대이다. 제어용 위치에 따라 최대 열중성자숙 위치가 조금씩 달 

라질 수는 있으나 크게 바뀌지는 않율 것이다. 

표 3.2-17. 표적 조사 위치에 따른 표적에서의 열중성자숙 (표적두꺼il 1001lm) 

축방향 표적 조사 위치 열중성자속 (n/cm2-s) 상대 열중성자속 비고 

z= -10cm - Ocm 2.0086E+14 (0.0074) 1.0 reference 

z= -12.5cm - -2.5cm 2.0282E+14 (0.0075) 1.0098 

z= -l5cm - -5cm 2.0006E+14 (0.0075) 0.9960 

또한， 표척의 우라늄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라늄 박판의 길이률 증가시킨다연 

150 mm까지는 거의 통일한 얼충성자속에서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3) 기타 고려 사항 

표적의 크기가 바뀌연 표적 입인출 장치와 표적 사이의 H20 gap 두께가 바뀌고 

이에 따라 냉각수 유통에서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야하며， 또한 표적에서의 출력이 

달라지므로 온도분포를 계산해야 한다. 이 러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각 인자들이 

가질 수 있는 법위를 선정하여 출력 퉁의 영향을 계산하였다. 

표 3.2-8은 우라늄 박만의 두께， Al 피북재 두께 및 Ni 박만의 두께 변화에 따른 

표적 출력 및 표적 주위의 냉각수 gap 두께 변화률 정러한 것이다. 

인
 이 



표 3.2-18. 우라늄 박만 빛 A1 피북재 두께 변화에 따른 표적제원， 표적출력 및 

M。 예상생생량 

Case 1 Case 2 Case 3 Case 4 

U : 10011m U : 10011m U : 12511m U : 12511m 
표적 제원 Ni : 1011m Ni : 1511m Ni : 15μm Ni : 1511m 

Al : 1.5mm Al : 1.2mm Al : 1.2mm Al : 1.5mm 
두께 반경 두께 반경 두께 반경 두께 반경 
(cm) (cm) (cm) (cm) (cm) (cm) (cm) (cm) 

중심지지봉 1.688 1.688 1.7 1.7 1.7 1.7 1.7 1.7 

안쪽냉각수 0.2 1.888 0.247 1.947 0.2445 1.9445 0.1845 1.8845 

Al피복재 0.15 2.038 0.12 2.067 0.12 2.0645 0.15 2.0용5 

Ni foil 0.001 2.039 0.0015 2.0685 0.0015 2.066 0.0015 2.036 

우라늄 foil 0.01 2.049 0.01 2.0785 0.0125 2.0785 0.0125 2.0485 

Ni foil 0.001 2.05 0.0015 2.08 0.0015 2.08 0.0015 2.05 

Al 피복재 0.15 2.2 0.12 2.2 0.12 2.2 0.15 2.2 

바깥쪽냉각수 0.2 2.4 0.2 2.4 0.2 2.4 0.2 2.4 

가이드튜브 0.5 2.9 0.5 2.9 0.5 2.9 0.5 2.9 

냉각수 캡 0.1 3.0 0.1 3.0 0.1 3.0 0.1 3.0 

우라늄양 (얽1) 24.4 24.76 30.92 30.48 

표적출력 (kW) 32.6 33.04 39.12 38.56 

Mo생성량 (Ci) 167 169 200 197 

* 7일 조사， 1 일 냉각， 1 일 처리， 6day reference, Mo 회수율 90 " 가갱시의 방사능 

** 조사기 간율 5일로 한다연 뼈 생성 량은 14 "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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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과 가이드류브 사이의 냉각수 gap(그림 3.2- 5에서 r8)은 2 mm로 고정하였다 

우라늄 박만 및 AI 피북재 두께 변화에 따라 예상힐 수 있는 표적 안쪽의 냉각수 

gap(그립 3.2 - 5에서 r2)의 법위는 1. 9 -2. 5 mm에 있다 

중심 지지용 (r1) 

안쪽 냉각수 (r2) 

AI 피복재 (r3) 

Ni foil (r4) 

우라늄 foil (r5) 

Ni foil (r6) 

AI 피복재 (r7) 

바깔쪽냉각수 (r8) 

가이드 튜브 (r9) 

냉각수 갱 (r10) 

그립 3.2- 8 표척 제원 

냉각수 유통해석에서는 추후 우라늄 박한이나 AJ 피북재 두께의 변화 가능성율 

고려해서 표적 안쪽의 냉각수 gap 범위률 1. 8-2.6 mm로 가정하였을 때 가장 좋지 

않은 조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적 출력은 계산된 값의 10 %를 불확실도 

로 고려하여 우라늄 박판 두께가 100 l.Im일 경우에는 36 kW , 125 l.Im일 경우에는 43 

klV를 사용하도록 한다. 열은 꺼l 피북재에서도 발생하지만 우라늄에서 핵분열에 의 

해 발생하는 양에 비해 매우 적으므로 AI 피북재에서 발생하는 열은 고려하지 않는 

다 

현재 제조가 가능한 우라늄 박판의 폭은 50 mm까지이며 ， 100 mm 폭의 박판 제조 

는 시협중에 있다. 그러나 100 mm의 광폭 박판 제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표적제조시 50 mm 폭의 우라늄 박판율 사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45-50 mm 폭의 박판 2개률 상하 2단으로 하여 표적율 제조하는 

방안율 검토한다 45 mm 폭의 박판 2개률 사용한다면 M。 생성 랑은 표 3 . 2 -8의 값의 

90 %에 해당힐 것이다. 

띠
 써 



2. 열수력 적 안전성 분석 

하나로 IR 조사공에 장전되는 Fissi on M。 표적의 대한 열유통 해석의 시도가 있 

었지만 2차원 해석에 그쳤다[3-3 ， 3-4l . 이후에 핵적 륙성을 고려하여 표적형상에 

대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고려한 새로운 열수력 해석이 필 

요하였다. 이에 따라 CFD 코드률 사용하여 하나로 OR 조사공에 장전되는 F'i ssion 

Mo 표척의 3차원 열유통 해석율 수행하였다， 

가. 해석모텔링 

그립 3.2 -6(a)는 Fission Mo 표척의 제원 및 표적이 조사공 내에 설치된 상태 

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공 입구로부터의 거리는 임의로 셜쩡하였다. 유통저항 감소 

률 위하여 central rod 융부분은 원뿔형상으로 만툴었으며 ， central rod 직경이 g 

33.76 mm에서 0 44 mm로 변화하는 부분 역시 낮은 압력강하가 일어나도록 완만한 

기올기률 갖도륙 하였다 그립 3.2-6(b)는 장전된 표척의 단면과 치수를 보여 주고 

있다， 

표적은 두께 0.1 mm의 우라늄 악판 양쭉에 두께 0.01 mm 니켈이 갑싸고 이률 다 

시 두께 1. 5 mm인 알루미늄 박판이 싸고 있지만， 0.01 mm의 니켈 박판을 계산 모텔 

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여기서는 니켈을 우라늄 박판에 포함시켜 0.12 mm로 하였다. 

Central rod와 guide tube 사이에 있는 표척은 양쪽으로 2 mm 두께의 냉각수 유로 

를 형성하게 된다 표적이 장전된 상태에서 조사공을 통해 흐르는 냉각수 유량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입구와 출구의 차압율 입구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차압은 하나 

로 노심에서의 압력손실 210 kPa에 guide tube 높이 3 m에 대한 수두( 약 30 kPa)률 

합한 240 kPa로 하였다. 입구온도는 308 K( 35 "C )로 설정하였다 이미 guide tube 

의 수두를 고려했으므로 충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우라늄에서의 발열량은 최대 표적 선출력 379.92 kW/ m률 표척 형상을 고려하여 

2.958xI010 W/m3 으로 산출하였고 Al 피복재에서의 감마션에 의한 발열량은 10 

MW/ m3으로 가정하였다. 알루미늄 재질의 guide tube 및 centraJ rod에서 발생되는 

감마선에 의한 발열량도 10 MW/m3으로 가정하고， 각각의 쳐1척 및 표면적율 고려하 

여 열유속으로 환산하였다. 열유통 해석은 표적만 발열하는 경우와 표적뿐 만아니 

라 안내관과 표적조작장치도 감마선에 의해 발열하는 경우 2가지에 대해 수행되었 

다 그립 3.2-7은 표적주변에서의 계산격자률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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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忙낼 lτ { 
(a) schematic of Fission Mo target 

R16 ，88( 고::t'ä fU 

(b) cross-section vie‘" of Fission Mo target 

그립 3.2-6. Schematics of fission Mo target for computational model 

야
 써 



그립 3.2- 7. Computational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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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결과 

그립 3 . 2 -8에서 표적 주변의 유속분포를 보면， 냉각수가 표적에 의해 양쪽으로 

나누어진 유로에서 가속되었다가 표적후단에서 유로가 다시 합쳐지면서 유통혼합이 

일어나며， 표적후단의 유로가 좁아지면서 다시 가숙이 일어난다 표척 주변에서의 

명균유숙은 약 1. 3 m/ s , 표적후단 contraction 이후에서는 약 4.2 m/ s로 나타났으 

며 , 이때의 냉각수 유량은 1. 2 kg/ s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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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of target (b) rear of target (c) contraction region 

그립 3.2-8. Velocity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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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주변의 온도본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립 3.2 - 9에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두 부분이 표척에서 우라늄이 있는 부분이다. 아래쭉에 위치한 표적보다는 위쪽에 

위치한 표적의 온도가 더 높은 것을 불 수 있는데， 이는 표적 표면에 열경계충이 

발달합에 따라 상부 표척에서의 열전달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유통방향에 따라 

표척 표연에서의 온도변화률 살펴보면[그립 3.2-10]. 표적 윗부분으로 갈수록 온도 

가 상승함율 볼 수 있다. 낙타퉁 같은 형태로 충간부분이 낮은 온도률 보이는 것은 

이 부분에 우라늄이 없는 Al 피북재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적표변의 온도는 바깥 

쪽보다 안쭉에서 약간 더 눔게 나타났다. Al 피북재 주변의 반경 방항 온도률 살며 

보면[그럽 3.2-11]. 핵연료에서 최정정율 나타내고 양쭉으로 선형척인 온도감소가 

나타난다. Al 피북재 표연과 냉각수가 접하는 영역에서는 매우 급격한 온도 구배가 

나타나며， 이후 냉각수충에서는 완만한 차이률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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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 11.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arget in radial direction. 

표적만 발열하는 경우， 표척 최대온도는 119.2 '(: , 표면온도 106.5 '(: 이며 냉각수 

옹도는 입구온도에 비해 18.2'(:상승한 53.2 '(:로 나타났다. 표적과 안내관， 표척조 

작장치 모두에서 발열이 고려된 경우는 표척만 말열하는 경우에 비해 표적 최대온 

도가 1. 5 '(: (1 20. 7 '(: ) , 표적표연온도는 1. 4 '(: (1 07.9'(: ), 출구 온도는 7. 2'C (60.4 '(: ) 

정도 상숭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9). 이 결과는 표척 Al 피북채 용융온도 66 

0 '(: 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표변에서의 ONB(Onset of Nuclear Boiling)온도인 

146.6 '(:와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 따라서 본 계산에 사용된 표적의 형상 및 제원은 

냉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19. Summary of T/ H analysis results 

질량유량 1.2 kg/s 

표적주변 평균유속 1.31 m/s 

표적후단 평균유속 4.15 m/s 

최 대유속 4.97 m/s 

Heat generation by only target 
Heat generation by target & 

others 

최대온도 392.2K (119.2 'C ) 393.7K (120.7'C ) 

Al-cladding 
379.5K (106.5 'C ) 380.9K (107.9'C ) 

최대온도 

냉각수 출구온도 326.2K (53.2'(;) 333.4K (60 .4 'C) 

히
 



그립 3.2-12는 전체 시스템에서의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표척이 장착된 

부분에서 유로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큰 압력강하가 얼어남을 보여준다. 

2.400 ‘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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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04 

7.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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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 12. Pressure dJstrJbution 

다. 결론 

핵척 륙성율 고려하여 설계변경된 FissJon-Mo 표척에 대해 CFD 코드률 사용하 

여 3차원 열유통 해석율 수행한 결과， 표적에서의 최대상숭온도와 표척표연에서의 

ONB가 일어나는 제한온도에 의한 설계 조건들율 모두 만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율 뿐 

만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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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분류 및 검토 

표척의 장전， 인출 및 조사 과정에서 고려힐 수 있는 사고틀을 알아보고 정성적 

으로 그 영향율 검토하였으며， 표적내에 존재하는 방사능 양을 알아보았다 보수적 

인 분석율 위하여 사고시 가상힐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률 가정하였다 원자로의 제 

어용 인출사고나 냉각수 유통 차단 사고는 원자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빠르게 

나타나 바로 원자로가 정지되며 하나로의 외부노심 조사공에 장전되는 표적에 미치 

는 영향은 원자로내 핵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고려하지 않았다. 기존의 표적 

입인출장치 설계개념율 고려하연 표적과 조사장치 사이의 gap 크기와 냉각수 유숙 

에 따라 표적 온도가 크게 영향율 받을 수 있어 표척 입인출장치가 확정되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 사고분류 

표적 인출 및 장전， 조사시 가정 할 수 있는 사건들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률율 고 

려할 수 있다. 

- 표적 장전 및 인출 동안 취급 부주의나 업인출장치 결함으로 인한 표적 이탈 

사고 : 표적 입인출장치에 표척율 물고 OR 조사공에 표적을 장전할 때나 조사후에 

OR 조사공으로부터 표적율 인출할 때 입인출장치 취급 부주의로 조사공이나 원자로 

수조에서 입인출장치로부터 표척이 이탈하거나 수조 벽이나 수조내 구조물과 충롤 

하여 표척에 손상이 생겨 핵분열생성물이 누출되는 사고， 

- 조사공에서 조사시 표적 이틸 사고 표적을 조사하는 도중 표적 입인출장치의 

이상으로 표적이 이탈하는 사고. 

- 조사후 표적 이송시 표적 이탈 사고 표적은 조사된 후 핫셀로 옳기기 위해 

원자로 수조에서 핵연료 이송수로률 롱하여 작업수조까지 이송되는데 이송수로나 

작업수조에서 표적이 입인출장치로부터 이탈하는 사고. 

- 표적 제조 결함으로 표적 조사시 방사능 누출 사고 표적 제조시 용접불량 동 

의 제조결함으로 인해 핵분열생생물이 누출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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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 조사충 표적 주변의 냉각수 유로 변화에 따른 유량 감소 사고 : 냉각 부 

축으로 표적에 이상이 생겨 표적 내의 핵분열생성물이 냉각수로 방출된다고 가정. 

그 외에 반웅도 사고를 고려한다면 계산 불확실도를 고려한 표적 l개의 최대 반 

웅도 1. 1 mk가 순간 주입되는 사고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로의 경우 1. 5 mk의 

순간 반응도 삽입에 대해 분석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있으며 표적 자체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나. 사고 검토 빛 표적내 방사능 

표적이 입인출장치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최악의 가정은 표적이 손상되어 표적내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되는 경우이다. 표적 결함이나 냉각 유량 감소에 따른 결과도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이다 

따라서 표척으로부터 누출될 수 있는 핵분열생생물의 최대 양율 알아보았다 표 

척의 조사 및 냉각 시간에 따른 힐로겐 및 불활성기체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표 

3.2- 10과 같다. 표적 설계안에 따르면 표적 출력이 OR5 및 OR3공에서 조사될 때 약 

32-37kW 이므로 보수적으로 때때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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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0. Fission Mo 생산용 LEU 표적내의 핵분열생성물 방사능 (Ci) (출력 

=40kW) 

Half 냉각시간 (조사시간이 5인일 때) 냉각시간 (조사시간이 7인일때) 
'J uclide 

Life 0일 5일 7일 8인 0일 5일 7일 8일 

8r-82 1.47d 0.16 0.015 0.0058 0.0036 0.235 0.0223 0.0087 0.0054 

8r-83 2.40h 179.4 0 0 0 179.1 0 0 0 

Kr-83m 1.86h 179.8 0 0 0 179.5 0 0 0 

8r-84 31 .801 336.0 0 0 0 335.3 0 0 0 

8r-85 2.901 417.2 0 0 0 416.3 0 0 0 

Kr-85m 4.48h 421.5 0 o 0 420.6 0 0 0 

Kr-85 10.7y 0.076 0.08 0.08 0.08 0.108 0.112 0.112 0.112 

Kr-87 1.2끼1 851.2 0 0 0 849.2 0 0 0 

Kr-88 2.84h 1207 0 0 0 1204 0 0 0 

Kr융9 3.1 m 1527 0 0 0 1523 0 0 0 

Kr-90 32.35 1521 0 0 0 1517 0 0 0 

Kr-91 8.65 1120 0 0 0 1117 0 0 0 

1-130 12.4h 0.825 0.001 0.000067 oαJ0018 1.226 0.0015 0.0001 0.00003 

1-131 8.04d 323.6 225.0 190.1 174 .5 425.1 291.6 246.1 226.0 

Xe-131m 11.9d 0.499 1.139 1.266 1.309 0.906 1.674 1.817 1.862 

1-132 2.28h 968.1 334.4 218.5 176.8 1146 395.6 258.5 209.2 

1-13301 9.0s 43.1 0 0 0 43.3 0 0 0 

1-133 20.8h 2186 41.2 8.3 3.7 2219 41 .8 8.4 3.8 

Xe-133m 2.19d 44.3 17.0 9.3 6.8 54.2 19.2 10.4 7.7 

Xc-133 5.24d 844.7 666.4 519.0 456.5 1156 832.7 647.1 568.8 

1-134m 3.5m 152.1 0 0 0 152.8 0 0 0 

1-134 52.6m 2538 0 0 0 2537 0 0 0 

1-135 6.5까1 2093 0.0072 0.000047 0 2093 0.0072 0.00005 0 

Xe-135m 15.301 380.6 0.0012 0 0 381.1 0.0012 0 0 

Xe- 135 9.10h 87.0 0.58 0.015 0.0025 85.7 0.59 0.015 0.0025 

1-136 83.45 1022 0 0 0 1022 0 0 o 

Xc-137 3.83m 1991 0 0 0 1991 0 0 0 

Xe-138 14.1m 2076 0 0 0 2074 0 0 0 

Xe-139 39.75 1687 0 0 0 1685 0 0 0 

Xc-140 13.65 1176 0 0 0 1174 0 0 0 

Total 25374 1,285 947 820 25983 1583 1172 1017 

표 3.2 - 10의 방사능은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유통차단 사고시의 방사 

선원인 36봉 핵연료 다발 l개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 방사농의 4 % 이하이 

다. 이러한 가상사고시에 표적내에 있는 핵분열생성물이 전부 통시에 냉각수로 방 

출된다고 가정하고 환경으로 방출되는 경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피폭 선량은 하 

나로의 유통차단 사고시 선원의 앙과 비교하여 구힐 수 있다 

야
 ω 



제 3 절 표적 제조 기술 개발 

1. 표적 제조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가. 서론 

현재 전 세계척으로 핵무기급의 고농축 우라늄율 핵분열시켜 암 진단제인 동위 

원소 99M。를 생산하고 있으나， 미국 에너지성에서는 1992년부터 핵비확산 정책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으로 대체하고자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우라늄밀도가 약 4 g-U/cc인 U- AI 합금율 fission Mo 조사표척물질로 사용하고 있 

으나 235U 농축도를 낮추기 위해서 조사표적물질의 우라늄 밀도가 높아야 하며 약 

18 g-U/cc로 고밀도인 순수한 U 금숙을 사용해야 한다. 순수 우라늄박만 조사표적 

은 핵분열이 일어나연서 중심부온도가 상승되연 심하게 변형되고 부풀어 오르는 불 

안정한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j 두께 100-150때의 앓은 박판형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우라늄을 제조한 후 주괴를 절단， 열간압연하여 우라늄박판율 제조하는 종래 방 

법은 우라늄 또는 우라늄합금 주괴를 진공 유도용해로에서 1300 "C 정도에서 동온상 

태로 유지한 후에 진공주조하고， 용 형태의 주괴률 적당한 두께로 절단하여 6oo "C 

이상의 고온에서 불활성 분위기로 열간압연 및 옐처리를 반북적으로 수행하여 점차 

주괴의 두께를 앓게 하여 최종척으로 100- 150Iß11의 앓은 우라늄 박판율 제조하는 

것이다 제조된 우라늄 박판이 조사시험 중에 파다하게 앵윤되는 것율 방지하기 위 

해 미세한 동방척인 결정립 조직율 얻도록 진공 중 800 "C 정도에서 균질화열처리 

및 소입율 수행한다. 

이와 같이 우라늄 박판의 제조공정은 매우 북잡하다. 우라늄이나 우라늄합금은 

장하고 연성이 부쭉하기 때문에 기존의 열간압연법에 의한 우라늄박만 제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압연공정 중에 우라늄에 내재해 있던 잔류용력으로 인해 우라늄 

박판의 내부에 균옐이 생겨 손상왼 불량의 박판이 제조됩으로， 회수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회수율의 저하는 고가인 우라늄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문제성이 

있다. 또한， 우라늄은 산화성 물질이므로 진공이나 불활성 분위기에서 가열하고 열 

간압연율 하여야 함으로， 주괴의 두께률 조정하기 위해 수 차례 계속되는 열간 압 

연과정은 매우 번거로올 뿐 만 아니라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우라늄 박판 

의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요인이 된다. 우라늄박만은 우라늄 주괴로부터 수회 

의 열간압연으로 인해 잔류웅력율 가지고 있고， 박판제조 중이나 조사과정 중의 열 

- 66 -



순환(thermal cyc ling)에 의한 변형이나 파손이 생길 수 있다 열간압연에 의해 제 

조왼 우라늄 박판은 압연 시에 흔입된 표면산화물 퉁 불순물율 제거하기 위한 부가 

적인 공정이 필요함으로， 공정의 북잡성이 증대되는 문제접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 미세한 등방조직을 갖는 박안을 만들기 위 

해 필요한 열간앙연공정 및 열처 리 등을 포함한 복잡한 제조공정을 간소화하연서 

동시에 박판제조의 생산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며 표면의 산화를 방지하고 잔류웅 

력이 제거된 고순도 및 고품질의 악만을 용이하게 제조하는 우라늄 박만의 제조방 

업을 고안하였다 

도가니 내부의 감압과 챔버 내부의 가압으로 용탕을 도가니 내에 유지하면서， 슬 

롯을 냉각롤 표면에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용탕을 슐롯을 롱하여 냉각롤 표면에 배 

출하여 웅고시키고자 하였다 우라늄 결정립이 미세하고 불규칙적인 방항성을 가지 

도록 하여 재질의 특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두께가 균일하고 폭이 넓은 박판을 연속 

적으로 제조하도록 하여 우라늄 박만의 제조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우라늄 악판의 

제조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제조된 우라늄 박만이 압연율 하지 않고도 강인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우라늄 박판의 제조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우라늄의 회수 

율이 현저히 높아지면서 동시에 단시간 내에 앙호한 성질의 우라늄 박만율 대량으 

로 생산하도록 하는 우라늄 박만의 제조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잔류웅 

력이 박판의 내부로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결정 방향을 갖는 결정립이 

불규직하게 분포되어 거시적으로 동방성을 갖는 우라늄 박판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 초반의 급속웅고법의 출현한 이래， 급속응고현상의 열역학적 배경， 속 

도론 빛 형태학적 용고륙성 규명에 관한 연구와 상업적으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형 

태의 급속용고 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급속웅고의 

특성규명과 새로운 소재 개발을 위해 실험실 규모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melt 

splnnlng 법과 산업적 규모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strip casting 법의 실제적 연결 역할율 하는 planar flow cast ing (이하. PFC로 

표기) 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비정질 및 유리질 합금의 제조 및 개발 

율 목표로 시작되었던 급속웅고 박만 연구는 최근에 각종 다결정 박판의 응용분야 

가 개척됩에 따라 박판소재의 연속제조법 확럽과 그 특성 명가로 연구범위가 확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적 제조 공정 장치 설계에서는 조사 표척의 설계안을 토대로 시작품 설계안을 

제시하였으며 1 예상되는 각 제조 공정율 선정하였다 박판의 너비는 현재까지 개발 

된 기술을 토대로 너비 45mm의 박만 2개를 이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표적 제 

조 공정 장치 설계를 위하여 표적 설계안을 토대로 표적 개념도 및 제조방안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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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였다. 또한， 제조공정율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표적 시작품을 제작할 예정이었 

다. 표적은 그립 3.3-1-3.3-3과 같이 길이 125mm의 알루미늄 내 • 외부 류브 숙에 

길이 45mm의 박만 2개를 끼워 냉는 형태이다. 조사표적의 재질의 선정은 알루미늄 

을 사용하기로 선정하였다. 용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1050 계얼율 선택 

하였다. 알루미늄 10계열은 표 3.3-1과 같은 륙성 빛 기계척， 화학적 성질을 가지 

고 있다 

표 3.3- 1. 알루미늄 1050 계열 

형번 -l!三누 성 비 고 

강도는 떨어지나 전도율 반사율이 높고l 

내식성/ 성형성， 용접성 우수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kg/m미) 항복강도(kg/m며) 
선 율(%)이상 

이상 이상 
1050 

6이상 2 

화학성분 

Cu Si Mg Zn Mn Fe Ti AI 

0.05 0.25 0.05 0.05 0.05 
0.4이하 0.03이하 99.5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알루미늄 1050은 용접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 용이하게 판 

단되어 사용하였다 

- 68 -



그립 3.3-[ 조사 표적 

D 

그립 3.3-2 조사표적 설계안 
그립 3.3-3 조사표적 조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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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FC 냉각롤 주조장치 제작 

(J) PFC 장치의 설계 

~1。 조사표적용 우라늄 박판을 제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웅용된 급숙용 

고법은 그럽 3.3- 4에서 개략척으로 표기된 PFC 법으로서 용용된 금숙으로부터 직접 

박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박만의 형상 및 두께는 분사압력 ， 노줄 tip과 롤 사이 

의 간격 및 롤의 회전수 퉁에 영향을 받는다. 기술의 륙정은 냉각롤과 노즐간의 간 

격을 좁혀서 용탕을 만상으로 흐르게 하고 회전하는 냉각롤상에서 응고시커 박판의 

형태로 제조하는 것이며， 장접으로는 두께가 균일하고 폭이 넓은 박판이 제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치률 제작할 때 노즐과 롤 사이의 간격율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훨요하며 또한 여러 PFC 법의 공정연수는 melt puddle의 안정화에 기여하므 

로 me1t puddle이 안정화 될 수 있는 조건을 선정힐 수 있도록 노즐율 3축으로 이 

통시킬 수 있는 장치가 또한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갈은 사항 

을 고려하여 Mo-99 조사표적용 우라늄 박판 제조용 PFC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그립 3.3- 5에 제작된 PFC 장치의 설계도률 나타내었다 

Liquid 

nozzle 

” m 이
 

Q 
]

Direction of wheel rotation 느 

그립 3.3-4. PFC 법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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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그립 



(2) 주요 설계조건 및 제작 륙성 

우라늄은 산화성이 강한 금숙으로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용해 

및 출탕율 하여야 하므로 완벽한 밀폐구조률 요한다. PFC (PFC) 장치의 진공 

chamber 부위는 규격 W500 x D500 x Hll OOmm의 SUS 304 재질로 하였다. U 박판 제 

조실험시 관찰이 용이하도록 front open door에 view port률 설치하였다. 또한 제 

초된 U 박판이 전량 회수되도록 설계하였으며 그립 3.3 -6에 진공 chamber 부를 나 

타내었다. 

PFC 냉각률 주조장치는 석영도가니 내부와 챔버 내부의 압력차이로 용탕율 도가 

니 내에 유지하면서， 슐훗율 냉각롤 표변에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용탕율 슬롯율 

롱하여 냉각롤 표면에 배출하여 웅고시킴으로 우라늄 결정립이 미세하고 불규칙적 

인 방향성율 가지도륙 하여 채질의 특성율 보다 향상시키고 두께가 균일하고 폭이 

넓은 박판을 연숙적으로 제조하도혹 하여 우라늄 박판의 제조률 보다 용이하게 하 

는 우라늄박판 제조방법율 창안하였다 

본 제조방법은 다융과 갈은 6단계로 이루어진다. 

- 하부로 슬롯이 형성된 노즐율 갖는 도가니의 내부에 우라늄을 포함한 금숙원소 

를 장입한 후에 진공상태에서 석영 도가니률 가열하는 진공가열단계 

상기 금속원소가 용해되기 전에 챔버의 진공율 따기하고 불활성가스를 챔버와 

도가니 내로 일정한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충진하는 불활생가스 충진단계 

- 챔버의 내부로 불활성가스가 완전히 충진된 후에 도가니를 밀폐하고 석영 도가 

니의 내부보다 챔버가 고압이 되도룩 챔버의 내부에 추가로 불활생가스률 주입 

하여 도가니에 역압이 형성되도록 하는 역압형성단계 

- 상기 도가니의 역압형성이 지숙되는 동안 금숙원소를 계숙 가열하고 완전히 용 

해시켜 일정한 온도의 용탕을 만든 후에 도가니률 하향으로 이동시커 일정한 

숙도로 회션하는 냉각률의 외주연에 슐롯올 근접시키는 슬롯근접단계 

슬롯이 냉각홀에 근접한 다읍에 도가니의 내부로 불활성가스률 더 주입하여 상 

기 도가니의 역압율 파기하연서 냉각롤의 외주변에 일쟁한 분사압력으로 용탕 

율 슐룻에 의해 박판형태로 분사하는 용탕분사 및 박판형성단계 

- 분사된 용탕의 일면이 냉각롤의 외주변과 정혹한 후에 상기 냉각롤과 함께 회 

전이동하면서 급숙히 냉각되는 직접접축 급냉단계 

- 냉각되어 웅고된 박판은 냉각률의 얼측에 설치되는 회수용기로 이동되어 수집 

되는 박안수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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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박인 제조 장치는 다음과 같은 7 부분으로 구성된다 

밀폐된 챔버와， 챔버의 외부로 설치된 배기펌프와， 챔버와 배기멈프를 연결하 

는 배기관으로 구성되어 챔버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챔버 진공부 

챔버의 내부로 설치되는 도가니와， 도가니의 하부에 일체로 형성되는 노즐과， 

노즐의 끝으로 형성되는 슬롯과， 도가니의 외부에 갑긴 고주파유도코일로 구 

성되는 용해 및 박만형성부 

슬롯에 의해 형성된 박만의 일면이 접촉되어 급냉되도록， 슬롯의 하부로 챔버 

의 내부에 일정한 속도로 구통되도록 설치되는 냉각롤로 구성되는 접촉 급냉 

닙 

T 

- 슬롯이 냉각롤에 근접하도록 도가나를 상하로 이동하는 슬롯근접부 

슐롯근접부와 도가니의 사이에 장착되어 도가니의 상부를 밀혜하여 고정하는 

밀폐고정부 

챔버의 내부와 유통되도록 구비되고 가스개폐밸브를 갖는 가스충진관과， 밀폐 

고정부를 통해 도가니의 내부와 유통되어 챔버의 내부와 연결되고 개폐밸브를 

갖는 도가나유통관으로 구성되는 역압형성부 

• 도가니 유통관에 연결되고 가스주입개폐밸브률 갖는 가스주입관으로 구성되는 

용탕분사부 

그립 3.3-6. PFC 장치의 진공 Chamber 부 

꺼
 
ω
 



PFC 법으로 광폭의 박판율 제조하기 위해서는 노즐의 형상에 따라 melt puddle의 

안정성이 좌우되므로 노률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본 실험에 사용된 노즐은 직경 

25mm, 길이 150mm의 석영관으로 노률 tip 부위는 석영 plate를 0.4mm x 18mm의 

slot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박안의 형상에 큰 영향율 미치는 노줄의 1st lip 

과 2nd Ii p의 두께는 노즐 tip의 slot 폭 크기의 1. 5-2배로 하여 puddle율 안정화 

하였다. 그립 3.3-7에 노즐의 형상을 개략척으로 나타내었다. 

그립 3.3-7. U 박만 주조실험에 사용된 석영노출의 형상 

광폭의 U 박판율 제조하기 위해서는 용융금숙의 분사시에 노줄 tip과 냉각률과의 

간격 및 분사각도 등의 조절이 정밀하게 요구되므로， quartz holder system을 그립 

3.3-8과 갈이 설계， 제작하였다. 팡폭의 U 박판을 제조하기 위해 slot 형 노줄올 

사용할 경우， 노즐 tip과 회견 롤 사이에 간격이 크연 melt가 노즐로부터 분사될 

때 표연장력 때문에 slot 모양대로 유지되지 못해서 균일한 광폭 박판이 제초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율 방지하기 위해 용탕 분사전부터 노즐올 회전 률에 밀착시키 

면 용해가 어렵고 회전 롤 표연에 손상율 입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uartz nozzle의 상하 이통율 유압실린더로 조절하여 용해 후 노즐율 회전 롤에 밀 

착시켜 분사할 때 용융 금속이 흔률거리거나 흘러내리는 현상율 없게 하였으며， 분 

사각도률 조절하기 위해 좌우 이통율 할 수 있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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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PFC 장치의 quartz holder system 

사용된 냉각률은 혈전달이 우수한 직경 400mm , 폭 100mm의 Cu 합금율 사용하였으 

며 안정된 회전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롤은 광폭의 U 박판 제조률 위해서 

뿐만 아니 라 효과적 인 열 방출을 가능하게 하고， 롤의 진통이나 곡률 반경 효과에 

의한 slot과 롤간의 간격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용융금숙 puddle의 불안정을 감소시 

킬 수있다. 

99Mo 조사표적용 우라늄박안을 제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02년도에 원자력 

(연)에서 창안한 용융된 U 금숙으로부터 직접 박안율 제조하는 냉각롤 주조법으로 

우라늄박판을 제조하는 PFC 장치를 설계， 제작 및 시운전하여 너벼 25mm의 우라늄 

박판율 예비 시제조하였다[그립 3.3-9] 

그립 3. 3-9. PFC 법에 의해 제조된 너비 25mm인 우라늄 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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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라늄 박판 시제품 제초 

2006년도에는 원자로내에서의 조사중에 조사표척 내의 Ni 박판과 우라늄박판과 

의 접촉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우라늄박판의 표면상태， 륙히 자유표연상태를 

개선하여 균일한 두께률 가지는 우라늄박만의 주조방엄 빛 압연방법에 대해 연구률 

수행하였다. 그래서 칠레， 루마나아. 리비아 및 인도네시아 동 lAEA CRP 창가국에 

공급하여 우라늄박판의 원자로내 조사성농 및 fission M。 분리성능 동율 명가하기 

위해 양호한 품질의 천연 및 저농축 우라늄 팡폭박판율 시험주조 하였다[표 3.3-2. 

그립 3.3-10] 

우라늄박판의 두께 균일도에 미치는 주조공쩡변수 축， 냉각룰 예열 및 회전숙도， 

노률 slot 길이， 출탕온도 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냉각롤 예열장치의 단열 CQver를 

sus 채질에서 혹연재질로 교체하여 냉각롤의 보온효과를 중대하여 U 박판의 표연상 

태률 양호하게 하였다. 석영 노출탑에서 냉각률과 간극거리를 최대한 0.55mm에서 

0.5mm로 하고 분사압력율 1. 2kg/cm2에서 1. 3kg/cm2으로 조정하여 U 박만 표연상태 

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 power control rate률 온도구간별로 정립하여 미세하게 조 

정하여 출탕온도률 제어하고 노즐탑율 충분히 예열되도륙 하여 광폭의 양호한 U 박 

판이 80% 이상 제조휠 수 있도륙 용해주조조건율 수립하여. lAEA CRP 참가국에 공 

급할 우라늄박판율 시제조하였다. 

시제조한 우라늄박안을 길이 10cm 정도로 절단하여 고합금강으로 cover률 하여， 

냉간압연기로 압연하중 500 -1 OOOkg f로 하여 3회 정도 냉간압연을 수뺑하여 표면조 

도률 개션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u 박안의 자유표면부위가 smoothing 되연서 최 

대두께 2451""에서 213때으로 321"" 정도 조정되면서 U 박판 두께의 표준연차가 크게 

개선되었다[그립 3.3-10]. 

표 3.3-2. 사제조된 우라늄 광폭박판의 길이방향에 따른 박판두께 

Location L1 L2 L3 LA L5 L6 
평균두께， 

표준혀차 

W1 151 127 122 104 130 116 

W2 151 134 134 178 116 157 132 mm 

W3 118 121 121 77 130 185 

Standard 
19.1 6.5 7.2 52.3 8.1 34.7 20 mm 

O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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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10. lAE.4 CRP 참가국에 공급하여， 원자로내 조사성능 및 

fission M。 분리성능을 명가하고자 시제조한 천연 ( a) 

및 저농축(b) 우라늄 광폭박만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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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적 제조 공정장치 제작 및 성능 명가 

가. 우라늄 박판 공정장치 개선 

(1) 장치개선 배경 

2002년도에 냉각롤법에 의한 우라늄박안 주조장치률 제작한 다읍， 1 년여 

동안 일련의 우라늄박안 주조실험과 우라늄박판시료 예비제조률 통해， 박딴주조장 

치로 우라늄박만 제조시 다수의 문제점률이 있용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병균두께 0. 12 .. 되는 우라늄박판에 크기 1 ~3 ... 의 hole이 다수 형성되 

었다. 이것은 주조대상물질이 우라늄으로 순금속이고 용탕상태에서 바로 Cu 냉각롤 

에 접촉을 통해 순간척으로 냉각시키연서 우라늄박판이 제조되기 때문에， 우라늄합 

금과 같이 고액 공존영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냉각롤 표연에서 급속웅고시 유 

통도가 부축하여 많은 hole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우라늄원료내의 

불순물도 hole 형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로 냉각 

롤 예열장치와 탈가스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우라늄은 일반 금숙에 비해 매우 낮은 열천도도률 가지기 때문에， 길 

이 6m의 박판회수용기로 연장해도 회수용기 끝에 도탈해서도 600 't 이상의 고온상 

태로 고숙으로 용기 융단 벽에 추돌하여 주릅(wrinkling)이나 구겨짐이 생기거나 

균열(cracking)이 발생되어 회수율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우라늄박판의 불량부분이 

다량 발생하였다. 이와 갈은 이유로 회수용기를 추가 연장， 제작하여 박판회수용기 

률 도달시의 박만온도를 크게 저하시키고， 비록 도달하더라도 그 충격을 크게 저하 

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갈이 우라늄박판의 품질이나 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동 

기로 우라늄박만 주조장치에 대한 개션을 추진하게 되었다， 

( 2) 탈가스시스템 설치 

진공 용해 중 발생되는 석영관내의 불순물 gas는 박만품질율 저하시키는 역 

할율 하묘로， 이를 제거하여 보다 높은 품질의 박판율 제조하기 위해 ， 용해 중 석 

영관과 연결된 vacuum pump에 의해 순간적으로 탈가스가 이루어지는 장치를 그립 

3.3- 11과 같이 제작， 부착하였다 

m m 



그립 3.3-11 . Degassing port 

(3) 분사각도 조정장치 설치 

냉각롤과 석영관 tip의 접촉위치(각도)는 puddle 형성의 중요한 변수이므로， 

그립 3.3-12와 같이 土200mm 범위의 석영관 위치 이동이 가능한 가이드률 설치하여 

분사각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뺑훌훌훌.흩 1,.“ 111 

jjiL 펀홉蟲팩 
I!Iμn드曉웰를 I 

그립 3.3-12. 분사각도 조절장치 (좌우이송 가이드) 

(4) 출탕제어시스랩 제작 설치 

용탕누출에 의한 박판제조 수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립 3.3-13과 같이 노 

즐탑에 혹연탑율 접축시켜 출탕 전까지 용탕을 저지하고， 분사압력이 척용되기 직 

전에 이탈하여 팡폭수율을 개선하였다 

그립 3.3- 13. 출탕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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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US 인출 knife 제작 설치 

출탕된 용탕의 냉각롤과 원활한 이탈을 위하여 그립 3.3- 14(a)와 같이 Ar 

gas률 냉각롤 표변에 분사하는 SUS edge kn jf e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a) 에
 그럽 3.3-14. SUS 강 인출 knife(a) 및 냉각롤 예열장치 (b) 

(6) 냉각롤 예열장치 제작설치 

냉각롤 표연의 건조묵척과 박판표연 풍질율 캐션하기 우l하여 l 그럽 

3.3-14(b)와 갈이 냉각롤 표변을 가열할 수 있는 장치률 설치하여 출탕전에 상옹 

- 100 "'C까지 냉각롤을 예열 가능하도록 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7) 박판회수장치 제작 설치 

출탕되어진 박판의 건전한 수집율 워하여 기존의 챔버에 2.5m의 회수용기률 

그립 3.3-15과 같이 추가로 제작， 설치하여 양호한 품질의 박판율 얻율 수 있도록 

하였다 

회수용기 전체길이 8.4m 

추가연장호|수용기 2.5m 

그립 3.3-15. U 박만 회수장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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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만제조장치 성농 명가 

우라늄은 열전도도가 0.071 cal' cm/ cm2 
• sec . 'C로서 매우 낮은 열전도도률 

가지기 때문에 회수용기 길이가 6m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수용기 개선전에는 우라 

늄박만이 회수용기 같에 도달하는 순간에 600 'C 이상의 고온상태에서 고숙으로 추 

롤하여 크게 변형되었다. 그러나 회수용기 개선후에는 회수용기 길이가 8.4m가 되 

어 우라늄박만이 회수용기 갈에 도달하는 순간에 고온이기는 하지만 박판온도가 상 

당히 저하되었율 뿐만 아니라， 냉각롤 회전속도를 조정하여 회수용기 끝에 거의 추 

톨되지 않도록 하였다. 제조된 우라늄박판의 명균두께 및 형균너비는 각각 113때 

및 53.5mm 이었으며， 박판두께의 표준연차는 11. 6때 이었다. 그립 3.3-16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장치 개조전에 제조된 우라늄 박만은 길이 5m 이상 연숙적으로 주조 

되었으나， 양호한 회수상태를 나타내는 연속척이며 건전한 박판길이는 약 1m 이었 

고， 건전한 박판의 수율은 2Ü% 정도였다. 그러나 장치 개조후에 제조된 우라늄 박 

판은 길이 7m 이상 연숙적으로 주조되었고 양호한 회수상태률 나타내는 연숙척이며 

건전한 박만길이는 5m 이상으로 건천한 박판의 수율은 70% 정도로 크게 향상되었 

다 2004년 12월에는 Mo-99 조사표척율 제조하여 노내 조사시험하고자 하는 프랑스 

CERCA에 저농축우라늄 박만시료 lkg율 프랑스에 유상으로 공급하였다. 

그립 3.3-16. 장치 개선후 냉각롤주조업에 의해 건전하게 제조된 우라늄 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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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장치 개조전에는 우라늄 박판은 크기 2~6mm의 

상당히 큰 hole 률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장치 개조후에는 크기 1 ~2mm 이하의 매우 

작은 hole이 형성되었다. 이는 탈가스시스템을 설치하여 우라늄 완천용해 후 10분 

이상 진공상태에서 유지하여， 우라늄용탕에 대한 충분한 탈가스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우라늄박판 주조시에는 냉각룰을 약 50 't로 예열하여 냉각롤에 접혹한 다음 

에도 용탕의 유통도가 일정부분 증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용탕내 불 

순물 기체원소가 탈가스되고， 냉각롤상에서 용탕유통도가 증가하여 우라늄박판내의 

hole은 매우 미세하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a) (b) 

그립 3.3-17. 저농축우라늄 박판내 hole 사진 (a)장치 개선천 ， (b) 장치 개선후. 

주사식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한 우라늄박만의 표연상태 사진율 그립 3 . 3- 18에 

나타내었다. 그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표연은 다소 거친 표연을 나타내었으나 

냉각톨 접촉연은 자유표면에 비해서는 매끄러운 표떤상태률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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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3-18. 우라늄(LEU) 박안의 표연상태를 보여주는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상 자유표면， 하 냉각롤 접촉연); (a) x200 , (b) xl000 

한연， 우라늄박만의 미세조직율 보여주는 주사식현미경 사진율 그립 3.3- 19에 나 

타내었다. 그립에서 오른쭉은 자유표연 쪽이고， 왼쭉은 냉각룰 접촉면 쭉이다， 자 

유표연에서는 우라늄 결정럽 크기가 10때 이하이었으나， 중심부로 갈수록 조대하여 

30Jß!l 정도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 륙히 ， 냉각롤 접촉면에서 5Jß!1 이하로 매 

우 미세하였다 이와 같이 우라늄결정립이 위치에 따라서 결정립크기가 크게 차이 

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우라늄이 매우 낮은 열전도도를 가지기 때문에 웅고숙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우라늄박만 중심부에서도 결정립크기가 30 

Jß!I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미세한 결정립크기를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 우라늄박만은 

결정립 미세화률 위한 열처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륙별한 방향성을 나 

타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원자로내에서 조사시 큰 이방적 조사 성장거동을 나타 

내지 않울 것으로 기대된다 

며
 ω 



그립 3.3-19. 우라늄(LEU) 박판단면의 미세조직율 보여주는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 (xlOOO) 

냉각롤법에 의한 우라늄박만 주조장치률 이용하여 저농축 우라늄 박판율 시제조 

한 결과， 우라늄 용탕으로부터 급속웅고에 의해 우라늄박만이 직접 제조되기 때문 

에 박판두께와 두께의 균일도를 조절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해서는 석영관 노률에 stopper를 설치하여 일정한 분사온도에서 박판율 제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또한， 우라늄의 표면상태률 관찰한 결과， 용탕 유통도가 부쭉하 

여 냉각롤 쪽의 표면상태가 매븐하지 않았으며 표연결합이 다랑 존재하였다 우라 

늄의 매우 낮은 열전도도로 말미암아， 결정럽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 

으나 30JIIII 이하로 상당히 미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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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장치 제작 및 성능명가 

2003년도에는 냉각롤에 의한 PF'C 주조장치에 대해 우라늄박만 제조에 미치는 

공정변수의 영향울 조사하여， 광폭의 우라늄박판을 시험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박 

판두께가 100-150때로 균일하고 너비가 50mm인 박만율 1 batch에 5m 이상 연속적 

으로 시협 제조하는데 성공하였다[그림 3.3-20l. 2003년 9월에는 5kg의 감손우라늄 

박만시료률 프랑스 CERCA에 유상으로 공급하였다 

(a) 

|6 쫓 灣蓋蠻I
7 8 9 rll 1 Z 3 4 ~ 6 } [,‘ ” ’ JI , 2 ;l ‘ “ 6 "1 fI 9 ‘~ ) ’ 2 ‘ ';) t. 

(b) 

그립 3.3-20. PF'C 주조법으로 시험제조하여 프랑스에 공급한 

광폭의 DU 박판 (a) 및 LEU 박만 (b) 

제조된 박만의 표면상태는 적절한 공정변수를 조정함으로써 균열 및 불순물이 없 

는 양호한 상태이었다. 표연 거칠기는 냉각롤 접촉면이 1-2μm ， 자유표면이 5-20 

때으로 냉각롤 컵혹면이 보다 양호하였다 또한， 그립 3.3-21 및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탕의 분사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제조한 U 박판의 표연상태가 보다 양호하 

였다 

따
 ω 



그립 3.3-21. 낮은 분사압력 (0.5kg/cm2 )에서 제조된 박판의 표면상태 

를 나타내는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 자유표연(상) . 냉각 

롤 접촉표연(하) 

그럽 3.3-22. 높은 분사압력( 1. 0 kg/cm2 )에서 제조된 박만의 표면상태를 
나타내는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 자유표연(상) . 냉각롤 

접혹표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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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박만두께에 U 미치므로，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율 두께는 Mo-99 박판의 U 

t= 
T 보는 바와 같이 U 박안의 3 . 3-23에서 그립 치는 공정변수의 영향율 조사하였다. 

증가하는 냉각롤의 회전속도가 감소할수록， 분사압력이 증가할수록， 

것으로 나타났다. 

용탕의 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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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그립 



제조된 우라늄 박판의 미세조직 및 상 분석 결과 그림 3.3-2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결정립크기 30때 이하의 균일하고 미세한 동방성의 결정럽으로， 원자로에서 조 

사시 우라늄 박판의 이방척 성장이 억제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Q 

- U(orthorhombic) phase을 가지며 U02의 산화층이 존재하지 않았다 

략평ι많 •• 00 

그림 3.3-24. 우라늄박판의 주사식현미경 사진(화) 및 X-ray 회절 pattern( 우) 

우라늄 박판 제조장치의 회수용기 길이률 증가시키고 형태를 개조하여， 회수용기 

끝단에 도달하는 U 박만의 sl iding 숙도와 온도를 저하시켜서， 연형이나 손상 퉁 

회수상태를 양호하게 해서 회수 수율율 증가시켰다. U 박판의 인출위치 조정이 가 

농하도룩 그럽 3.3-25와 같이 tef10n edge률 제작하여， 냉각롤 접선방향과 teflon 

edge 부분과의 접혹각도률 작게 함으로써， 냉각롤에서의 U 박판 박리시 U 박안의 

변형율 최소화시켜서 품질을 개션하였다. 고압에서 용탕 분사가 가능하도록 분사 

가스 regulator률 교체하였으며， 단시간에 불활성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량 

가스공급 포트를 설치하였다. 

그립 3.3-25. 인출위치의 조정이 가농한 tef10n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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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A 체계 수럽 

Fission Mo 조사표적 제조공정에 대한 품질보증 계획은 의료용 진단제인 방사선 

동위원소 99안c율 생산하기 위해 Fission Mo 조사표적율 제조하여 하나로에서 노내 

조사시키고， 우라늄박판이나 조사표적율 외국에 수출하여 외국의 연구용 원자로에 

서 노내조사시키는 경우률 대비하여 높은 안정한 품질율 가지는 우라늄박판 및 조 

사표적을 제조하기 위해서 수립하였다. 

Fissi on Mo 조사표적 제조공정은 그립 3. 3- 26과 걸으며 제조된 표적의 품질보증 

확보 방안에 대해 품질보증부서와 협의하였다， 표적제조공정율 크게 @ 우라늄박만 

주조공정， ~ Ni foi 1로 U f이 wrapping， CD Al tube 확관공정 ， @ Al tube 용접 

공정의 4가지 세부공정으로 분류하여 각 공정 단계에서 품질보증율 확보하기 위한 

절차률 수립하는 방안이 척합한 것으로 명가되었다 이에 따라 각 공정의 작업절차 

서와 품질보증을 위한 세부 검사항몹률을 선정하여 검사성척서를 작성하여 품질보 

중절차률 수립하고， 그 절차에 따라 fission M。 조사표적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Wrapping 

회홍검 사 Fo il 위치 ， 
최종치수 

Ni loil로 wrapplng 된 U loil 

밀용 건전성 검사 

그림 3.3- 26. Fission Mo- 99 조사표적 제조공정 흐름도 

그럽 3. 3- 27 및 28은 박만 주조 작업 및 확관가공율 위해 작성된 지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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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27. 박만 주조 작업 지침서 

작 업 지 침 서 

않휩 
MANUFACfURING INSTRUCTION 

| 페이지 문서번호 | 개정언효 u 개생띨자 

D。c. No. I Rev. No. I Date 
KAERI !제 옥 Fission Mo99 Target 박판 주죠 지 침 서 I Page 

Subject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의료용 진단제로 사용되는 Tc-99m올 생산하기 위한 Mo-99 

조사표적을 제조하기 위해/ 표적물질인 우라늄박판을 냉각롤 주조법으로 

제조하는 공정에 대한 작업절차를 기술한다 

2 사용 장비 및 공구 

2.1 사용 장비 

• 냉각롤 주조장치 

• 냉각롤 예열장치 

• 전자저울 
• Glove box 

• 영상처리장치 

• Vernier-Calipers 

• Micrometer 

2.2 사용공구 

• 일반 작업공구 

3. 참고문서 

• Mo-99 조사표척 제품시방서 (TS-P-2) 

4 작업절차 

4.1 노즐(nozzle) 준비 

4.1.1 용해용량(0.5 -4kgjba tch)에 적합한 석영 노즐(quartz nozzle)을 사용 

한다 

4.1.2 노즐 치수 및 형태가 가공도변에 부합한가를 확인한다 특히， 노즐 슬 

롯(nozzle slot) 두께와 높이의 치수 균일성올 중점 정검한다 

4.2 용해원료 준비 

4.3.1 우라늄 원료는 필요한 양을 불출 받아 사용하며， 도가니에 장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절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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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lbject 

4.3,2 장입될 우라늄 원료에 붙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2N(노르말)의 질산수용 

액에 우라늄올 넣고 30분 정도 유지하여 세척한 후 질산 수용액을 제거한 

다 그 다음 아세톤올 사용하여 세척한 후 건조시킨다， 

4.4 냉각 롤(roll) 표면상태 점 검 및 롤 연마 

<D 석영 노출(quartz nozzle)에 U 장입전 냉각롤의 표면상태를 점검한다. 

@ 롤의 표면상태에 따라， 바이트(bite) 및 사포(emery paper)를 사용하여 연 

마한다 

4.5 장입 

4.5.1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우라늄 금속의 무게를 칭량한다 

4.5.2 석영 노즐(quartz nozzle)에 우라늄 금속을 장입한다. 

4.5.3 O-ring의 표연을 깨끗이 닦은 후 진공 그리스를 앓고 균일하게 바른 후/ 

석영노즐 위에 끼우고/ 상하 부분에 황동 ring올 끼운다. 

4.5.4 노즐 훌더 (nozzle holder)에 노즐올 조립한다 

4.5.5 노즐 좌우이송레일을 이용하여 적절한 분사각도(750 -800)에서 적절히 

노즐 훌더를 이통한다 

4.5.6 노줄 상하이송장치를 이용하여 노즐립 (nozzle tip)을 냉각롤 표면과 적절 

한 간극거리(0.4-0.6mm)로 띄운다 

4.5.7 분사스위치를 이용하여 가분사(個l퍼射)를 하여서， 노즐립이 롤표면이 도 

달후 0.5초 가량 이후에 분사가 되도록 분사 타이머를 사용하여 조정한다 

4.5 .8 노플탑과 유도코일 하단부가 적절한 간격거리β0-35mm)를 세팅한다-

4.5.9 석영 노즐내로 적절한 분사압력 (1.0-1 .4kgj c미)이 되도록 세팅한다 

4.5.10 진공 Chamber 문을 닫고 조립한다 

4.6 가열 용해 및 냉각롤 주조 

4.6.1 가열 전 준비 

<D 환기장치를 가동시킨 다음， 환기장치의 l정상’ 직통상태를 확인한다 

@ 압축공기와 냉각수 valve를 'open’ 한다. 

@ 가스공급용 수동밸브를 ‘open’ 하고， regulator의 전 · 후단 압력을 확인 

한다 

@ 석영 노즐(quartz nozzle) 내 용탕온도 및 냉각롤 예열온도 측정을 위 

한 온도계의 통상태를 정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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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진공펌프의 운전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φ 압축공기와 냉각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Rotary pump와 booster pump의 스위치를 'on' 한다. 
@ 'R.V-valve'의 스위치를 ’on’ 한다. 
@ ’F.V-valve’의 스위치를 ’m ’ 하여 확산펌프의 진공도를 
증가시키면서 dillusion pump 스위치렐 ’on’ 하여 가열시킨다 

@ Chamber의 진공도가 3-5 X 10-2 torr 대 에 도달 하였을때 
’R.V-valve'의 스위치를 ’off' 시키고， 'HI-V-v머ve'를 'on’ 하여 확산펌 
프로 전환시켜 고진공으로 유지한다-

@ 104 torr 대의 고진공 분위기가 형성되면r 냉각롤 예열(50-70 "C)올 
적절하게 한다. 

4.6.3 고주파 장치를 다음과 같이 작통시켜 용해장치를 가열한다. 
@ 유도코일용 냉각수 valve를 'open’ 한다. 
(2) Main power를 ’ on’ 시 킨다. 

@ 고주파 발생 전력을 용해온도 cycle에 맞도록 power control knob 
를 조정한다. 

@ 우라늄이 용해를 시작하면 냉각롤을 저속(4oorpm 이하)으로 회전하 
기 시작한다 

@ 우라늄 용해가 완료되면 탈가스하기 위해 진공 중에서 10분 정도 
유지한다. 
@ αlamber 내에 탈가스 완료후 불활성가스를 600 torr 까지 충진하 
기 시작한다 

@ U 박판 두께에 따라 냉각롤올 적절한 회전속도(400-800 rpm)로 

회전시킨다‘ 
(j) Power를 O.lKW 씩 증가시키면서 용탕온도를 서서이 증가시킨다. 
@ 용탕의 노즐 slot 유출상태가 slot tip에서 일직선을 이루면， 가스 
분사 knob를 눌러 출탕한다. 도가니를 서서히 기울여 tundish로 
용탕을 공급한다. 

Tunctish 부의 chamber 압력을 중가시켜 출탕한다 
@ 출탕과 동시에 용적 (drop-let) 냉각을 위한 gas 공급을 시작하여/ 
출탕이 끝남과 동시 gas 공급을 중단한다 

@ 출탕이 끝남과 동시에 고주파 전원공급을 ‘off 한다 냉각수는 
chamber가 안전 상태로 냉각될 때까지 계속 순환시켜야 한다 

4.6.4. 냉각 및 후처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출탕 후 냉각수를 순환시키면서 냉각시킨다. 용해로체의 냉각속 
도를 빠르게 할 경 우에는 진공 chamber 내에 Ar gas를 주입시켜 
냉각속도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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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ing zone 온도가 2oo.C 이하로 되면 냉각수 순환을 중지하고 

compressor, 환기 용 fan motor 및 main power switch를 ‘off’ 시 킨다， 

4.7 해체 

4.7.1 장치 해체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D Atomizing chamber에 Ar gas를 주입하여 대기압 상태로 만든다 

~ Atomizing chamber 하부에 장착된 분말 회수용기를 해체하여 분말상 

태를 확인 한다 

@ Powder를 계 량하고 sub-batch로 분할한다. 

4.7.2 Chamber 상부를 open 시켜서 흑연도가니 및 턴디쉬를 해체하여 

glove box로 이동 시킨 다음/ 도가니 및 턴디쉬 내의 skull을 제거한 

다. Skull 제거 작업은 반드시 glove box 내에서 수행하며/ 흑연도가 

니 내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7.3 Skull 제거 작업한 다음/ 원심분무 부품의 도포재를 청소하고 부품상 

태를 정겁한다 

4.7.4 Skull 및 scrap은 모아서 계 량하여 공정 skull 보관함에 보관한다 

4.7.5 공정보관 한계량에 도달할 경우에는 중앙 저장고로 이동하여 저장한 

다 

5 작엽 시 주의사항 

5.1 원심분무장치는 고전압 및 고전류를 사용하여 접촉 시 위험하므로 전원연결 

부위 및 유도 코일에 신체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2 원심분무분말이 공기중의 산소와 반웅이 되지 않도록 불활성 분위기의 

glove box에 보관한다 

5.3 발진기 및 진공펌프의 냉각수 온도는 항상 35 "c 이하로 운전되어야 한 

다 만약 회수 되는 냉각수의 온도가 35 "c 이상이연 flow-meter 후단의 

needle valve를 열어서 냉 각수 유속올 중가시켜 냉각수 온도를 조절 

하여야 한다‘ 

5.4 가스차단밸브 φJV-olj o2j 03)를 갑자기 ’c10se’ 하면 regulator 후단 압력 

이 급격히 상 숭하여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밸브 차단 전에 

regulator를 거의 c10se 한 후에 차단 밸브를 'close'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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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방법 

원심분무 batch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윤 실시한다 

6.1 화학성분 분석 

원심분무 분말의 silicon 함량분석， 동위원소 분석 및 U238 분석은 

연구소내 화학 분석 담당부서에 의뢰한다 

6.2 합부 판정 기준 

CD Si 원소의 함량은 3.7- 4.1wt% 

@ 원섬분무 핵연료 분말중의 동위원소 분석결과는 아래의 허용기준 

올 만족하여야 한다 

U232< 2.0 ppb u2"< 1.5 wt. % 

U235< 19.75 土0.2 wt. % U"lG< 4.0 wt % 

U238 balance 

6.3 검사 기록 

검사 결과는 검사 성적서에 기록한다. 

7. 이상 작업 시 처리 사항 

7.1 작업중 이상이 발견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 조건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조치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제조분야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8. 인수인계 사항 

8.1 인수사항 

• 핵물질 이동표 
8.2 인계사항 

• 공정 이 력 요약서， 핵물질 이동표 

9. 기타사항 

작업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1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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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3-28. Al tube 확관가공 지칩서 

작 업 지 침 서 

않휩 
MANUFAcrURlNG INSTRUCTION 

문서번호 | 재정언호 o 개정일자 | 

Dα No. I Rev. No. 빠 | 헤이지 
KAERI 

셰 목 Fission Mo99 Target Al Tube 확관공정 I Page 
Subject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Fission Mo99 조사표적 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Al Tube의 확관 

공정에 

대한 작업 절차를 기술한다 

2 사용 장비 및 공구 

2.1 사용 장비 , 확관 장치 (Oil Pressure). 온간 압연기 

2.2 사용공구(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실련더 게이지. sus 절단기 
3. 참고문서 및 사용양식 

. TS-P-2 하나로용 핵연료봉 제품 시방서 . 

. TS-M-l 처농축 우라늄금속 재료 시방서 . 

. TS-M-2 Si 금속 재 료시 방서 . 

. HFWP-l U3Si 핵연료분말 제조공정 시방서 

. HFFS-l 하나로용 핵 연료심 제조공정 흐름도 . 

• 작업일지 

4. 작업 절차 

4.1. Al Tube 준비 

4.1.1 가공성과 용접성이 적합한 Aluminum재료(Al 1050)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AJurninum은 하나로 원자로 내에서 겁중되어진 것이어야 한다.) 

4.1.2. AI tube제작이 도연대로 가공 되었는지 확인한 후 각각 부분을 기록 보 

관한다 

4.1 .3 확관 가공된(jnner tube 외경) 표면조도를 확인하여 도면대로 가공되었는 

지 확인후 각 tube의 품질검사서 명시된 기록부분을 기록한다 

(특히， 끼워 맞춤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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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비ect 

HTh께-21α1 I 개갱언호 u 개생정시 

| Rev. No. I Date 

Fission Mo99 Target Al Tube 확관공정 

4.2 Ni foil과 SUS foil 준비/Glue 작업 

4.2.1 U의 물성치와 비슷한 SUS를 대체하여 사용한다 

4.2.2 Ni foil과 SUS foil이 치수에 맞게 절단/확인 한다 

4.2.3 Ni foil과 SUS foil올 Glue 작업을 한다 

4.2.4 온간압연기 사용하여 foil을 확실히 접합한다 

→온간압연기 작업 시 foil 휘어짐을 염두해 두어야한다 

l 때이지 

I Page 3/3 

4.2.4 접합(Glue) 작업 시 Ni foil과 SUS foil 접합성이 우수하도록 작업을 하 

여야한다 

4.2. U foil 준비 

4.2.1 U foil은 Ni wrapping공정에서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2.2. Ni coating된 U foil이 도면대로 제작되었는지 각 칫수를 확인한다‘ 

4.2.3 원형의 AI tube에 잘 끼워질 수 있도록 U foil올 반원이 되도록 말아서 

30분 정도 유지한다 

4.3 AI tube와 Wrapped foil(Ni-SUS)의 조립 

4.3.1 Al inner tube • Ni-SUS foil • Al out tube 순서대로 조립한다. 

4.3.2 Ni-SUS foil이 Al inner tube 홈 부분에 잘 맞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이때， Ni-SUS foil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4.3.3 조립시 wrappmg된 Ni foil에 홈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4 확관 가공 

4.4.1 확관자는 선반 가공된(확관 부분 열처리 가공) SKDll 확관자로 도연대로 

제작 되었는지 치수를 확인한다 

4.4.2 확관 가공시 5 ton 이상의 유압 랩을 이용하며/ 유압펌프나 핸드 자키를 

사용한다 

4.4.3 1회 확관 가공 후 확관자의 표연을 세척힌다. 

4.4.4 확관가공 후 target Al tube의 치수를 품질검사서 양식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 하여 기록한다. 

4.5 검사 

4.5.1 확관가공 후 U foil의 위치를 X-ray를 통해 확인한다， 

5. 이상 작업시 처리 사항 

6.1 작업중 제풍 또는 기계 작동에 이상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조 

건을 확인하여 조치하거나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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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적 제조 공정조건 수립 

가. 우라늄 박안 주조공정 수럽 

우라늄은 낮은 열천도도률 가지기 때문에 ， 회수용기 길이를 8m 이상으로 연장 

하여 회수용기 같에 도달시 박만온도률 상당히 저하시키고， 냉각롤 회전숙도를 하 

향조정하여 회수용기 률에서 크게 추몰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결과， 용해용량 

lkg/bach에서 주조된 경우에 우라늄 박판이 길이 5m 이상으로 양호하게 회수되어 

건천한 박판의 회수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탈가스 시스템 (degassing system)을 설 

치하여 우라늄 완전용해 후 10분 이상 진공상태로 유지하여， 우라늄용탕에 대한 충 

분한 탈가스 분위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냉각롤율 약 50 "(;로 예열하여 냉각룰에 

접혹한 다읍 용탕의 유동도가 일정 부분 증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용탕내 불 

순불 기체원소가 탈가스되고， 냉각률상에서 용탕 유통도가 증가되도록 하여 우라늄 

박만내의 hole은 매우 미세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였다 

2006년도에는 냉각롤법에 의한 우라늄박안 주조장치률 개조j 보완하여 주조공정 

연수를 조정하면서 최척의 공정변수률 조사하였다. 노즐길이 53mm를 가지는 석영노 

률율 사용하여 두께 130mm 및 너비 50mm의 우라늄박판을 만들기 위해 얻은 최척의 

주조공정조건은 노즐두께 0 . 4~0.5mm . 분사각도 75。’ 분사온도 Jl 70~1200 "(; . 노즐탑 

및 냉각롤간 간극거리 O. 45~0. 55mm. 분사압력 1. 2~ 1. 3kgfl떼， 냉각롤 회전속도 

500~550rpm이었다- 제조된 우라늄박판의 명균두께 및 녀비는 각 130土20I'lll . 50:t3mm 

이었으며 ， 박판두께의 표준연차는 20l'lll 정도로 양호하였다(그립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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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 4 1> 6 7 8 91Il, 2 :1 468 

그럽 3.3-39. 우라늄박만 주조공정조건울 정립하여 시험제조한 우라늄박판， 

( a) 회수용기에서의 수집된 박만. (b) 정리된 상태의 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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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rapping 공정 수립 

표적을 원자로에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Ni foi I 의 두께가 5뼈 아내로 매우 앓 

아야 하고 빈틈이 없이 매우 균일하게 coating되어야 한다. 최적의 coating 조건율 

찾기 위해 그립 3.3-30과 같은 Ni foiJ wrapping용 온간압연기률 제작 하였으며 주 

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1) 본체 사항 

갑숙기 60 : 1 

- 회전 수 조절 방식 인버터 방식 

회전 수 표시 방식 : 디지혈식 

- 상하 조절방식 수통 조절식 

상하 조절방식 : 좌우 동시， 개별 조정 가능 방식 

- 상하 껍 표시 방식 디지털 인디게이터 

상하 캡 최소 분해능 O.Olmm 

- 롤 회전 방향 정 역 가능 

- 기계 총 중량 1. 2 Ton 이하 

- 압하력 측정 로드헬 방식 

- 하부 이동 가능한 바퀴 설치 

일체형 후레임 

- 촉동식 비상 스위치 설치 

스탠드형 조작반 

(2) 온간 압연 롤 

- 롤 채질 SKD- 61 

롤 경도 HRc 56이상 

- 롤 표면온도 Max 200도 

- 롤 가열 방식 : 롤 중심부 열선 내장식 

- 롤 회전 숙도 5RPM - 29RPM 

- 롤 직경 1l 5mm - 1l8mm 

- 롤 폭 120mm(사용 폭 100mm 이내) 

- 소재 가열 장치 Max 200도 

- 온도조절 방식 TPR 방식 

- 롤 히터 lKW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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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30. Ni foil wrapping용 온간압연기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박판율 Ni foi 1로 둘러싸는 wrapplng 방법율 개발하고자 

하였다. 우라늄의 기계척 성질중 인장강도 59.18kgrl뼈， 브리넬경도 187H，인 대신， 

모의 표척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라늄의 기계적 성질과 비슷한 인장강도 3.06kg rl 

뼈， 브리넬경도 187H，를 가지고 있는 SUS 304률 이용하여 Ni - SUS - Ni 의 foil 

율 차례대로 포개어 놓고 이들 사이에 glue률 접착 하였다 모의조사표적 

wrapping 공정에 Ni f이 l 은 두께 10 ~ 15때과 SUS 304의 두께 100때율 알루 

미늄 inner tube의 제작된 크기만큼 절단 하였다 Ni foi 1 의 홈 폭 45빼 보다 여 

유 있는 50mm 정도 절단하고， 홈의 툴레인 foil 의 길이는 125mm 정도인데 길이 

또한 여유 있는 150mm 정도 절단하였고， SUS 304는 Ni foi 1 의 절단 크기보다 작 

게 폭율 41-42mm 정도 절단하였으며 길이는 120mm 정도 절단하였다. 최종적으로 

Ni foi 1 의 크기는 130x45뼈로 절단하였다. Wrapping 작업에 필요한 Ni foi 1과 SUS 

304의 절단 작업율 할 경우 foil 의 단 끝이 요철부가 생기지 않도록 절단하였고， 

륙히 SUS 304 절단 시 요철부가 생길 경우는 emery paper와 다틈질 줄을 사용하여 

바깥 부분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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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ping 작업에 glue{접착제)로서 Scotch- Grip #847을 사용하였다 Foi 1 접착 

제로는 #847 10%와 solvent인 아세론 90%률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접착 작업은 

우선 Ni fo i 1 위에 혼합된 접착제를 부드러운 붓율 사용하여 foil 변에 6 포인트 

를 찍었다. 접착제가 발라진 Ni foi 1 위에 SUS 304률 적당한 위치에 올려 압착시 

킨 후. f oi 1 연에 압력율 골고루 가하여 접 착하였다[그립 3.3- 31] 

Ni foi 1 와 모의 SUS 준비 
(a) 

Ni foi 1 과 SUS bond 

(b) 

Ni foi 1 과 SUS glueing 

(c) 

그립 3. 3- 31. Ni foil 의 wrapping 공정 순서 (a) • (b)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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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31은 Ni coating wrapping 공정에서 표적의 결합시 foil 의 edge부분이 

접히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coating 방법 중 Ni foi 1로 2개의 foil을 사용하는 대신 

하나의 foi 1율 사용하여 그럼 3.3-32(b )와 같이 반으로 접는 방법으로 wrapping 실 

협율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적과의 결합 시 Ni foil의 edge부분이 접히는 현상이 

해결 되었으며， Ni foil 사이의 우라늄 박판이 정위치 하였고 기존의 방법보다 Al 

tube와 결합 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a) (b) 

(c) 

(d) 

그립 3.3- 32 개선된 Ni foi 1 의 wrapping 공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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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apping 과정은 Ni foi 1 의 절단은 Al tube 홈 폭 45mm 보다 여유 있는 501D11 

정도 절단하고， 홈의 툴레인 foil 의 길이는 125mm 정도인데， 길이 또한 여유있 

게 150mm 정도 절단하였다 그러고 박판의 절단은 폭을 41-42mm , 길이 120mm정도 

절단하였다 Wrapping 작업에 필요한 Ni foi 1 과 우라늄 박판의 절단 작업을 할 경 

우 foil 의 단 끝이 요철부가 생기지 않도록 절단하였고， 륙히 박판의 끝단 절단시 

요철부가 생성되어 sand pape r 와 다듬질 줄율 사용하여 바깥 부분율 정리하였다-

Wr apping 작업에서 Scotch -Grip#847의 10%와 solvent인 아세론 90%를 혼합한 접 

착제를 우선 Ni foi 1 위에 부드러운 붓을 사용하여 foil 변에 1-2방울 뿌려 도포 

하였다. 접착제가 발라진 Ni foi 1 위에 우라늄박판을 적당한 위치에 올려 접착시켰 

다. 그림 3.3-32와 같은 wrapping 공정에 따라 foi 1 연에 압력율 골고루 가하여 

접착하였다 최종 선택된 Ni foi 1 wrapping 방법은 모의 sus 박만율 사용한 그립 

3 . 3- 31과는 탈리 우라늄 박판을 사용하여 wrapping한 결과 우라늄박판의 우l치 고정 

이 기존의 Ni f o il wrapping[그립 3.3- 31] 공정보다는 정위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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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관 가공공정 기술 개발 

조사표척을 확관 하기 위해서 먼저 Ni -우라늄박판 foil wrapping 공정이 완료 

된 foil율 inner tube와 。uter tube 사이에 끼워 넣어 결합하였다 그러고 알루미 

늄 inner tube는 소성범위에서， ou ter tube는 탄성범위 내에서 유압 프레스률 사용 

하여 표척을 확관하기 위하여 확관가공장치를 제조하였다. 그립 3.3-33은 확관장 

치이고， 장치의 최대 하중은 5ton까지 가능하며， 그립 3.3-34는 조사표척의 확관시 

확관자이다. 확관장치률 이용한 확관가공 시험 결과는 다음의 표적집합체 제조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a) 설계안 (b) 제작품 

그립 3.3- 33. 확관 가공 장치 

그립 3.3- 34. 확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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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접공정 기술 개발 

용접이란 모재를 녹여서 붙이는 것율 말하고， 모제를 녹이지 않고 붙이는 것은 

용접이 아니다. 알루미늄을 용접하려면 일단 용접힐 부분율 록는점까지 가열하여야 

한다. 그런데 알루미늄율 녹이연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의 앙으로도 산화가 일어나 

연서 산화알루미늄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기존 알루미늄과 달라서 매우 약하다. 그 

러연 용접변이 거칠고 구멍이 나고 부스러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알루미늄 

율 용접 할 때는 공기가 알루미늄에 접근을 못하도록 불활성기체로 방어막을 씌우 

고 가열해서 모재를 북여 붙여야 한다. 그러연 산소와 반웅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질 변화 없고 용접연도 매끈하게 용접이 되는 것이다. 다읍은 본 연구에 필요한 

알루미늄에 척합한 용접 방법률이다 

(J) TIG 용접 

Tungsten( 텅스댄)의 용융점은 3387'(;로 금숙증 가장 높은 용융점을 가지고 

있다. Ar(아르곤)은 다른 원소와 잘 화합하지 않는 불활성 가스이다 

히드로퀴논과 각각 Ar .6H20 및 3~4(OHh.Ar 라는 클라스레이트 화합물을 만든다 

TIG 용접은 주로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용접에 많이 사용 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공기중에 노출되면 표면이 산화알루미늄이 되는데 이 산화알루미늄은 순수 알루미 

늄보다 용융점이 높아 용접율 방해한다. 이 산화알루미늄올 제거해 주기위해 TIG용 

접기로 칙류 역국 또는 교류로 놓고 용접율 하고 이때 산화막이 제거되는 현상율 

청정작용이라 한다. 그립 3.3-35는 TlG 용접의 원리률 보여주고 있다. 

그립 3.3-35. TlG 용접의 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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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B(Electron Beam) 용접 

전자법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법율 형성하기 위한 전자률율 만들어야 

하는데， 전자의 생성은 전자총(Electron Beam Gun)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전자총 

의 fi lament에 전류를 흘려 filament를 가열시키연. filament의 온도는 약 2700
0

C 

의 고온으로 상승되며. filament에서는 많은 수의 자유 전자를 방출하게 된다 이 

자유 전자에 의해 전자빔이 형성되며， 이때 전자의 생성량은 filament의 옹도에 의 

해 결정되고， 고온일수록 많이 생생된다. 그러므로 filament의 온도 설정은 일반적 

으로 고온을 선호하게 되는데， 온도를 너무 놓이연 filament7t 용융되거나 내구생 

이 짧아지므로 온도률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온도의 한계는 각 filament의 

재질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전자빔 용접기의 설계 시 filament의 온도 설정은 

fi lament의 수명과 자유 전자의 방출량과의 관계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결 

정한다. 

Filament에 의해 만들어진 자유 전자률은 grid에 의해 자유 전자의 양(법전류량) 

이 조절되면서 용접물에 조사되게 된다 조사되는 자유 전자의 숙도는 anode에 걸 

린 전위 차에 의해 결정되며 천위 차가 커지면 고숙이 되고 작아지연 상대척으로 

숙도가 낮아진다. 이때 천위 차의 크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저전압 type과 고천압 

type의 전자범 용접기로 나뒤어지게 된다. Anode에 의해 고속도로 가숙된 자유 전 

자들(전자멈)은 각종 magne ti c 1 ens에 의해 방향과 밀도가 조정되면서 용접물에 충 

툴되게 된다. 

이때 filament로부터 용접물로 전자가 이통하는 경로를 관찰해보면， 다른 일반 

용접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다른 전자빔 용접 고유의 륙이한 행태를 보여주게 된다 

이동하는 전자는 무게가 매우 가벼워서 만일 대기 중에서 이동하면 공기 분자와 충 

돌하여 산란되고 만다. 따라서， 이동 경로는 진공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 

러한 진공 분위기가 전자빔의 산란을 방지한다. 이러한 전자빔 용접의 륙수한 용접 

환경인 진공 분위기는 고챙정 분위기로써， 용접 시 발생되는 산화 및 기타 부정척 

언 요인율 차단하므로 다른 일반 용접 방법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뛰어난 용접 환경 

을 제공하게 된다 

진공 분위기에서 이동하여 용접물에 충률한 전자는 용접부를 용융시키게 되는데， 

용접부의 용융부 역시 다른 일반 용접에서 볼 수 없는 륙이한 용융부가 형성된다 

전자법 용접의 용융부 형상은 일반 용접에 비해 매우 좁고 기다란 쐐기 모양의 형 

태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용융부로 인해 다른 일반 용접에 비해 정밀도나 변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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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우 뛰어난 용접 성능과 품질율 보여주게 된다. 

이 러한 전자빔 용접의 륙이한 용융부 형상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 다읍과 같다. 

Filament률 떠난 전자가 anode에 의해 고속도로 가숙되어 용접물에 충돌하면， 용접 

부 금숙 표면 직하 부분에서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된다- 이때 

연환된 열에너지는 고밀도의 에너지로서 용접부에 국지적인 고열율 발생시키며， 이 

때 발생하는 고열이 순간적으로 용접부 금숙율 용융. 금숙의 증발 온도 이상으로 

용접부률 가열시키게 된다. 중발 온도 이상으로 가열된 금숙은 용융부 중앙에 중기 

압을 발생시키고， 이 증기압에 의해 금숙 상부는 열리며， 증기부 주위는 금속 용융 

충에 둘러싸이게 된다. 이때 그 다읍에 도착한 전자는 저항 없이 중기부률 통과하 

여 바닥 용융부의 금숙표면에 충롤하연， 전술한 과정이 반북되며， 또 다른 증기부 

와 용융부률 만률며 보다 갚은 용접부률 형생하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이 순간적으로 

반복되면서 용접부는 전자범 용접 륙유의 key hole을 형성하게 되며， 고품질의 용 

접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EB 용접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고밀도로 집축되어진 천자빔율 고숙도로 용접물에 조사할 경우 일반 아크 용 

접에서 얻율 수 있는 에너지 밀도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이상의 고밀도 에 

너지률 얻을 수 있으며 이률 이용하여 용접율 실행할 수 있다. 

@ 고에너지 밀도의 용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입열 에너지의 양은 일반 용접 

보다 상태척으로 매우 작다. 이러한 점은 용접 제품에 최소의 용정 수축과 

변형이 가능토록 하여주며， 일반 아크 용접에 비해 매우 작은 열영향 부위률 

만툴며， 인접 채질에도 매우 척은 열 충격율 준다. 

@ 아크 용접으로는 다중 용접에 의해서만 가능한 후안 용접을 전자임 용접에서 

는 단일 pass의 용접으로 좁고 깊은 용접부를 구현한다. 

@ 진공 분위기에서의 용접으로 활성 금숙의 용접이 가능하며 산화 풍 대기 가 

스로 인한 오염율 최소화시킨다. 

@ 고밀도 에너지의 용접이 가능함으로 열전도가 높은 금숙이나 고융점 금속의 

용접이 가능하며 일반 용접으로는 불가능한 융점 및 열전도가 상이한 이종금 

숙의 용접이 가능하다. 

@ 고진공 분위기에서의 용접으로 제품의 진공 밀혜가 가능하다. 

@ 단일 용접기률 가지고 박판에서부터 후판까지의 넓은 범위의 용접이 가능하 

다. 

한연. EB 용접의 단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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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일반 용접기에 비해서 전자빔 용접의 장비 가격이 매우 고가이다. 

@ 일반 용접에 비해서 용접 단품과 치구의 가공 정밀도가 보다 높이 요구된다. 

@ 진공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진공 배기 시간이 필요하므로 생산성이 저하 

된다-

@ 전자법 용접 시 발생되는 X-Ray가 인체에 해를 끼치므로 이의 차폐가 필요하 

며 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져야 한다. 

@ 전자법은 자장에 의해서 굴절되므로 일부 이종 금숙 용접 시 용접에 장애가 

었다. 강자성체 금숙의 경우 탈자 없이는 용접이 불가능하다. 

@ 고밀도 에너지 용접에서는 cold shuts나 spiking 같은 기공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그립 3.3-36과 같은 EB 용접 장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고전압 전원 공급장치 60kV- 150kV 

저천압 천원 공급장치 

- 빔 발생 장치 fjlament. gride. anode 

법 제어 장치 electromagnetic lens . deflection coil 

- 진공장치 ‘ vacuum pump. column valve. work chamber 

- 피용접물 이송장치 X-Y table. rotary manipulator 

웹
 鋼
뺑
 

‘
1
1
1
1
1
1
1
1
i
f
1
1
1
1
1
1
1
ι

、1
1
1
1
1
1‘
，1
1
1
1
1
1
J

전자련즈 

편휠코월 

그립 3.3- 36. EB 용접장치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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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azing 

Brazing의 접합원리는 일반적인 용접과는 크게 다르다. 브레이정 온도는 일 

반적으로 용가재의 녹는점과 모재의 녹는점 사이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브레이정이 

시작되면 모재는 녹지 않는 반연 용가재는 녹아 모세관 현상에 의해 모재 사이률 

메푸게 된다. 이때 액상의 용가재는 모재 접합면사이에서 모종의 금속학척 결합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접합이 되는 원리이다. 용가재는 이런 금숙학적 접합이 잘 일 

어날 수 있으며， 넓은 연에 걸쳐 잘 퍼질 수 있도록 흐름성이 좋은 재료률 사용해 

야한다 

용가재가 효율적으로 모재 사이에 분포되려면 용가재의 흐름과 모재와의 접합율 

방해하는 산화물이나 오염물이 깨뭇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브레이정을 

힐 때는 토치 브레이정의 경우 플럭스률 사용하거나 로 브레이정의 경우 환원성 분 

위기 또는 진공 분위기에서 작업율 수행하여야 하며， 브레이정율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정밀한 세척이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척으로 생각할 때 접합연의 강도는 모재의 강도보다 작다고 생각하지만 비철 

금숙에 있어서는 설계하기에 따라 모재보다 높은 접합 강도를 가질 수 있다. 스테 

인레스의 경우 130, 000 psi 이상의 접합강도률 갖도록 브레이징율 힐 수 있다 브 

레이정된 접합연은 ducti le하기 때문에 충격이나 진동에 강하며 작업자의 능숙도에 

따라 쉽게 용접을 진행힐 수 있다. 특히 용접면이 많아 일일이 용접하기 힘든 부 

분의 경우 브레이정율 적용하연 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브레이정율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브레이정의 가장 큰 장점은 이종재질의 접합이 가능하다는 것과 접합 

변에 누설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브레이정의 종류도 다양한데다 경우에 따라서 자 

동화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상의 내용율 정리해 브레이정의 장점을 요약한다연 

다읍과 같다. 

- 강한 접합강도 

ductile한 접합연 

- 작업용이성 빛 경제성 

- 이종재질 접합성 

- Leak free 

- 자동화 용이성 

모재의 연형이나 잔류웅력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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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려한 접합면 

표적의 밀봉 작업율 위한 용접방법으로 위의 3가지 방법율 사용하여 조사표적 밀 

봉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용접법에 대한 용접시험 및 명가 결과는 다음의 표적집 

합체 제조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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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적 집합체 제조 

가. 알루미늄 튜브 조립 및 확관 가공 

제작된 tube 시제품의 채질은 알루미늄 1050을 사용하였고， Al tube의 가공치 

수는 다음과 갈았다. Outer tube는 외경 44mm 내경 41. 6mm , inne r tube는 외경 

40.4mm 내경 37.7뼈 wrapping foi 1 이 틀어갈 곳의 지름은 40.1mm , 전체 길이 130 

뼈로 셜계 가공하였다. 그러고 inner tube 내경의 경우 확관자와 밀접한 관계 하 

에서 작업율 하므로 o ~ +0.05mm의 공차를 주어 가공하였다. 
본 실험에서 확관시 Al tube의 내부 표연상태를 고려하여 확관자의 재질을 황동 

에서 SKDll으로 변경하고 확관자의 확관부 구간을 짧케 하여 가공하였다 확관자에 

서 직접척으로 확관 시키는 부분은 확관부의 부분율 열처리를 롱하여 확관 후 확관 

자의 변형과 tube의 내부 표면상태률 건천하게 하기 위하여 가공하였다. 본 실협에 

서는 소성변형율의 목표를 0.511>로 하여 확관자률 설계하였다. 확관자의 크기에 따 

른 확관 가공 천과 후의 tube의 제원율 측정하였다 표 3 . 3-3은 1차 확관 실험 전 

의 제원， 표 3.3- 4는 확관 실험 후의 제원율 기록한 것이다. 

표 3.3-3. 1차 확관 전 tube 치수 

(단위 mm) 

Tube Inner tube (외 경 ) Inner tube (내 정 ) 
num. @ @ @ @ @ @ @ @ 

1 41.29 40.10 41.32 40.10 41.34 37.62 37.68 37.64 

2 41.29 40.11 41.30 40.10 41.32 37.70 37.67 37.65 

3 41.32 40.10 41.28 40.09 41.28 37.70 37.68 37.68 

4 41.29 40.09 41.28 40.11 41.29 37.60 37.68 37.62 

5 41 .28 40.08 41.29 40.09 41.28 37.64 37.68 37.63 

6 41.29 40.10 41.30 40.10 41.30 37.65 37.70 37.68 

7 41.30 40.11 41.29 40.09 41.30 37.68 37.68 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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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tube (외 경) Outer tube (내 정) 

@ @ @ \\ \\\ @ @ @ 

1 44 44 44.01 \\ \\、 41.54 41 .55 41 .56 

2 43.98 43.98 43.97 \、“‘ \\、 41.61 41.45 41.45 

3 44 44.01 43.98 \\ \\、 41.61 41.60 41.63 

4 43.98 44 43.98 \、‘、“‘ \\\ 41 .55 41.56 41 .55 

5 43.98 43.99 43.98 \、、、、 \\\ 41 .52 41 .59 41.68 

6 44.03 43.98 43.99 \\‘、 \\\ 41.57 41.59 41.62 

7 44.02 44.0 44.04 \\ \\ 41.61 41.65 41.67 I 

표 3. 3-4. 1차 확관 후 tube 치수 

( 단위 ‘ m) 

Tube Inner tube (내 정 ) Outer tube (외 경) 

num. @ @ @ @ @ @ 

1 37.95 37.94 37.97 44.0 44.01 44.01 

2 37.97 37.94 37.98 44.0 44.0 43.99 

3 37.95 37.95 37.96 44.01 44.01 44.0 

4 37.95 37.95 37.95 44.0 44.0 43.99 

5 37.98 37.95 37.95 44.0 44.0 44.0 

6 37.96 37.96 37.96 44.03 44.0 44.0 

7 37.98 37.98 37.98 44.03 44.0 44.02 

아래의 표 3.3-5에서 tube 내경은 목표치인 소성 변형율 0.5%률 초과하여 0.63-

0 . 66%의 소성 연형률율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확관하려는 외경 치수는 0.25~0.3 

lIIlI. 범위만큼의 확관이 되었고. out tube의 내경은 탄성변형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확관 실험 후 안쭉과 바깔쪽 축정은 。uter tube의 구역과 갈은 상 • 충 • 하 

단 3부분율 록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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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 5. 1차 확관 가공 후 tube의 내경 소생변형율 

(단위 %) 

Tube @ @ @ 
각 tube 

num. 명균변형률 

1 0.67 0.59 0.71 0 ‘ 66 

2 0.69 0.56 0.69 0.64 

3 0.69 0.55 0.67 0.63 

4 0.67 0.59 0.71 0.66 

5 0.69 0.56 0.69 0.64 

6 0.69 0.55 0.67 0.63 

7 0.67 0.59 0.71 0.66 

다읍은 2차 확관실험 후의 확관 치수를 표 3. 3-6 및 7에 기록하였으며 이로부터 

계산된 소성변형율은 표 3.3-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3-6. 2차 확관 전 tube 치수 
(단위 mm) 

Tube Inner tube (외 정 ) Inner tube (내 경 ) 
num. @ @ @ @ @ @ @ @ 

1 41 .36 40.1 41.36 40.1 41.36 37.69 37.69 37.64 

2 41.3 40.1 41.29 40.1 41.3 37.69 37.69 37.69 

3 41 .29 40.10 41.30 40.10 41.30 37.64 37.70 37.64 

4 41.28 40.08 41.29 40.09 41.28 37.64 37.68 37.63 

5 41.29 40.10 41 .30 40.10 41.30 37.65 37.70 37.68 

6 41.30 40.11 41.29 40.09 41.30 37.68 37.68 37.68 

Outer tube (외 경 ) Outer tube (내 정) 

@ @ @ ~ ~\ @ @ @ 

1 43.98 43.99 43.98 ~ ~ 41 .54 41 .55 41 .55 

2 43.98 44.0 43.96 ~、 ~ 41 .58 41 .55 41.55 

3 44.0 44.0 43.98 ~ ~ 41 .29 40.10 41.30 

4 43.98 43.99 43.98 ~ ~ 41 .52 41.59 41.68 

5 44.03 43.98 43.99 ~ ~ 41 .57 41 .59 41.62 

6 44.02 44.0 44.04 ~ \\ 41.61 41.65 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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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2차 확관 후 tube 치수 

(단위 mm) 

Tube Inner tube (내 경) Outer tube (외 경 ) 

num. @ @ @ @ @ @ 

1 38.05 38.04 38.01 44.0 44.0 43.99 

2 38.08 38.06 38.07 44.0 44.0 43.99 

3 38.01 38.01 38.04 44.0 44.0 44.0 

4 37.98 38.0 37.97 44.0 43.99 44.0 

5 38.0 38.02 38.0 44.03 44.0 44.0 

6 38.02 38.03 38.05 44.02 44.0 44.04 

표 3.3-8. 2차 확관 가공 후 tube의 내경 소성 변형율 

(단위 :%) 

Tube @ @ @ 각 tube 
num. 명균변형률 

1 0.48 0.46 0.49 0.48 

2 0.51 0.49 0.50 0.50 

3 0.49 0.41 0.53 0.48 

4 0.45 0.42 0.45 0.44 

5 0.46 0.42 0.42 0.44 

6 0.44 0.46 0.49 0.46 

본 실험에서 소성변형율 묵표가 0.5%인 확관실협의 소생변형율 범위가 0‘ 46~0.5% 

를 기대 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립 3.3 -37은 확관 실험 후 wrapping된 foi 1 의 위치 

가 정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률 X-ray 사진(RTR)율 롱하여 확인한 결과 foi 1 의 위 

치와 Al tube와 wrapping foi 1 간의 접착 상태가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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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3. 3-37. X-ray률 통한 표적의 foil 위치와 확관 접촉 상태 

비
 

( 

위의 실험은 모의조사표적율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모의조사표적으로 수행한 충 

분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표척율 제작하고 확관율과 용접의 상태률 확인하였 

다[표 3.3-9-11 1. 

표 3.3-9. 조사표척 확관 전 치수 

(단위 ‘ mm } 

Tube Inner tube (외 경 ) Inner tube (내 경 ) 
num. @ @ @ @ @ @ @ @ 

1 41.30 40.19 41.30 40.17 41.30 37.2 37.2 37.2 

2 41.29 40.24 41.30 40.23 41.30 36.8 36.9 36.8 

Outer tube (외 경 ) Outer tube (내 경 ) 

@ @ @ \‘、， \,’“ @ @ @ 

1 43.97 43.97 43.97 \\ \\ 41 .59 41 .59 41.59 

2 44.0 43.99 44.0 \\ \\ 41 .57 41 .57 4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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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 10. 조사표적 확관 후 치수 

(단위 ’ mm) 

Tube Inner tube (내 경) Outer tube (외 정) 

num. @ @ @ @ @ @ 

1 37.65 37.56 37.61 43.99 43.97 44.01 

2 37.18 37.29 37.26 44.02 44.03 44.05 

표 3.3-11. 조사표적 확관 가공 후 tube의 내경 소성변형율 

(단위 : %) 

Tube @ @ @ 
각 tube 

num. 형균변형률 

1 0.60 0.48 0.54 0.54 

2 0.51 0.52 0.62 0.55 

조사표척 내부 튜브에서는 소성변형율 0. 5%이상의 확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확 

관실혐의 소성변형율 엄위는 0.41~0.62% 였다. 그립 3.3-38은 확관 실험 후 

wrapping된 foi I 의 위치가 정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X-ray률 롱하여 확인한 것 

으로 foil 의 위치와 wrappi ng foi I 과 AI tube간의 접착 상태가 양호하였다 

그립 3.3-38. X-ray률 롱한 조사표척의 foi I 워치와 확관 후 접촉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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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표적 집합체의 용접 

(J) TIG용접시험 명가 

TIG용접 또한 Al 용접의 건전성이 뛰어나므로， 그립 3.3-39와 같이 TIG 용접 

장치를 이용하여 용접실협율 한 결과 끝단 가공 후에도 다른 용접법에 비해 양호한 

용접 상태를 나타내어 여러 번 추가 실험율 하였다. 끝단을 양각형태와 모따기 

( 45 0
) 그러고 민자형태를 비교하여 용접해 본 결과 모따기 형태의 끝단 가공이 용 

접연의 상태가 우수하며 용입 갚이가 갚어 TIG 용접에서 같단(모따기)가공이 유리 

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립 3.3- 39. TIG 용접 장치 , 

그럼 3 . 3-40은 알루미늄 tube의 용접 전 끝단 모양에 대한 용접의 비드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Al tube의 같단 모양에 따라 비드의 건전성 명가률 실시하였다. 그 

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 갈단형태 (45。 모따기 )인 용접 비드 형상이 다른 형태 

의 같단 모양보다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에 있어서 알루미늄 tube의 보관도 

중요하지만 용접시 표적의 률단 처리에 따라 용접의 bead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율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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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G 용접 끝단 모양 용접 형태 확대 

레이격 용접 같단 모양 용접형태 확대 

그림 3.3-40. 용접 전 같단 가공 형태별 용접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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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12는 TRT 검사 결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접의 용입 부축 현상과 

기공， 포화상태의 결합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용입 부축과 결함의 원인 

은 용접중 불순물인 접착제에서 탈가스 발생에 의한 결합인 것으로 보였다. 

표 3.3-12. T1 G 용접 RTR 검사 결과 

시편번호 | 시편 구역 결 파 

1-2 군집기공 

1 

3-4 용입 부족/ 작은 포화 

1-2 기공 발견 

2 

2-3 용입 부족， 기공 발견 

준비된 조사표적은 마무리 단계로 같단율 용접하는데 용접에 있어서 Al tube의 

겉 표연과 용접부 즉. Al tube의 끝단 산화막 생생과 그러고 wrappi ng foi 1 에서의 

나오는 탈가스 발생이 용접시 큰 연수이다. 

산화막을 제거하는데에는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이 있지만 공정의 단순 

화를 위하여 스텐레스 솔을 사용하여 산화막을 제거하였다. 즉， 브러싱율 통해 산 

화막율 제거한 후 A1 tube의 같단율 알코올율 이용하여 세척한 후 이물질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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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결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건전한 용접 비드가 나타나케 하였다 만약 보관이나 

용접 전에 부주의하게 관리되어 이물질이 있율 경우， 용접시 。utgas가 발생하며 이 

것은 용접에서 큰 결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다음은 TlG 용접에서 해결하지 못 

한 용접의 결함을 해결하고자 EB용접율 롱하여 조사표적율 병가하였다‘ 

(2) EB 용접 시험 명가 

모의조사표적 tube의 양 률단율 밀용하기 위해 EB용접 방법에 대해 타당성 

및 효율성율 검토하고 최척의 용접 조건율 수립하고자 하였다. 

알루미늄 tube는 제작 후 품질검사서를 작성하고 아세론율 사용하여 초읍따 세척 

을 하였다. 그 다읍에 알코올로 표연율 세척하고 산화막 방지률 위하여 진공보관함 

에 보관하였다. Wrapping 작업과 확관 실험 후 확관율을 명가하고 150"'(:의 건조로 

에 1-2시간 건조를 실시하였다. 실험 과정에서는 장갑을 착용하고 조사표척을 취 

급하였다. 용접의 건전생을 위하여 산화막을 제거하고 용접의 용이성율 고려하여 

표적의 양끝율 선반작업율 롱하여 절단 작업율 실시하였다. 용접시험율 위하여 모 

의조사표적 9 set를 준비하였다 표적의 준비 과챙에서 건조공갱이 빠진 관계로 테 

스트 중 3 set는 건조로에서 150"'(: 정도에서 20분간 건조하였다. 용접 조건은 다 

음과같다. 

- 가속천압 80Kv 

- 빔 전류 7.5~8.2mA 

용접속도 1000mm/ min 

- 진공도 10-3torr이하 

- 용접시간 8.2sec 

- focusing 435와 445 (빔의 굵기률 말하며 . 435법은 밟고 445빔은 홈다) 

위의 조건 충 법 전류와 focusing 요소와 표척의 건조 유 • 무 상태의 결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용접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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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립 3.3-4l. EB Welding; (a) EB 용접기내 (b) Cu holder 

l 차 EB용접시험에서는 Al tube의 끝단율 수명으로 가공하여 용접율 실시하였다. 

2차 EB 용접시는 같단가공의 유 • 무에 따라 용접시 건전성과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갈단 가공율 수명과 45。각율 주어 가공한 것에 대하여 비교를 하였다. 

2차 용접시험에서 법의 전류가 l차 용접시보다 눔았는데 그 이유는 Cu holder률 

사용하여 용접부의 용접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전류를 기존의 holder를 사용하지 않 

율 때보다 높케 하여 용접율 실시한 것이다. 

l차 EB용접시 빔의 전류와 빔의 focusing에 변수률 주어 용접의 육안 건전성율 

명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3 -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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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I 

3 | 

A 

B 

A 

B 

표 3.3-13. 1차 EB 용접후 결과 

조 건 | 버드 형상 1 걷존 | 벼 고(육안) 

8.2mA, 
445 

8.2mA, 

445 

1 8 .강nA， 

445 

1 8.2mA, 
435 

x 

x 

B면 비드상태 매우양호 

용접회수 : 1회 

비드상태 양호 

용접회수 :2회 

8.2mA, 

AI445ÎI _ ‘ 11 비드 상태 양호 

x | 용접 후 뭔 부분 채워서 
재 용접 실시 

B 18.2mA, r _ 11 용접회수 :2회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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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B 

A 

7.5mA, 

445 

1
8.2mA, 

445 

B 1
7.5mA, I

P 

435 

A 1
8.2mA, ’ 

435 

|L 

B 1
7.5mA ’t 

435 

A I 

i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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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 상태 양호 

。 (A끝단은 재용접실시) 

용접회수 :2회 

x 
| 비교적 비드상태 양호 

용접회수: 1회 

비드 상태 양호 

x 
(B끝단의 비드변에 

휩현상) 

용접회수 1회 



l차 EB용접 결과 육안상으로는 건전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었다， 하지만， 용접시 

표척과 wrapping 된 foi 1 의 건조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용접 충 튀는 현상을 발견 

힐 수 있었다. 휘는 현상이 발생한 표적은 용접을 1회 더 실시하였다. 1차 EB 용접 

시험 결과로부터 용접 전 표적의 건조가 매우 충요한 인자입율 확인하였다 

2차 EB용접은 표척의 갈단처리와 용접시 holder 사용 유 • 무에 대한 결과에 대하 

여 명가하였다. 표 3.3-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끝단처리 (45 0 ) 한 표적의 용접의 결 

과가 건전하게 나왔으며. Cu holder 사용한 기존의 전류가 약하여 바드 형성이 완 

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회 용접 시 천류를 상숭 시켜 용접을 실시하였다 표척 

의 같단을 45。가공한 표적의 경우도 Cu h이 der사용에 관계없이 전류의 조절이 적절 

하지 못하여 비드의 형성이 완천하지 못하였지만 전류의 세기를 7.5mA에서 

9.0 (1 0. 이 mA로 상승시킴으로써 건전한 비드 형상을 얻율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l 

차. 2차 EB용접율 롱하여 표적의 용접 전 단계의 표적관리와 표척의 융단처리 및 

Cu holder 사용시 inner tube와 outer tube의 서로간 열에 의한 소생변형울 방지하 

여 용접 비드의 건천성에 영향율 미쳤다. 

- 124 -



표 3.3-14. 2차 EB 용접 결과 (Cu holder 사용) 

비 드 형상 1 t.. _Ll~~}l 0 | 비 고 

:.A 

A 18.2mA, 
1 드에 구멍 생김으로 

인해 같은 조건으로 x 
445 2회용접실시 

1 ' .B면 ’ Cu holder 
(끝단가 열전달로 

공x) 
8.강nA， 한표적의 

445 부족으로 2/3이상 
B O 드가 형성되지 않아 10mA, 

445 

8.강nA， 
A 1 . , I I~Z 11 x 

445 
5 

(끝단가| 비드 양호. 

공 450
) 

B 1 . 1‘ l 
44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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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면 1번표적과 

7.5mA, 달리 1회 용접시 
AI ‘ 445 비드는 형성이 

6 되었으나， 45。로 

(끝단가 기울어진 면이 

공 450
) 

7.5m A, 전체적으로 녹지 않은 
445 관계로 전류를 

B 。

9.0mA, 상숭시켜 1회용접 

445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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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razing 명가 

Brazing 방법으로 밀봉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brazing 시험을 시도하였다. 

Brazing 시연의 작업 조건 중 모재의 상태는 유지성분， 표면 청결해야 하며， tube 

의 조립상태는 틈새 0.03mm, 가열온도는 630 - 640 "C, 로내 분위기는 질소(N2) 분위 

기를 유지하였다. 그림 3 . 3- 42는 brazing 공정 도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 

brazjng 납재의 주요 성분은 AI , Si (F계 플럭스)를 선택 하고， 사용방법은 가옐로 

이용하였다 Brazing 시연을 RTR율 롱하여 용접의 접합상태와 건전성 분석， 파괴 

용으로 inner와 outer간의 접합상태률 확인하고 조직을 검사하였다. 이 때 그립 

3.3-43과 같이 RTR 검사 구역율 설정하였다‘ 

닙재률준비힌다 

기열로를 630'C로 
올린디 

기열로내부훌질소 
분위기로잊훈디 

닙재률모재의 

Inner tube Oll 올린다 

10운후에 꺼낸디 

닝재의 용융온도기 약 590'C 
이므로 약 30-40'C높게 용정 

은도룰정는다 

산소)1 들어가지 않재 히기 

위빼서 

Inner tube위 에 올려 놓으면 
닙재가 열을 받아 맹정 히면 
서 tube시이로 녹아 들어갑 

그립 3.3-42. Brazing 공정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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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15에서 보는 바와 갈이 brazing 결과는 기공의 발생과 용입 불랑의 상태 

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brazing시 chamber 안의 온도가 상승하므로 

알루미늄 tube에 영향율 주어 bead형성에 결힘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brazing방법은 조사표적의 밀봉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주었다. 

[권 

그립 3. 3- 43. Brazing 시편의 RTR 검사 구역 설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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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5. Brazing 시편의 RTR 검사 결과 

시면번호 | 시면 구역 결 과 

1 1-2 결함이 있음 (언더컷) 

2 1-2 미세한 기공이 보엄 

3 4-1 표면 직하 결함 

4 2-3 군집 결함 및 개구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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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적 집합체 건천성 명가 

EB용접의 건전성율 명가하기 위해 X- ray radiography{RTR} , Penetration 

test{PT) 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3.3-16. X-ray radiograφy{RTR} ， Penetration test{PT}검사 결과 (J차 EB 용접) 

鍵|뿔| PT 결 과 기 타 

부전。분성λ뿔보←으용엉τ건로，션 빙 전류 8.2mA 
focusing : 445 
용접회수 :1회 

빔 전류 : 

l_B 1 전체적으로| 82mA 
1'--'_1 건전함 focusin 꽤gI : 445 

성건전함. 

미세 

!、‘ -‘~ ‘e 쨌 
범 전류 : 

2_A I 기공 
비드가 8.2mA 
불건전， focusing : 445 

발생 
용접회수 :2회 

2_B 1 용입 
전체적으로 빔 전류 : | 비드면 8.2뼈 

불량 건전 focusing : 435 
용접회수 : 1회 

미세 
빔 전류 : 

4_AI 기공 
8.2mA 

focusing : 445 
발생 

용접회수 :2회 

용입 
범 전류 : 

4_B 1 상태 8.2mA 
focusing : 435 

양호. 
용접회수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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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R 1 시편 
번호 

결함| 
종류 

PT 결 과 기 타 

기공 

5 A I 발생， 
부분적으로 ~ ~* 

결함이 
8.2rnA 

용업 focusing : 445 

불량 
보임. 

용접회수 : 1회 

빔 전류 : 

5 B I 용업 7.5rnA 

불량 focusing : 435 
용접회수 : 1회 

빔 전류 : 

8.2rnA 

focusing : 435 
용접회수 1회 

빔 전류 : 

6 B ‘| 기공 
' "L! "'11 적 그; 

결함이 
7.5rnA 

발생 focusing 445 
없읍. 

용접회수 : 1회 

T;T프 

미세 聊 8.2rnA 

7_A I 기공 톰驚 부분적 인 focusing 445 

발생 
않j ‘ 결합 발생. 용접회수 : 1회 

미세 
8.2rnA 

7_B I 기공 
전체적으로 focusing : 445 

발생 
양호. 용접회수 : 1회 

Cu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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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R 1 ’ ιI - ν | 
’ ‘, - PT 결 과 기 타 

빔 전류 : 

전체적으로 8.2mA 

양호 focusing : 435 

용접회수 : 1회 

님II1 ; L져" 르 ff 
육안상 비드 7.5mA 

상태 불량. focusing : 435 

용접회수 : 1회 

범 전류 : 

부분적 결합 8.2mA 

발생 focusing : 435 

용접회수 1회 

빔 전류 : 

부분적 결함 8.2mA 

발생. focusing : 435 

용접회수 : 1회 

l차 EB 용접 결과로부터 용접 시험까지 조사표척의 관리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 

치며， 용첩을 1회 또는 2회 실시하여 시편을 육안 관찰하면 용접재의 wetting 부 

축， 표연기공， 균열 등을 관찰 힐 수 있었다 육안상의 비드상태는 양호한 결과률 

보이고 있었다. X-ray 실험결과는 용접시 표척에서 발생하는 탈 가스로 인하여 미 

세 기공의 발생， 전체척인 용입 상태가 불량한 결과를 얻었다. 2차 용접 시에는 이 

러한 결함율 보완하기 위하여 조건을 다시 수립하여 용접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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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17. X-ray radi ography ( R깨)， Penetration test(PT)검사 결과 (2차 EB용접 ) 

RTR I .. ! :' 1 - - 1 PT 결 과 기 타 

빔 전류 · 
8.2mA 

일부 결함 focusing 445 
용접회수 :2회 

생 .，.톨흩. 1 1 발생 Cu holder 
사용하지 않음 

1회용접시 
빔 전류 : 

1회 : 8.2mA 
비 E 2회 : 10mA 

훌 Iv싫;홉~ I 미발생부분 focusing : 445 

윤각 용접회수 :2회 

나타납 
Cu holder 
사용 

용접시 빔 전류 

기공발생부 7.5mA 

에 
focusing : 435 
용접회수 : 1회 

윤각 Cu holder 
나타납. 사용하지 않음 

빔 전류 · 

전체적으로 10mA 
결함이 focusing : 445 

용접회수 : 1회 
없음 Cu holder 

사용 

비드 빔 전류 

불균일 8.2mA 

형성부에 
focusing 445 
용접회수 : 1회 

윤각 Cu holder 
나타남 사용하지 않음 

빙 전류 
8.2mA 

전체적으로 focusing : 445 

양호 용접회수 : 1회 
Cu holder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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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R ~~ l C. P PT 결 과 기 타 

빔 전류 
비드 7.5mA 

01 서} 만텍펙 01형성부분 focusing : 445 
기공 에 융각 용접회수 : 1회 

발생 나타남 Cu holder 
사용하지 

범 전류 

1회 : 7.5mA 

훌 |찮쫓웹n 양호 I f~，회 : 9.0mA 
focusing : 445 
용접회수 :2회 

holder 사용 

2차 EB용접의 결과 l차 용접실험에 발생한 용접의 용입 불랑 상태는 발생하지 않 

았다 이는 표척의 관리 상태에 많은 영향율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3.3-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연의 육안 관찰을 롱하여 용접비드변의 미세균열율 관찰할 

수 있었다. 

X- ray 실험결과는 바교척 양호하였으며 결함으로는 일부 미세기공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용입상태의 불량과 같은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표적의 끝단 처리와 

Cu hol der의 사용으로 용접시 표적에서 발생하는 용접과정에서 열의 발생율 Cu 

holder로 인한 원할한 열천달 상태가 용접 상태에 영향율 주었다. 

용접 후의 용입 상태를 확인하기 워하여 용접부의 일부분율 절단하여 광학현미경 

을 통하여 용입의 깊이와 조직율 관찰하여 표 3.3-18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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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8‘ 조사표적 용접부위의 광학현미경 사진 

비 고 

l-A 

l-B 

2-A 

2-B 

3-A 

3-B 

4-A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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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8에서 보는 바와 갈이 용접부분율 수산화나트륨(100%)를 에칭액으로 사 

용하여 10~15분간 에칭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용입의 깊이가 2.0~2.5D11l 

정도로 충분한 용입 김이률 보여주고 있으며 ， 비드 모양상태도 건천한 형상으로 보 

였다 용업의 갚이가 척당하며 inner와 。uter tube의 사이에 큰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고， 비드부분의 용접 시 적쩔한 열율 받아 용칩이 되어 비드 형상이 건전하고 

밀봉이 잘 되었읍율 알 수 있었다 그러고， 비드의 같부분은 용접 조직이 선명하게 

구멸 되는 것율 관찰 하였다. 결과척으로 조사표척의 밀봉에는 EB 용접법이 조사표 

적의 밀용에 가장 적합함율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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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적 집합체 제작 

Wrapping 공정에서 만틀어진 U-Ni foi 1 율 알코올을 사용하여 양쭉 표변의 이물 

질을 제거 하였다. 준비되어 있는 Al tube는 아세론과 알코올율 세척액으로 5분정 

도 초읍파 세척기로 세척하였다 그립 3.3 -44는 wrapping 된 Ni foi 1 과 AJ tube률 

이용하여 표척율 만드는 조사표적 공정 순서도이다 

(a) (b) 

(c) (d) 

그립 3.3-44. 조사표적 제조 절차 

표적의 준비는 가공 후 아세론과 알코올율 세척액으로 하여 초음따 세척기 

를 사용하여 세척 한 후 보관 하였다. 표척의 세척은 용접의 건전성에 영향율 미 

치기 때문에 관리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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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적 제조 공정 개선 

우라늄 박안의 표면 거칠기 명준화률 위하여 wrapping 작업 천 우라 늄박만율 

열간압연하였다. 열간압연은 롤의 온도 200 "c 정도에서 3-4회 반북 압연율 실시하 

였으며， 얼간압연기의 롤의 손상율 막기 워하여 그립 3.3-45와 갈이 압연 plate률 

제작하여 박판율 사이에 넣어 압연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우라늄 박판의 명균화률 

고려하여 압연시 박판의 화 • 우 위치률 변경하여 압연하여 우라늄 박판을 준비 하 

였다 아래의 그립 3.3-46은 열간압연 전후의 박판 사진이며， 표 3.3-19는 압연 결 

과이다. 

‘'11 

、

\ 

l-‘~~늪훌 .- -Crrìiii' 

~._-- •-• - !'! ‘ 
/ -

뿔냥j패 
를.흉치 -

그립 3.3-45 열간 압연기로 wrapping foi 1 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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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립 3.3- 46 열간 압연 전 · 후 박판 SEM 사진 (a)X20 (b)x200 (c)xI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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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9. 우라늄 박안 압연 결과 

(단위 때) 

구간 @ @ @ 비 고 

314 303 214 압연 전 

1 301 248 214 롤 간격 0.2mm 압연 후 

275 215 204 롤 간격 0.23mm압연 후 

301 415 204 압연 전 

2 275 273 204 롤 간격 0.2mm 압연 후 

272 227 145 롤 간격 0.23mm압연 후 

302 254 185 압연 전 

3 253 217 176 롤 간격 0.2mm 압연 후 

253 215 154 롤 간격 0.23mm압연 후 

표 3 . 3-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간 압연 결과 박만의 두께는 10-30때 정도 압 

연되었고， 박판의 자유표연 거칠기가 균일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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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M。 분리 기초기술 개발 

1. 분리 장치 제작 

가. 용해 및 분리정제 공정장치 운전조건 확립 

용해 분리 회수장치 설계률 위해 다음 사항율 기본조건으로 정하였다. 배치당 

Mo-99 생산량은 60 Ci로서 20% 농축도 표척 l개 분량 (생산 6 일 후 기준. 80 % 회 

수율 및 10 % margin)으로 연간 3000 Cilyear (연간 50주) 생산한다. 표적은 농축 

도 2Ü"-'의 우라늄 금속. Ni coati ng 및 알루미늄 혼합재 (c l adding은 용해하지 않 

읍)률 사용하고 용해 무게는 우라늄무게 21. 47gm. Ni 무케 4.65gm. 알루미늄 무게 

2. 44gm으로 총 28.56g이다. 공정은 Mod i f i ed Ci nti c hem process (용해액= 순수 질 

산 용액을 이용; 원 Cint i chem process는 황산 + 질산의 혼산 이용)이다. 공정 구 

성은 질산에 의한 용해. Benzoi n oxime 율 이용한 칩전 회수， 활성탄 및 알루미나 

흉착에 의한 정체의 3단계 공정(그립 3 . 4 - 1 창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Carrier로 

lodine. Pd (이상 제거 효율 증대 ) 및 Mo (회수 효율 증대)를 사용한다 

Adding 1 carr1er washing Washing 
lodine 

precipitation 
1 preclpltatlon Ag precipitation 

fittration filtration 

Adding Ru Filtration 80 dissolution(1) 

80 precipitation 
Addlng Mo Flrst washing 80 dissolutlon (2) 

Oxidization Flltration Rinse 

80 preclpltatlon Second washing 

80 adsorptlon Alumlna adsorption Conditionlng(2) 

Purification Washing Washing (2) E’ution 

Conditioning Washing (3) Final filtration 

그립 3.4 - 1. 분리 정제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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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해장치 설계 제작 및 시운전 

위 기본 공정으로부터 필요 시약 및 폐기물량에 대한 물질수지를 계산하고 분 

석 결과로부터 99M。 분리 정제에 필요한 장치를 설계하였으며 핫셀내의 운천을 고려 

하여 분리회수 각 장치의 사양을 결정하였다. 

표척의 용해 시스템은 dissolver, lodine absorber 및 LI'\, col d trap으로 되어 

있으며 이률의 구성과 장치 사양은 그립 3.4-2와 같다. 용해 장치의 상세도를 완성 

하고 장치률 제작하였다. 이 용해 장치의 대표적인 사양은 다음과 같다. 

이 장치 충 가장 공정의 중심이 되는 용해조를 제작하였으며(장치 제작 도면: 그 

립 3.4 - 3) , 재질은 모두 스테인리스스틸 STS304이다. dissol ver 실런더의 최대 온 

도는 110 'C, 압력은 40 기압이다. 시료와 질산의 원활한 접촉을 위하여 전 용해조 

를 최대 5도까지 경사각율 조절할 수 있다 

Septum 

Pressure ga/u ‘ge 、;t，그1 1。dine abs。rber

O<HI애 버<H><뉴 

「 lN2 column 

닝 

Dissolver AC column 

equìpment 옥직 사양 크기 

영계조건 잉겨1잉 40 기잉 
g겨1 온도 110 "c 

용해징치 우리늄용해 
정치재짙 SS 304 

400 X 320l mm 운전시횡 회전수 < 20 rpm 조싫 
기룰기 <5도조껄 
가일 일 냉각기능 

g겨1조건 영계잉 10 기잉 
lodine Fission ‘。dine ‘g 계 온도 110 "c 250 X 80l mm absorber 제거 정치재짙 SS 304 + Cu woot 

운전시항 1 absorber/batch 

Fission iodine g계조건 설계잉 10 기암 

AC column 
Noble gas 성계 온도 200 "c 

300 X 270L mm NO, 징치 재짙 Cu + Activated carbon 
제거 문전시힘 1 cOlumn/batch 

그립 3.4 - 2. 표척 용해 장치 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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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蠻團 

!%‘."‘’”“‘·… ..... 

그림 3.4 -3. 용해장치도 

- 143 -



용해장치를 그립 3.4 -4와 같이 설치하였으며 다읍과 같은 용해조건에서 회전수 

cal i brati on , leak test 등의 시운전율 완료하였다. 용해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 용해 시료 Ni 박판 5.98 gm (0.1 mo l e)으로 모의 용해 시협 

(우라늄은 추후 실험 ) 

- 질산 ‘ 7.6 N 용액 90ml 

- 최 대 가열 온도 100"(; 

- 반웅식 3Ni + 8HN03 = 3 Ni(N03 )z +4H2D + 2ND 

- 예상 최대 압력 = 10.8 atm (Heater/cooler의 。n-off 제어 방식 ) 

그림 3.4-4. 용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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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장치 ， 연결장치 . stand 설계 제작 

공정 장치제작의 요건은 다음과 갈다. 용액의 흐름 상태 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재질은 유리로 하며 장치는 한 배치 (Batch)에 알맞은 150ml - 200ml 의 용액율 처리 

힐 수 있는 크기로 한다 장치는 l회 사용하고 폐기하고 hot cell 내에서 운전되는 

점을 감안한다. 각 장치의 밀봉은 septum으로 하고 이틀 장치간의 연결은 needle로 

한다. 공정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 단계는 하나의 장치 setting에서 수행 

하며 각 단위 공정에서의 장치 변경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동일 구조의 장치를 사 

용한다 공정장치와 연결장치의 사양은 표 3.4- ] 빛 3.4-2에 나타내었다. 

표 3.4-1. 공정 장치 사양 

장치명 목 적 장치 사양 구조 

침전조(1) Iodine 침전 제거 600 x 100 mmL, Pyrex, 5-5 (1) 

침전조(2) BO에 의한 Mo 침전 600 x 100 mmL, Pyrex, S-C (2) 

침전 filter BO 침전물 여과 600 x 60 mmL, Pyrex, S-C-S (3) 

bottle 여액의 포집 및 예액의 저장 600 x 120 mmL, Pyrex, 5 (4) 

column 알루미나 홉착공정 120 x 230 mmL, Pyrex, S-S (5) 

표 3.4-2. 연결 장치 사양 

장치명 목적 장치 사양 구조 

connection cock 두 장치의 연결(차단) (이 

cap 두 장치의 단순 연결 600 x 120 mmL, Pyrex, 5 (꺼 

plate 두 장치의 연결 
120 x 230 mmL, Pyrex, 

(8)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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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5-7은 공정 장치와 연결 장치의 설계 도연과 제작후 장치 사진이다 

위 표의 마지박 column의 구조에 나타난 언호는 그럼에서 도변 번호를 나타낸다. 

” ” ( 
(2) 

-보
 

Sep씨m 

8 
60 g 

(3) (4 ) 
E 
그
t
 
i 
i; 
E 

Seplum 

60 

잃잃L야 d 
二윷二 

g 
60 

~ septum 

그립 3.4- 5. 공정 장치 설계 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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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 -6. 공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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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o 
σ1 

'" 

‘ 

12 

47 

Septum 

해‘ 

(6) 

ζ〉

F‘ 

86 

키‘ 

‘ septum 

‘ Stop cock 
(glass/te flon) 

‘ septum 

47 

Needle adaptor/cyfinder 

최소길 01 
→1등굶파제디얼) 

그립 3.4 -7. 연결장치 설계 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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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의 목적은 하나의 단위 공정에 필요한 장치들율 한 번에 설치하여 운전함으 

로써 한 단위 공정의 운전 중 새로운 장치의 설치， 변형 퉁율 최소화하기 위한 것 

으로 장치의 륙성은 다음과 같다. 

- 본 장치의 재질을 구매품을 제외한 가공품은 알루미늄(600계열)으로 한다 다 

만 pivot는 회전 중 알루미늄끼리의 jam율 피하기 위하여 brass로 제작한다 

- 본 도변의 모든 치수는 inch이며 별도의 지적이 없으면 가공 오차는 +1- 0.01 

로한다. 

- 내부의 Process arm은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회전은 manua! 수행하는 것이므 

로 회전수에 관한 조건은 없다. 

- Base p!ate는 명연으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위 부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 

는 두께로 결정한다. 

가공 모서리는 부드럽게 처리하여 날카로운 변을 없앤다 특히 Process arm에 

가공되는 핀 구멍이나 홈은 주변율 부드럽게 가공하여 시료 병을 핀으로 고정시킬 

때 부드럽게 장착힐 수 있어야 한다. 

- 중심션율 정확히 판단하여 대칭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대칭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 이 스탠드의 부품 가공으로 조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부품은 다음과 같다. 

o bottom p!ate (lset) and brackets (2set) 

。 frame arm and process arm ( 각각 mirror image로 두 개 씩 ) 

。 process bottle bloc (2 sets) 

o process fixture bloc 

o process accessary bloc (2 sets) 

o 각종 pin 및 pi vot 

。 이중 대표적인 부품 process bottle bloc의 제작 도연과 각 부품의 조럽 후 

모양은 그립 3.4 -8 및 3.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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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Process bottl e bloc 의 제작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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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4-9.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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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정장치 시운전 및 Mo 회수율 평가 

공정 장치 설치 방법은 표 3.4 - 3과 같으며 ， 여기에서 vacuum으로 운전하는 것은 

제일 하부의 장치를 운전 초기에 진공 상태로 만들고 이에 의하여 상부의 액체가 

하부로 이통되는 것율 의미하고， gravitation은 중력으로 용액이 흐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ll) , (24) 및 (31)은 통일한 장치이다-

lodine 제거 공정은 칩전물이 fritted glass로 된 filter media (설계 2.0 11m)에 

여과되지 않고 통과하는 부분이 많아 filter률 syringe fi1ter(filter media 0.2 μ 

m)로 교체하였다. 

80 침전 공정의 장치는 그립 3.4- 10과 같다 80 precipitator(위 표에서 21번 반 

웅기 )에 주사기로 80 용액율 주입하여 칩전을 완료한 후 진공으로 유지되는 

bottle(23)율 포함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장치률 연결한다. 중간의 cock률을 열어 

주연 침전은 아래로 이송하면서 80 fi 1ter( 22)에서 여과되어 여액은 bottle(23)에 

모이게 되고 여과가 완료되면 O. l N 질산 용액과 증류수률 각각 25 ml를 주입하여 

장치 빛 fi 1 ter cake율 세척한다. 이후 중간 cock흘 잠그고 filter에 0.4 N NaOH 

용액율 주입한 후 하부의 bottle율 진공이 유지되는 lodine precipitator로 바문 

다. 중간 cock률 다시 열어 M。가 채 용해된 용액율 lodine precipitator(24)로 이 

송시킨다. 

표 3.4-3. 공정장치 설치 방법 

단위 공정 장치 setting 용액구동방법 

Iodine 제거 Iodine precipitator(l1)- syringe fiIter(12) -
vacuum 

공정 BO precipitator 

BO 
BO precipitator(21)- Filter(22) - bottle(23) 

BO precipitator(21)- Filter(22) Iodine vacuum 
precipitation 

preci pitator(24) 

Iodine precipitator(31)- C이 umn(32) 
alumina 침전 

bottle(23) 
graví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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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10. 60 칩전공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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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dine 제거 공정 

lodine은 후숙 공정인 80 침전이나 알루미나 흡착 공정에서 잘 정제되지 않 

을 뿐더러 대부분의 공정이 산성에서 수행되므로 휘발성 iodine 화합물율 형성하여 

hot cell 내에 오염율 야기하기 때문에 M。 회수 단계 이전에 이를 제거하여 주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 원리는 아래와 같은 Ag 이온과의 화학 반응에 의하여 iodine이 침전으로 제 

거되는 것이다. 

AgN03 + 1- = AgI + N03-

이 실험율 위한 모의 용액율 제조하는 방법은 표 3.4- 4와 갈으며 이 표에는 앞으 

로 실험이 수행될 80 침전이나 알루미나 홉착 공정의 모의용액의 제조도 함께 설명 

하였다. 이 실험은 각 공정의 륙성율 이해하는 작업으로 다른 불순물은 고려하지 

않아 모의 용액에 챔가하지 않았다. 

표 3.4-4. 공정장치 운전성 시협율 위한 모의용액의 조성 

항 목 Iodine 찌거 
AB에 의한 

alumina 홉착 
Mo 침전 

- 부피 1000 ml 500 ml 500 ml 

- 우라늄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질산 1.0 N 1.0 N 0.2 N 

- totaJ Mo weight 25 mg 25 mg 25 mg 

- 주요 impurities, mg Iodine, 15.4 mg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모의 용액 160 ml를 200ml 용랑의 비커에 담고 magnetic stirrer률 이용하여 교 

반하연서 Carrier로서 Na l 용액 (Nal 농도 4.75 mg/ml)율 o ml , 0.5ml 및 1 ml률 첨 

가한다. 그리고 AgN03 (용액의 농도 5.5 mg/ml)률 조건에 따라서 0.5 - 3.0 ml률 

주입하고 미색의 칩전이 형성되면 이를 여과로서 분리한 다음 용액중의 lodine을 

분석한다. 

실협을 수행한 결과는 그립 3.4- 11과 같다. 여기에서 iodine의 제거 효율은 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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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초기 농도는 carrier률 포함한 농도이다. 

효율 = lOOx(l - 여액의 농도/초기 농도) 

100 

i ’ 

~ 95
1 。

-•! 100% 
E 
e! 
얻 90 .--z r- r No carrier 
경 

1.0 2.0 3.0 

Ag excess ratio, -

그립 3. 4- 11. lodi ne 제거 시험 결과 

명균 제거 효율은 약 95%정도로서 lodine의 농도가 많율수록 또 Ag률 많이 첩가 

힐수록 회수 효율은 높아진다. 그러나 AgI의 용해도가 160ml의 물에 약 3.5 Ilg인 

것을 감안하면 이론적인 제거율 보다는 상당히 낮은 연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계숙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적 공정 운전조건은 100% carrier에 200% 과잉으로 Ag 공 

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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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0에 의한 M。 회수 공정 

표척율 용해한 용액으로부터 Mo률 회수하는 공정으로서 공정의 원리는 앞에 

서 설명한 바와 같다 모의 용액 50 ml률 100ml 의 비커에 답고 magneti c stirrer로 

서 교반하면서 80 용액 (2 wt%, 0.4N NaOH) 1, 2, 2, 5, 4 ml률 첨가였다. 첨가 도 

중에서부터 흰색 칩전이 생생되며 완천히 첨가한 후 약 5분후에 침전을 여과한 후 

여액율 분석하였다. 

80 공급 양에 따르는 M。 회수율의 연화는 그립 3.4- 12와 같다. 여기에서 회수울 

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회수율 = 100 x (1 - 여액의 M。 농도/원액의 씨。 농도) 

80의 주입랑에 따라 Mo 회수율은 증가하며 15배의 80를 약 98% 이상의 회수율율 

보인다. 그러나 그 이상 80률 공급하여도 회수율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일정 

하다. 이 공정의 운전 조건은 801M。의 비률 20배로 한다 

100 

<fl. 
ξ 95 

@〉。ug 90 

。

E 

10 20 30 

80 adding ratio, 80/Mo 

그림 3.4- 12. 80 첨가에 따른 M。 회수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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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루미나 홉착정제 공정 

모의용액은 Na2Mo04 시 약을 용액중에 M。로서 50 ppm이 되도록 중류수에 용해하 

여 사용하였다. 알루미나 column율 준비하고 1차로 0. 02 N 질산용액으로 세척한 다 

음， 위에서 제조한 모의 용액 50 ml 를 통과시키고 통과된 용액율 분석하였다. 그러 

고 column을 0. 02N 질산 용액으로 세최한 뒤 0.2 N NaOH 용액 50 ml로 탈착 실힘을 

수행 하였다. 

알루미나에 M。가 홉착되는 것은 알루미나가 답겨져 있는 용액의 pH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된 알루미나 표연의 전기적 륙생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죽 약 산 

성에서는 알루미나 고체 표변에는 ( + ) 천하가 생성되며 용액 중에는 Mo는 M。이 2의 

음이온이 형성되어 이률 사이의 전기척 힘에 의하여 홉착이 일어난다. 방사선 조사 

유무에 따른 알루미나에 M。의 홉/탈착 효율은 각각 98.3%과 86.3% 이었다 

이상과 같은 장치의 시운전을 롱하여 얻어진 M。 회수율은 86.4% 이었다. 

마. 핫셀내 전 공정 운전 조건 설정 

물질 수지와 시운천 결과률 이용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의 조건은 그립 

3.4- 13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 그립 중에서 각 단계에서 괄호 숙의 숫자는 표 

3.4 -3의 각 장치률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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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 5Olution, 4.75mgJml, 0.5 ml 

AgN03 soln .. 5.5 mg/ml. 2 ml 

Demi water, 20 ml 

Ru 501n. 3.0 mg/ml, 1 ml 

Na2M。이 soln, 13 mglml, 1ml 

KMnO, soln, 23 mglml, 1ml 

2wt% BO soln, 18 ml 

0.1N Nitric acid 25 ml 

Demi water, 25 ml 

0.4 N NaOH 60 ml 

0.4 N NaOH 60 ml 

Demi water, 30 ml 

0.2 N NaOH 20 ml 

Adding 1 carrier(11) 

니l 1 precipitation (11) 

Filtration (12) 

서1 Washing (12) } -- ‘~、
Issolved solutio, 

182ml 

-“-
」니 Adding Ru (21) 

서f Adding Mo (21) 

「→G뼈zation (21) 
[

60 precipitation(22) 

Filtration (22) 

First washing (22) 

Second washing(22) 

찌
--때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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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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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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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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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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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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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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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삐
 
-

쁘
 -
∞
 
-
-
-
하
 

~ 

터{ 

Dlssolved solu“‘m 
160ml 

니quid waste (2씨 
253ml 

60 adsorption 

Washing 

2 6N Nitric acid 20 ml 

0.2N Nitric acid 8.5 ml 

Neutralization 

Alumina adsorption 

0.1 N Nitric acid 20 ml 

0.001 N NaOH soln. 20 ml 

0.2 N NaOH 250 ml 늬버 E타Ilω…u이Jt빼t 

ζ펠땀느〉 

Washing 

LI뻐id waste (24) 
238 ml 

그립 3.4 - 13. 공정 단계별 운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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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공정 방사선 영항 명가 

Mo-99 분리정제공정 (륙히 a-benzoinoxime(B이 칩전 공정 )은 고 방사능 조건 하 

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각 단위 공정에서 사용하는 시약들의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을 명가하여 공정의 조건 선택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BO 칩전 

공정과 alumina 홉착 공정율 수행하였다. 

가. Benzoin Oxime 회수 공정 

(1) BO에 의한 Mo 회수 공정 실험 방법 

Mo 모의 용액은 주요 불순물 충 정제가 용이하지 않은 원소 (Ru , 1 빛 Zr)와 

농도가 놓은 원소(Ce 및 Sr)률 포함하여 표 3.4-5와 같이 제조하였다. 

표 3.4-5. 모의용액의 조성 

항 j-g1L 계 산 모의용액 

- 부피 160 ml 1000 ml 

- 우라늄 21.47 망 고려하지 않음 

- 질산 0.7 N 1.0 

- total Mo 
8.18 mg 50.2 Na2Mo04 

weight 

Ce: 10.31 Ce 63.0 
Ce(N03)J 

- 주요 Ru 5.77 Ru 35.3 
Ru nitrocyJ 

nitrate 
impurities, Sr 4.89 Sr 

’ 
29.9 

Sr(N03)J 
mg Zr 11 .57 Zr 70.7 

1.96 11.4 
ZrO(N03)J 

’ 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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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nzoi n Oxi me 및 a1umina 시약은 연구소 내 Co- 60 조사 시설에서 50.000 Ci 

SQurce로 10 cm거리에서 30분 조사(약 3 x106 Rad)하였다 시약급 80의 조사조건은 

각각 1. 5. 10 MRad로 조사하였다. 여기서 80 용액은 0.4N NaOH 용액 2wt % (500 

ml vo1umetric flask에 NaOH 16 gr 및 조사 후 8enzoin Oxime 10 gr 첨가)로 제조 

하였다. 침전 실험은 모의 용액 50 ml률 100 ml 비커에 담고 magnetic stirrer률 

이용하여 교반하면서 80 용액 2.5 ml률 서서히 첩가하여 5 분 간 반웅 시키고 여과 

하여 여액을 분석하였다. Fi 1 ter cake율 0.4 N NaOH 용액 50ml로 여과 funne1율 세 

척 형식으로 침전율 채 용해시키고 재 용해 여액을 분석한다. 

(2) 80에 의한 M。 회수 공정 실험 결과 

80 시약의 방사선 조사랑에 따른 M。 회수율의 변화는 그립 3.4-14와 같다. 조 

사량이 많율수록 조금 증가하는 것 같으나 이는 일정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M。 회 

수율에는 영향이 없었다 

100 

117.8 ‘ gg.o‘ 98 ’ 99.3 ‘ 
#- 80 

율 
‘S 

‘g를ξ- SO 

Q. 

o -No Îrradiati on • Mrad 5 Mrad • o Mrad 

그립 3.4-14. 80에 의한 Mo 회수 공정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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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시약을 조사하지 않은 것과 10 MRad 조사시의 대표적인 불순물 제거 효율율 

분석하면 그립 3.4- 15와 같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불순물 제거 효과는 조사 

된 방사선량에 관계가 없었다 또 Ce나 Sr은 예상과 같이 잘 정제되며 Zr은 알려진 

것과는 반대로 정제 효율이 매우 높다. lodine의 정제 효율은 매우 나쁘나 이는 앞 

의 공정에서 이미 한번 정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성적인 결과만율 보고자 하 

였다. 

J ”“l ‘ l - “ t •"# 80 ~ . • _ Ce 

i T I I 를랐 

0 
No Irradiation 10M ,ad 

그립 3.4-15. 불순물 제거 효율 효과 

- 161 -



조사하지 않은 것과 10 뻐ad 조사한 BO률 사용하여 M。를 침전 과정에 의하여 회 

수한 후 침전물율 0.4 N NaOH로 재 용해하는 경우의 채 용해 및 불순물 제거 효율 

율 관찰하였으며 결과는 그립 3.4- 16과 같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채용해 과 

정에서도 조사왼 방사선량에 관계가 없다. 

_M。_c . 
.... , 
_R" _5, _z, 

7 
• 

-----m「| 

얀
 

195 % 19 .2‘ 

Jt 

i
。
-
-
u
·
;
t

。
:
그
-
。
”
”
-
。
 

20 

’ '" 
10 Mrad 

재용해 정제 효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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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이 Q-6enzoinoxime의 화학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명가 

60의 화학척 구조(1)와 이와 M。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침전의 구조(2)는 그립 

4-17과 같이 알려져 있다[3.5 ， 3.61. 

용?H-R정 
OH NOH 

) 1 / 
l 
、

긴
 

Q갱
 뺑
 

/ 

\ 

0
‘\ 

/ 

대
 

aY 

Qr 

그립 3.4-17. 60의 화학적 구조 빛 M。 반용 침전 구조 

일반적으로 유기 화합물에서 c-c 또는 C-H와 같은 sing1e bond {단일결합)는 방 

사션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benzene r i ng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1. 위 60의 구조로 보면 질소와 탄소의 2충 결합{double bond}이 함께 있는 부 

분이 가장 방사선의 영항율 많이 받울 것으로 보이며 (2)의 침전 구조에서 보는 것 

과 같이 이 부분이 부분척으로 영향율 받으연 침전 회수 효율이 저하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실험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 

로 보아 이 부분의 구조가 영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확인하기 우l하 

여 조사 전후의 60 시 약을 사용하여 lR 홉광 분석율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4 - 18과 같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사 천후에 60의 구조가 천혀 변형되지 

않읍율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60 공정의 방사선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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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18. 조사전후의 IR 흉팡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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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루미나 홉착정제 공정 

(1) 실험 방법 

모의용액은 Na2Mo04 시약율 용액중에 M。로서 50 ppm이 되도록 증류수에 용해 

하여 사용하였다. Alumina 시약의 조사는 연구소 내 Co-60 조사 시설에서 400 Ci 

source로 10 cm거리에서 60분 조사 (약 5xl0' Rad)하였다. 시약급 alumina의 조사 

조건은 1 MRad로 조사하였다. 

홉착정제 실험은 그립 3.4- 19와 같은 알루미나 co lumn율 준비하고 1차로 0.02 N 

질산용액으로 세척한 다융， 위에서 제조한 모의 용액 50 ml률 통과시키고 통과된 

용액율 분석하였다. 그러고 column율 0.02N 질산 용액으로 세척한 뒤 0. 2 N NaOH 

용액 50 ml로 탈착 실험을 수행 하였다 위의 조사왼 BO률 이용하는 침전 실험에서 

방사선의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알루미나의 경우 1 MRAD의 하나의 경우에만 

실험율 수행하여 단순한 정성척인 결과만을 관찰하였다 

디N
 
• 

g ” N 

Septum 

lass fiber 

alumina 
acidic 

• Fritted glass filter 
<20 mm 

그립 3.4- 19. 알루미나 칼럽 

- 165 -



(2) 실험 결과 

알루미나에 Mo가 흉착되는 것은 알루미나가 담겨져 있는 용액의 pH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된 알루미나 표변의 전기적 륙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축 약 산 

성에서는 알루미나 고체 표변에는 ( + ) 전하가 생성되며 용액 중에는 Mo는 M。。(2의 

음이온이 형성되어 이툴 사이의 전기적 힘에 의하여 홉착이 얼어난다. 방사선 조사 

유무에 따른 알루미나에 M。의 홉/탈착 효율은 표 3.4-6과 같다. 여기에서 효율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홉착효율 = 100 x ( 1 - 홉착 후 용액(1)농도/원 용액의 농도) 

탈착효율 = 100 x ( 1 - 탈착 후 용액(2)농도/원 용액의 농도) 

알루미나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물질로서 위 실험 조건의 방사선에는 분해 

동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음율 알 수 있다. 따라서 꽁정 효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미 예상한 바와 같다. 

표 3.4-6. 알루미나에 대한 Mo의 홉/탈착 효율 

방사선 조사량 홉착효율 탈착효율 

no radiation 98.2 86.4 

1 MRad 96.6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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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장치 실험실내 성능 시험 

가. Tracer 실험용 시료 조사시 안전성 분석 

(1) 시료조사 

실제 금속 U율 1일간 조사한 후의 표적에는 약 30여가지 이상의 원소가 합유 

된 것으로 추정되나 모의용액 제조률 위해 선정된 원소들은 99M。 생산시 의약품의 

기준에 적합한 불순물의 사양에 포함된 것 (1. Ru. Zr. Sr). 실제 표척의 용해액에 

다량 함유된 성분(Ce. Nd)들로 구성하였다. 모의용액에 사용된 시약은 NazMo04. 2HzO 

와 ZrOC1 2.8H20률 제외하고는 질산엽 형태(Sr( N03lz. Ru( NO)(N03h. Ce(N03h. 6H20, 

Nd ( N03 h. 6HzO. Nal의 시약을 사용하였다. ~1。 분리실험을 위해 tracer로 첨가하기 

위한 핵종인 l41Ce, lO3Ru, 85Sr, 95Zr, l47Nd율 제조하기 워하여 위의 시료률 초사한 

다. 

(2) 시료조사시 혈중성자숙 명가 

Tracer로 첨가되는 핵종인 ”lCe, lO3Ru, %Sr, 95Z「 및 147Nd율 제조하기위해 

Ce{N03h. 6H20, Ru{ N이 (N03h， Sr( N03 lz. ZrOCI2.8H20. Nd( N03h. 6H애를 lP5 조사공에 

서 조사시킬 때 예상되는 발옐랑율 MCNP로 계산하였다. 이중 Ru{ 1'10)( N03 h 시료는 

용액상태이다-

노심 계산 모텔은 다융과 같다. 

- 노심 36봉 다발 207fl. 18봉 다발 127fl의 새 핵연료가 장전 

- 제어용 450mm 삽입 

정지용 : 모두 인출 

명형노심 계산자료에 의하면 IP5 조사공의 최대 및 명균 열충성자속은 각각 

6. 22E+13 및 7.36E+13 n/cm2- s (명형노심 A의 주기말， 제어용 550mm 명형 Xe 상태) 

이다 

(3) 실험에 필요한 시료의 양 및 예상 방사능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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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E+13 n/cm2-s의 열중성자속에서 30분 조사시킨 후 1 일 냉각되었을 때 조사 

시료의 양 및 예상 방사능은 표 3.4-7과 같다 

표 3.4-7. Mo 분리 tracer 시험용 조사시료의 양 및 예상 방사능 

예상방사능 

시료 시료의 양 분자랑 
( 열중성자속 7E13 n/cmz-s 

에서 30분 조사후 1일냉각 

시점) 

Ce( N03h.6HzO 
0.0155g 

434.23 9.4 μCi 
(Ce 0.005g) 

Ru(NO) (N0313' 
0.305ml 

2 317.07 8.8 μCi 
(Ru 0.005g) 

3 Sr(l\'03lz 
2. 4155g 

(Sr 1. OOOg) 
21 1. 63 4.4 μCi 

4 ZrOClz. 8HzO 
1. 1774g 

(Zr 0.333g) 
322.25 9.5 μCi 

5 I\d ( N03 h. 6HzO 
0.0152g 

(Nd 0.005g) 
438.25 11. 5 llCi 

* Ru은 용액상태임， 비중 1.09286g/ml . 부피 0.305ml 용액상 

(4) 시료조사시 발열랑 명가 

직경 10mm의 quartz 숙에 시료를 냉고 3개의 quartz률 조사캡슐에 ‘정어 동시 

에 조사시킬 때 시료. quartz 및 Al 롱에서의 발열랑율 계산하였다 계산에서는 1. 

3. 4번 시료가 동시에 조사되고. 2. 5번 시료가 통시에 조사된다고 가정하였다. 2. 

5번 시료가 조사될 때 시료의 위치는 연하지 않고 시료외의 부분은 모두 Al으로 채 

워진다고 가정하였다. 계산모엘은 그림 3.4-20과 갈다. 

- 168 -



흥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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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20. lP5 조사공에 장전된 시료의 계산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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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료， quartz 빛 캡슐 내부에 채우는 Al wrap 및 내부 Al 류브에서의 열충성 

자숙 및 발옐랑은 표 3.4-8과 같다. 

표 4-8. Mo-99 분리 tracer 실험용 시료 조사시 열중성자숙 및 발열량 (출력 

=30MW) 

물질 
밀도 시료 양 열중성자속 발열 량 (wattjgm) 

(gjcc) (g) (njcm2-s) 중성자 전체3) 

Ce(N03)3.6H2 7.75276E+13 0.557951 
1.1 0.0155 

(O.JQ1Q)~ (0.2186) 
2.96 

O 
1.09286 7.19096E+13 0.814214 

Ru(NO) (N03)3 
(g/ml) 

0.333444 
(0.0641) (0.0788) 

4.32 

8.04433E+13 0.725045 
Sr(N03)z 2.99 2.4155 

(0.043끼 (0.0470) 
3.85 

7.28476E+13 0.318074 
ZrOCh.8H20 1.91 1.1774 

(0.0516) (0.1005) 
1.69 

Nd(N03)3.6H2 
1.11) 

7. 77434E+13 6.19241 
6.194

) 0.0152 
(0.1445) (0.1384) 。

Quartz 2.649 5.24291 
7.38242E+13 

(0.0233) 
0.235 

AI wrap 2.705 
7.41911E+13 

(0.0148) 
0.236 

Al (inner 
2.705 

7. 43097E+13 
0.230 

tube) (0.0147) 

1) Ce( N03h.6H20 의 밀도를 참고하여 1. lg/cc 로 가정 

2) fractional standard deviation 

3) 조사시료의 경우 감마생생자료가 있는 Nb-93윷 조사하여 구한 중성자와 감마 

발열량의 비율과 노심의 핵분열생성물의 감마에 의한 발열량으로 50%를 추가 

로 고려한 값 Nb-93 경우에 대한 발얼랑 비융 = 감마선/중성자 발열량 = 

0.243051 / 0.0846229 = 2.87 

4) Nd( N03 h. 6H20 시료의 경우 중성자에 의한 발옐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므로 

중성자 발열량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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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 Ru , Sr , Zr , Nd 동의 핵자료에는 감마생성자료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계 

산왼 발열량은 중성자만에 의한 발열량이다. 이에 따라， 감마생성자료가 있는 

J\b-93을 조사시켰을 때 충성자와 감마에 의한 발얼량의 비융을 구하고， 이 비율을 

다른 핵종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감마 발열량율 구하였다. 또한， 노심의 핵분열생성 

물로부터 발생되는 감마에 의한 발열량으로 앞서 계산왼 발열량의 50%를 고려하였 

다. N닝{N03h.6H20 시료에서의 발열량은 다른 시료 발열량보다 10~H 정도 높다. 이 

것은 Nd-143 (abundance 12.2%) 의 중성자 포획 단연적이 330b 으로 매우 크기 때 

문이다. 

(5) 시료에서의 온도 명가 

Ce{N03h.6HzO, Ru{N이 {N03 h. Sr( N03lz , ZrOC12.8H20 , Nd{N03h 6H20 률 IP5 조 

사공에 조사시킬 때 내부온도룰 예축하고， 그에 따른 열적 건전성율 검토하기위하 

여 마NGTC 코드률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시료의 형태는 직경 10 mm의 quartz 숙에 

시료를 넣은 3개의 quartz률 조사 캡슐에 넣어 조사시킬 때 시료， quartz 및 알루 

미늄 롱에서의 내부온도률 예축한다. 조사 캡슐 내의 3개의 quartz률 제외한 빈 공 

간은 알루미늄 wrap으로 채워진다. IP5 조사공에서 시료가 조사될 때는 자연대류에 

의하여 냉각되므로 수직 실린더형의 자연대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Churchill & 

Chu 열전달 상관식율 이용하여 열전달계수률 산출하였고， 이때의 열전달계수는 약 

0.4138 W/cm2- "c로 산출되었다. 

표척의 계산지점에서 흐르는 냉각수의 온도는 IP5 조사공의 운전 설계 값인 35 "c 

로 가정하였다. 원자로 출력 30 MW에서 각 시료에서 계산왼 발열랑율 업력 자료로 

사용하였다. 시료 조사시 온도 분포 예축에 필요한 각 시료들의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자료는 현재 구힐 수 없으므로 현재까지 IP 조사공에서 조사된 시료 

률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보수적 인 결과를 주는 값을 사용하여 계산해보고 검토하 

는 방법율 택하였다 따라서 3종류의 시료들로부터 보수척인 열전도도를 사용하였 

다 각 시료들 및 주위의 구성 재질에 대해 예측된 온도분포는 표 3.4-9와 같다 

시료률의 열전도도는 실질적으로 0.1 - 0.4 W/cm-K 범위 내에 있울 것으로 예상되 

며， 용융점도 400 "c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 시료률의 정확한 열전달 륙 

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도 예측 결과를 보면 IP5 조사공에 

서 충성자 조사에 의한 각 시료 및 캡슐 채질인 알루미늄이 용융으로 인한 시료의 

열적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자연대류에 의한 각 시료률에 대한 냉각여부에 

는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율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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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열전도도에 따른 각 시료 주위에서 예측되는 온도분포 

놓얘f 중심온도 시료 Quartz AI wrap 내부캡슐 He gas 외부캡슐 
ro=O.O r,=0.343 ,,=0 .536 r,=1.4 r.=1 .55 r5=1.7 T6=1.9 

188.011
) 88.0 87.9 87.7 87.7 36 .5 36.4 

Ce(No,h . 6H,O 88.752
) 88.0 87.9 87.7 87.7 36.5 36.4 

88.223
) 88.0 87.9 87.7 87.7 36.5 36.4 

231.81 93.0 92.9 92.6 92.6 36.6 36.6 

Ru(NO)(NO,), 94.02 93.0 92.9 92.6 92.6 36.6 36.6 

93.26 93.0 92.9 92.6 92.6 36.6 36.6 

452.62 114.0 114.0 113.0 113.0 37.1 37.1 

Sr(NO,), 116.65 114.0 114.0 113.0 113.0 37.1 37.1 

114.78 114.0 114.0 113.0 113.0 37.1 37.1 

188.0 88.0 87.9 87.7 87.7 36.5 36.4 

zrOCI, . 8H"。 88.74 88.0 87.9 87.7 87.7 36.5 36.5 

88.21 88.0 87.9 87.7 87.7 36.5 36.5 

299.72 99.5 99.3 99.0 99.0 36.8 36.7 
Nd(NO ,), . 

101.0 99.5 99.3 99.0 99.0 36.8 36.7 
6H"。

99.89 99.5 99.3 99.0 99.0 36.8 36.7 

1) , 2). 3)은 열전도도( k, W/cm-K)가 0.001 , 0.13 , 0.46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온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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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개념설계 및 조사시혐 

시료 조사는 RJ 캡슐을 이용하기로 하고， 그립 3. 4 -21과 같이 각 시료를 

quarts 용기 속에 냉은 후 용기를 l차 밀봉하고 이 용기를 R1 생산용 내/외부 조사 

용기에 넣고 밀봉하는 개념을 설계하였다. 조사공은 IP5를 사용하여 30분간 모든 

시료를 통시에 조사하고 기타사항은 현 RJ 생산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앞서 계산된 시료의 방사능， 발열랑， 온도 동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시험계획서 

를 작성하였다. 원자로 및 핫셀 운영자와 조사시험 계획 및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 

한 협의를 하여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원자로의 운전이 지연되어 시협은 수행 

되지 못하였다. 

‘” 

표적 

그립 3.4 -21 조사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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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국제협력 

l.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 (JSCNEC) 

우라늄 박만율 이용한 LEU 표적 제작 기술 및 분리 기술에 대한 자료와 경협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 상설공통위원회(JSC:-JEC)를 롱하여 LEU 표적 개발 및 조 

사시험에 관하여 미국 ANL과 협력서를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KAERI와 DOE 사 

이에 연구로용 UMo ∞wer 생산에 관한 륙허문제가 발생하여 LEU 사용 fission Mo 

생산에 관한 본 의제를 그립 3.5- 1 빛 3.5-2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4년까지 미국측 

에서 미결의제로 분류하여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LEU 표적에 사용 

되는 우라늄 박만율 제조하는 곳이 연구로용 UMo pOlVer률 생산하는 부서로 통일하 

기 때문이었다-

B-1-5. Cooperation in Radioisotopes Production, including Development 
of LEU 

Annex IV to the DOE-MO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a 
Cooperative Laboratory Relationship was signed by KAERI and DOE on June 29, 
2000. As agreed, a working-level meeting took place in U.5. in November 2001 
to discuss the modified LEU Cintichem process, the potential U.5. HEU 
suppliers, export licens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HEU, and details in 
Cintichem target production, irradiation 뻐d processing using t표U. Based on 
the infonnation gathered from the meetings, KAERI recommended to MOST that 
the LEU modified Cintichem process for the production of Mo-99 be used. 
DOE supports ANL to continue the technical cooperation and dialogue with 
KAERI on Mo-99. The Statement of Work for the irnplementation of the 
development of LEU target and chemical processing for Mo-99 produc다on 

should be signed by ANL 값ld KAERI. Development activities for the rapid 
solidification method for LEU foil production should be continued 

The US side noted that progress on this item is on hold pending 
resolution of the patent issue between DOE and KAERI. KAERI will provide 
it’s contact person’ s name, telephone number and e-mail infonnation to the DOE 
contact pers。π κ1r. John S. Curty NE-40. They will work jointly to resolve the 
patent lssue 입ld reestablish collaboration on a process for Mo-99 production 
using LEU. 

그립 3.5- 1. 제 24차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 합의륙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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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Cooperation in Radioisotopes Production, including Development of 

LEU targets 

Both sides noted that progress on this item is on hold pending resolution 
of the patent issue between DOE and KAERl regarding production of 
uraniurn-molybdenum powder (see item B-4). ßoth sides a망eed on the continued 
value of collaboration in development of LEU target for Mo-99 production, once 
the patent issue is resolved. 

그립 3.5-2. 제 25차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 합의록 (2004년) 

UMo power 생산에 관한 KAERl와 DOE 사이의 특허 문제가 2004년에 해결되어 2005 

년 회의에서는 그립 3.5-3과 같이 KAERI와 ANL 사이에 LEU 표적 개발과 M。 분리 공 

정 개발에 관한 ’ statement of work’를 준비하기로 하고 협력 법위 빛 내용에 대해 

초안율 작성하여 ANL에 검토률 요청하였다. 

B -4 Cooperation in Radioisotopes Production, including 

Development of LEU Targets 

Both sides agreed to collaborate in the development of a low enriched 
uranium (LEU) 때get for molybdenum-99 (Mo맺) production. The "Statement of 
Work" between KAERl and ANL for the development of LEU targets and a 
chemical process for the Mo-99 production will be prepared ‘ 

그립 3.5-3. 제 26차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 합의록 (2005년) 

“ Statement of work’에 대한 ANL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2005년에 lAEA에서는 

LEU률 이용한 소규모 fission Mo-99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CRP과제률 시작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fission M。 분야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lAEA CRP 과제를 

롱하여 협력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그럽 3. 5-4와 같이 양국간 직접 협력은 중단 

하기로 하였다. lAEA CRP 과제를 롱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고 협조률 얻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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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B-17 Cooperation in Radioisotope Production, including 
Development of LEU Targets 

The two sides agreed that a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agreement for the 
production of Molybdenum-99 is no longer required as a result of cooperation 
opportunities under the Intemational Atomic Energy Atomic (IAEA) Coordinated 
Research Pr이ect (CRP) on Developing Techniques for Small-Scale Indigenous 
Production of κ10-99 Using Low Enriched Uranium or Neutron Activation 

그립 3.5-4. 지11 27차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 합의록 (2006년) 

2. lAEA CRP 과제 

lAEA는 2005년 공동연구프로그램 (CRP)의 신규과제로 99M。 생산에 관한 

’ Developing Techniques for Small-Scale Indigenous Production of 99Mo Us ing 

Low Enriched Uranium or Neutron Activation ’ 과제를 공모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하나로에서 99M。률 생산할 수 있는 LEU 표척의 최적 설계에 관한 내용으로 참여하기 

로 하였다. 또한 본 과제에서 개발된 우라늄 포일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거나 수출 

가능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 11월 lAEA 본부에서 1차 R에회의가 개최되었다 99M。 생산 방법을 기준으 

로 우라늄표적율 사용하는 fission M。 생산과 충성자 방사화에 의한 M。 생산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fission M。 그룹에는 한국，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i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리비아 퉁이 참여하였다. 한국， 미국， 아르헨티나는 안천성 

분석， 우라늄 박판 및 LEU 표적 제조. M。 분리 기술 퉁에 관한 경험이나 자료를 제 

공하고 루마니아， 칠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리비아는 관련 기술을 제공받아 자 

국에서 Mo 생산 시험울 수행한다. 이 중 이미 HEU활 이용하여 99Mo률 상용생산해오 

고 있먼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99M。 생산용 표척율 LEU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그 동안 ANL이 개발한 환형 LEU 표적율 이용하여 조사 및 분러 시험율 수 

행했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LEU 표척 제조 및 분러 시협을 시연할 수 있는 여건 

을 가지고 있었다 한연 99Mo를 상용생산하고 있는 주요 국가 및 업체툴도 옵저버 

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LEU 표적을 이용한 99M。 상용생산기술이 확립될 경우 결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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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질율 LEU로 전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옵저버로 참여한 곳은 카나다의 MDS 

~ordion . 네델란드의 Mallinckrodt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NECSA . 벨기에의 IRE. 네 

텔란드 Petten의 HFR 이다. 

LEU 표적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가 사용하는 만형 표적과 ANL이 개발한 환형 표 

적이 있다. 리비아나 파키스탄 퉁은 당초에 만형 표적을 사용하려는 계획율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국가률이 환형 표적율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환형 표척으로 바꾸었 

다. 이에 따라 fissi on Mo 분야에서는 모든 국가률이 ANL이 개발한 환형 표적율 사 

용하여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lAEA에서는 LEU 표척의 조사시힘을 위해 시험용 

우라늄 박판율 과제 수행국률에 무상 제공해 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자률의 협의 후 4개국에 각각 천연우라늄 박판 3개 및 LEU 박판 2개률 무 

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연， 과제 계획서률 비롯한 과제 수행 관련 문서 ， 기술 문서 퉁율 저장하여 활 

용하고 과제 수행국간의 정보률 교환하기 위하여 CRP 참여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립 3 . 5- 5와 갈은 CRP 홈페이지률 만률었다. 여기에는 LEU률 이용한 99Mo 생산에 

있어서 표적제조.~。 분러， 폐기물 처리 . Q/ A 퉁 모든 분야에서 관련 기술 자료들 

이 올려져 있으며， 과제 수행국률의 보고서， 워크삽 발표 자료 퉁도 저장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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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5- 5. LEU Mo-99 생산기술개발에 관한 IAEA CR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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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LEU Foi 1 Target Fabrication , Irradiation , 

and Chemical Processing Using the Modified Cintichem Technique" 씩삽율 개최하 

여 과제 수행국률의 연구자률이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표적 제조， 조사 및 

분리 과정에 대한 시연율 보여주었다. 

2006년 11월에는 IAEA 본부에서 “ Operational Aspects of Mo-99 Production" 씩 

삽율 개최하였다. 륙히 이 씩상에서는 Mo-99륨 상용생산하고 있는 곳에서 안전성 

분석， 표적제조， 원자로 조사， '\10 분리， Q/ A, 운송， 폐기물 처리 퉁 모든 분야에 

대해 자신들의 절차， 경협 동율 발표함으로써 과제 수행국률이 앞으로 수행할 시험 

에 대해 구체척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삽에서 리비아는 우라늄 박만 

대신 우리가 만든 LEU 환형 표척을 제공해 줄 것율 요챙하여， 표적을 무상으로 제 

공해주고 표척 조사후 분러시험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통안 

미국의 미주리대학에서는 MURR 원자로률 이용하여 LEU 환형표척으로 99Mo를 생산하 

는 것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추가로 CRP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MURR에도 우 

라늄 박판율 조사시험용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MURR에서는 99Mo 분리후 미국 FDA 

승인까지 받는 것율 목표로 하고 있다. 한연 이 워삽에서는 미국의 BWXT에서 수용 

액 핵연료률 아용한 99M。 생산 전용 원자로 건셜에 대한 계획율 발표하였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미국내 99Mc 수요는 MURR과 BWXT의 전용원자로에서 80% 이상 충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RP 과제률 수행하기 위한 조사시험용 우라늄 박판 외에 칠레와 루마니아에서는 

소랑의 LEU 박만율 유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미국으로부터도 

MURR에서 사용할 LEU 박판을 공급해 줄 것율 요청하여 협의가 진행중이다 

CRP 과제를 통하여 본 과제에서 개발한 LEU 박판 및 표척을 과제 참가국률이 조 

사시험한 후 Mo-99를 분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므로 본 과제에서 개발된 기 

술로 제조한 박만 및 표척에 대한 조사 시험울 수행하는 것과 갈은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 분리시험율 수행힐 수 있는 핫젤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허가 시간 퉁 

의 여건율 고려할 때 CRP 과제률 척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기술 및 시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한미 공동 결정 계획 

조사된 핵연료를 사용하여 조사재시험시설 (IMEF) 및 조사후시험시설(PIEF)율 이 

용한 연구활동에 대해 5년마다 한미 공동 결정 계획서률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2007 

년은 새로 5년이 시작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하나로에서 LEU 표적을 조사하여 

- 178 -



Mo-99를 분리 시험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표척 조사시험 및 Mo-99 분리와 관 

련된 연구활동 계획율 작성하여 계획서에 포함시킴요로써 필요한 경우 이에 근거하 

여 표적 조사후 분러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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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하나로의 OR5 조사공에서 우라늄 박판율 이용한 환형 LEU 표척을 조사할 때 표적 

의 반응도 및 표적에서의 온도분포률 명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우라늄 박판 

제조기술율 고려하여 다앙한 두께의 우라늄 박판에 대한 반웅도 영항을 명가하였으 

나 제한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3차원 옐유통해석을 롱하여 표척에서의 온도분포 

를 명가하여 표면온도가 제한치인 ONB 이하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표적 장전， 조 

사 및 인출시 가상할 수 있는 사고 및 예상되는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표적의 조사 

및 냉각시간에 따른 방사성생성물의 양울 명가하고 하나로의 가상사고시의 선원과 

비교하여 예상할 수 있는 선량율 추정하였다. 또한 하나로의 최대 반응도 삽입률 

제한치를 만촉하는 표적의 장전숙도률 검토하였으며 표적 두께에 따른 명균 출력 

빛 조사위치에 따른 열중성자숙 분포률 평가하여 최적 조사에 필요한 조건율 검토 

하였다. 표적 입 인출 장치 상세 설계에 따라 냉각수 차단 사고나 반웅도 주입 사고 

퉁에 대한 검토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다. 

표척제조기술 개발율 위하여 박판 두께에 미치는 공정변수를 정립하고 우라늄 박 

판 제조장치를 개선하여 너비 50 mm. 두께 100-150 11m의 광폭 우라늄 박안을 제조 

힐 수 있었다 제조된 우라늄 박판의 표변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미세한 퉁방성의 

결정립을 보여주었다. 

냉각룰 예열장치， 분사각도 조정장치. degassing 시스템 개선 및 박안회수장치률 

연장하여 제작함으로써 박판의 표연상태 및 hole 크기가 개선되었고 박판의 회수상 

태가 개선되어 건천하고 연속적인 박판 제조가 가능함으로써 수율이 향상되었다 

글루를 이용하여 모의 박판을 니켈 박판으로 접착하여 wrapping 하는 시험을 수행 

하고 공정을 수립하였다. 알루미늄 류브를 확관하기 위한 유압식 확판장치를 제작 

하여 확관 시힘을 수행하였으며， 모의 표적율 제조하여 튜브의 양 융단을 용접하기 

위한 TlG 및 EB 용접시협율 수행하였다. 표적 제조 천 과정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수립을 위하여 우라늄 박판 제조， 확관， 용접 공정별 검사항목율 선정하고 박판 주 

조와 확관 가공에 대한 지침서률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표적제조 공정조건 수립율 위해 분사각도， 온도， 압력 퉁에 대한 최척 주조 공정 

변수률 도출하였으며 제조된 우라늄 박만의 제원은 너비 53 mm. 두께 135 니m 및 표 

면 조도는 20 11m 이었다 글루 선정 및 접착조건율 수립하였으며 용접시험율 롱하 

여 TlG 용접의 최척조건 빛 EB 용접 변수를 확립하였다. 

표적집합체 시제조률 위해 표척 외형 및 치수를 결정하여 시제작품을 설계하였 

다. 표적집합체 제조공정율 설계하고 모의 박판을 활용하여 알루미늄 튜브률 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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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였으며， 확관된 류브를 검사한 결과 알루미늄 튜브와 모의 박판은 그 사이에 

캡이나 결합이 없이 치밀한 밀착 상태를 보여주었다， 튜브 양 끝단율 TlG 용접 빛 

EB 용접 후 엑스선 검사 빛 조직 검사를 수행한 결과 용접형성 부위의 밀봉상태가 

건전하였다， 

표적 제조 공정에서 박판표연상태의 추가 개선을 위하여 압연공정을 추가하였으 

며 그 결과 최대 두께가 크게 줄어드는 퉁 표변조도가 많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확관가공장치를 개선하여 확관가공시 정확한 확관치수로 가공할 수 있게 되었 

으며 확관자를 개선하여 표적의 표연 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표적제 

조기술에서는 우라늄 박만율 이용한 환형 LEU 표적율 제조힐 수 있는 기술 및 공정 

율 정럽함으로써 연구북표률 충분히 달성하였으며 향후 실용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구가 지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적제조기술 중 우라늄 박판 제조기술은 연구로용 판형 핵연료 제조 기술개발에 

도 기여할 수 있울 것으로 기대된다. Fission M。 생산용 표척의 우라늄 악만 두께 

100-150 llID 보다 훨씬 두꺼운 박만 제조가 가능하다면 박판 제조기술율 웅용하여 

연구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밀도의 판형 핵연료 개발이 가능힐 것이다 

분리기초기술개발에서는 우선 분리장치률 제작하였다. 핫셀내 운전율 고려하여 

각 장치의 사양율 결정하고 용해장치를 제작하여 운전성 실험율 하였다. 공정장치 

를 제작한 후 천 공정장치의 시운전율 수행하고 각 단위공정에서의 M。 회수율율 명 

가하였다. 

분리공정의 방사선 영항을 명가하기 위하여 a-benzoin oxi me 침전회수공정의 침 

전효율 빛 채용해 효율과 BO의 화학척 구조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율 명가하여 무시 

가능합율 확인하였으며， 알루미나 홉착정제 공정의 홉탈착 효율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있음율 확인하였다. 

분리장치의 실험실내 성능시험을 위하여 tracer 실험용 시료 조사시 실험에 휠요 

한 시료의 양 및 예상방사능을 명가하고 캡슐율 이용한 실험개념율 설계하였다. 시 

료 조사에 따른 발열량 및 시료에 따른 온도를 명가함으로써 시료의 안전성율 분석 

하여 조사시험계획서률 작성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시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하나 

로의 운전일정이 계획보다 2.5개월이나 지연되어 2007년 2월 중순에 하나로가 재가 

동됨으로써 시험에 필요한 시간율 고려할 때 과제수행기간내에 조사시험 및 분석을 

완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실제 조사시험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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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우라늄 박판 및 fission Mo 생산용 LEU 표적은 IAEA CRP 과제를 롱하여 조사시험 

용으로 CRP 과제 참가국에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본 연구개발로 제조한 박만 및 표 

척의 조사 성능율 간접척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박판 

및 표적 제조 기술율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이미 2개국으로부터는 박판 수출 요청 

을 받은 상태이며 미국과도 수출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앞 

으로 매년 일정항의 우라늄 박판율 수출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추후 표적 

의 수출율 위해서도 본 과제에서 개발된 박판 및 표적 제조 기술율 활용하여 박판 

및 표척의 품질을 상용화 수준까지 확보하는 동시에 수출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지 

숙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중인 IAEA의 fission Mo 관련 CRP가 중요 

한 창구역할을 힐 수 있다. 

우라늄 박판 제조 기술은 100-150 )Jm의 앓은 판율 만드는 기술인데 연구로용 원 

자로 핵연료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구로용 핵연료로는 주 

로 판형， 원형， 훤 만형 퉁이 사용되며 이 중 판형 핵연료가 가장 많다 핵연료로 

사용가능한 최소 두께는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만형 핵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박 

판형의 우라늄 화합물율 제조힐 수 있다면 노물러 축변에서 노심 출력밀도가 기존 

핵연료의 경우보다 훨씬 옳아질 수 있어 고성능 연구로 설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밀도의 판형 핵연료를 개발하는데 박판 제조 기술율 활용할 수 있다. 

추후 국내에서 fission M。 생산율 하게 될 경우. 본 과제률 롱하여 얻은 M。 분리 

기초기술율 기반으로 하여 Mo 분리시험율 수행힐 수 있을 것이다 분러시험은 륙히 

직첩 수행해보아야 보완 사항이나 개선점율 얻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술율 확보하 

기 위해서는 Mo 분러시험이 가능한 핫젤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의 핫셀율 보완하 

여 갖추는 것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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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 was plastically deformed whereas outer tubef] oowrdas t chle elnlag lsI1h1 b1ceeartnwy teueb dneef。t whrearnse f。dlailr bg mye using extension apparatus. The plastic deformation rate for the inner tube was larger than 
the target of 0.5%. An X-ray picture showed a good cling between the foil and the 
tube. Two rnethods of TIG and EB to seal both ends of Al tubes were tested, and 
proper welding pararneters were found. EB welding was proven to be fit to seal the 
target due to its enough welding depth and sound bead shape. For the preliminary 
QA plan, procedures for foil fabrication and tube extension were prepared. 

Mo separation apparatus was manufactured and tested. Using the results, the whole 
operating condition inside hot cell was set up. An irradiation effect on the BO 
precipitation and alumina adsorption processes were investigated. Mo recovery rate of 
BO reagent, impurity removal rate, re-diss이uhon p따iJication rate and Mo adsorption 
and desorption rate were not changed much. Thus the irradiation effect on those 
Iprocesses was proven to be neg!igiblti 

Subject Keywords 
U metaI foil, Mo-99, LEU target, radioisotope, tube extension 

(About 10 words) 
Mo separation equipment, Mo recovery 


	표제지
	제출문
	초    록
	요약문
	목    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 개발 목적
	제2절 연구 개발 필요성
	제3절 연구 개발 범위
	제4절 연구 개발 추진 방법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국외 기술 개발 현황
	제3절 국내 기술 개발 현황
	제4절 세계 시장 현황 및 전망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서론
	제2절 안전성 분석
	제3절 표적 제조 기술 개발
	제4절 Mo 분리 기초기술 개발
	제5절 국제협력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제7장 참고문헌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