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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PWR 사용후핵연료( 기농도: 4.5 wt.%, 연소도: 45,000 MWd /tU, 냉각기간: 

25년)를 선정하여 처리규모 200 g/batch의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

다. 휘발성산화공정에서 발생되는 배기체 휘발량은 각 핵종의 휘발율을 고려하여 

산정하 으며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배기체 처리 장치 공정도를 작성하 다. 배기

체 처리장치에서 배출되는 모든 핵분열 가스는 무방출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해 각 포집단 공정은 포집될 목표 핵종들의 화학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하여 배치되었다. Cs, Rb, Cd, Mo 핵종은 fly ash 

filter(porous inorganic filter), Ru, Tc, C-14, Te 핵종은 Ca filter (porous 

inorganic filter), 그리고 I의 포집은 AgX로 포집하며, 최 포집 온도가 각각 

1000℃, 800℃  150℃가 되도록 설계하 다. 

배기체 처리시스템은 각 단 포집장치별 포집매질의 특성, 포집될 핵종의 양, 

운  온도, 공탑속도 등과 같은 설계기 을 고려하여 설계하 다. 배기체 처리시

스템 설계 기  수립시 향후 핫셀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장치의 원격성, 근

성, 운 성, 효율 인 보수/유지를 하여 개별 으로 분리가 가능한 장치의 유연

성, 포집 후 필터 분석을 한 포집통의 분리성  고온 내구성이 유지되는 장치

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 다. 

배기체 처리시스템은 상세 설계에 근거하여 voloxidizer 부분  3단계로 구

성된 핵종 포집부분 (Cs 포집존, Ru 포집존  I 포집존)으로 구성되어 제작되었

다. 제작된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 시제품의 온도, 진공도, 기 성 시험결과 

설계조건을 모두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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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TS (Off-gas Trapping System)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on a 

lab-scale based on the estimated amount of fission products evolved from the 

oxidation process of the 1 batch (200 g) of PWR spent oxide fuel (4.5 wt% 

U-235 enrichment, 45,000 MWD/MTU and 5-years cooling) The design was 

performed to produce flow diagram for the off-gas trapping  system. The 

gaseous waste arisings for off-gas trapping system was estimated 

considering the release rate of each target fission product. To design the 

off-gas trapping system, zero release concept was taken to the environment 

through off-gas trapping system. 

Each unit process in the trapping system is arranged to effectively 

remove the species of interest by considering the chemical properties of the 

target fission products to be trapped. Cs, Rb, Cd, and Mo are trapped on a 

fly ash filter at around 1000℃. Ru, Tc, C-14, and Te are trapped at about 

800℃, and I on a AgX is trapped at about 150℃. 

OTS was designed based on the design requirements such as trapping 

media, fission products to be trapped, design temperatures of the trapping 

units, optimum operation temperatures and specifications of the filters. This 

system was also designed based on the design requirements such as 

reomoteability, accessibility, operationability and flexibility of instrument, 

separability of trapping basket, material of instrument.

OTS was manufactured on a lab-scale based on the design requirements. 

This system is consisted of two sections that are voloxidizer hot zone and 

nuclides trapping hot zone arranged of three units which are Cs trapping 

zone, Ru trapping zone, and I trapping zone. Performance evaluation of 

off-gas trapping system was conducted in terms of temperature, vacuum 

degree, leak test. etc. It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the design criteria of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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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피복 으로 부터 

분리하는 탈피복 공정, 이를 후속공정(습식인 경우 UREX 공정, 건식인 경우 

Pyroprocessing 공정)에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핵분열생성물을 제

거하고, 후속공정에 합한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상기 처

리공정으로부터 휘발되는 기체상 핵분열 생성물을 안 하게 포집하는 배기체처

리 공정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습식 재처리공정을 해 개발된 온 휘발성 산화공정(voloxidation process)

은 약 500℃에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산화시켜 분말화 한다[1, 2]. 습식 처리

공정(chop, low temp voloxidation and leach process)에서는 여러 핵종  주로 

삼 수소만 제거한 분말을 질산에 용해시킨다. 즉, 이 공정 조건에서는 삼 수소

만 제거되고 Cs은 물론 I, Kr, Xe, C-14 핵종도 거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정을 이로 처리 공정에 용할 경우 후속 공정인 해환원(electrowinning) 

공정에서 상기 핵종들을 제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해환원 공정은 650℃ 고온의 리튬 염화물 분 기에서 수행되는바 

이 공정의 배기체에는 다양한 염화물(LiCl, CsCl 등)의 미량 휘발이 상되기 때

문에 Kr, Xe, C-14 핵종 포집은 물론 Li, Cs 등의 안 처리에 어려움이 상된

다. 이때, 요오드의 경우 해환원반응기의 폐기물 염상(salt phase)으로 이동하

리라 상되지만 재까지 이에 한 처리방법은 정립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

서 개발하고자 하는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이 성공하면 기존 휘발성 산화공정 채

택시 제거가 안되는 Cs, Kr, Xe, C-14, I, Tc, Mo, Te, Se 등 귀 속(noble 

metal)들을 제거할 수 있다[3,4].

한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에는 기체상 핵분열생성물 배기체가 발생

하므로 시설의 안  운 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 리를 해서 이에 한 

한 처리  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배기체 처리기술 확립의 일환으로 

200 g-SF/batch 규모의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향후 이 장치를 이

용하여 용된 필터의 포집성능 확인  운 자료를 확보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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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제작

제 1  서설 

최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pyroprocess에 한 연구가 한국 

KAERI, 미국 INL, 일본 CRIEPI 등에서 활발하다. Pyroprocess 공정은 산화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속화하는 해환원 공정, 잉여우라늄을 회수하고 TRU 

물질을 회수하는 정해정련 공정, 염폐기물 처리 공정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해환원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사용하려면 탈피복 공정을 거쳐 사용후

핵연료 으로부터 핵물질을 제거한 후, 이를 분말화 하여 해환원 공정에 사용

하기 합하도록 마그네시아 용기나 스테인 스 메쉬 용기에 핵물질을 장입하여

야 한다.

한편, 핵물질을 산화분 기에서 열 으로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핵분열생성물이 휘발하게 되는데 이 공정을 휘발성산화 공정이라 한다. 그림 1에 

휘발성 산화공정 공정도를 제시하 다. 기의 휘발성산화 공정은 습식공정을 

해 개발한 것으로 사용후핵연료  삼 수소 제거와 용해 속도 증가를 한 분

말화가 주목 이어서 체로 500℃, 산화분 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의 

기존 휘발성산화 공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 수소는 제거되나 Kr/Xe 

핵종은 약 30% 미만, C-14과 요오드 등은 약 10% 미만 그리고 기타 Cs과 Tc 

등은 거의 제거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휘발성산화 공정을 pyroprocess에 

용할 경우 해환원, 해정련 공정의 배기체 처리, 핵종분리, 공정효율 등에 부

담이 된다. 이에 따라, 상기의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고온산화와 진공개념

을 도입한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을 개발하 다[5-7].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 수소뿐만 아니라 고방사능, 고방열 Cs, 장수명 

I-129, Tc-99, C-14 핵종 등이 부분 제거되며, 귀 속인 Ru, 불활성 가스인 

Kr/Xe도 부분 제거 가능하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에는 기체상 핵분열생성물 배기체가 발생

하므로 시설의 안  운 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 리를 해서 이에 한 

한 처리  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지 까지 KAERI에서는 실험실 규모에서 

휘발성 핵종에 한 선택  포집특성연구를 수행한바 있다. 이를 더욱 발 시키기 

해서는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이의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

하기에 앞서 실험실  규모의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 제작한 후 배기체 처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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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수행할 성능평가에 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2. 기존 휘발성 산화공정의 공정도

 핵종
기존 휘발성 

산화공정의 휘발율, %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의 휘발율, %
비고

Kr/Xe 〈30 ～100

H-3 ～100 ～100

I-129 〈10 ～100  장수명 핵종

Tc-99 〈1 ～100  장수명 핵종

C-14 〈10 ～100  장수명 핵종

Cs 〈1 ～100  고방사성, 고방열

Ru 〈1 ～100  Noble metal

Mo 〈1 ～90  Noble metal

Rh 〈1 ～80  Noble metal

표 1. 기존 휘발성산화공정과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핵종 휘발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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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방출

되는 휘발성  휘발성 핵종을 안 하게 포집하기 한 배기체처리 장치를 설

계  제작하 다. 200 kgHM/batch 처리 용량의 배기체 처리시스템을 설계하기 

하여 먼  단 포집장치 별 설계기 을 마련하고 물질수지도를 작성한 후 이

를 근거로 단 포집장치의 크기  포집재의 소요량을 산정하 다. 

제 2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1. Voloxidation 공정  FPs 휘발량

재 Pyroprocessing 공정의 기  핵연료인 PWR( 기농도: 4.5wt.%, 연소

도: 45,000 MWd /tU, 냉각기간: 25년)을 선정하여 본 배기체 처리장치의 설계기

으로 삼았다. 배기체 처리장치의 처리규모는 200 g/batch 이었다. 처리 상 사

용후핵연료의 이력를 기 으로 ORIGEN-ARP (Automatic Rapid Processing) 

code를 이용하여 고도 휘발성 산화 공정  발생되는 휘발성  휘발성 핵종

의 총량을 계산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휘발성 산화공정은 공기분 기에서 운 되므로 휘발핵종의 화학  형태는 산

화물로 가정하여 계산하 다. 휘발성 산화공정의 공정조건은 처리온도 500～120

0℃, 진공조건 < 1 torr 범 에서 운 이 상된다. 따라서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휘발이 상되는 휘발성  휘발성 핵종으로서 Cs, Tc, Ru, Te, Rh, Mo, I, H, 

C, Kr, Xe 을 선택하 고 Rh을 제외한 휘발 상 핵종들이 량(100%)이 휘발

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계하 다.

배기체 처리장치의 흐름도를 그림 2에 제시하 다. 그림에 나타난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방출되는 배기가스들  방사선  붕괴

열이 높은 Cs  Rb, Cd, Mo 핵종들은 석탄회 세라믹필터가 충 된 포집층을 

통과시켜 이들 핵종 들을 안정한 형태로 고정화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한

다. 그런 다음 Ca-based filter가 충 된 포집층을 통과시켜 Ru, Tc, C-14, Te 

핵종들을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첨착 제올라이트가 충 된 요오드 포집층을 통과

시켜 배기가스들  요오드화합물이 포집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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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s
Mass 

Major isotopes
g %

Cs 0.692 16.22 137

Tc 0.206 4.83 99

Ru 0.594 13.92 106

Te 0.128 3.00 125m

Rh 0.109 2.55 101, 102

Mo 0.908 21.28 93

I 0.061 1.43 129

H 1.8E-05 0.00 3

C 0.044 1.03 14

Kr 0.101 2.37 85

Xe 1.424 33.37

Total 4.267 100.00

표.2 Nuclides and mass generated from voloxidation process 

Voloxidation

temp.

Removed rate(%)

Cs Tc Ru Te Rh Mo I H-3 C-14 Kr Xe

1200℃, <1 torr 100 100 100 100 8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3. Removal percent of target fission products by voloxi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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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low diagram of off-gas treatment system for voloxidation process

2. 단  포집공정별 주요 설계 원칙

가. Voloxidation 공정의 포집 상 핵종은 Cs, Rb, Cd, Mo, Ru, Tc, Te,      

       C-14  I 9종으로 한다. 

나. 포집방식은 건식 고온 화학  흡착방식이며, Cs, Rb, Cd, Mo, 핵종은 fly  

       ash filter(porous inorganic filter), Ru, Tc, C-14, Te 핵종은 Ca         

       filter(porous inorganic filter), 그리고 I의 포집은 AgX 로 포집하며, 최   

       포집 온도가 각각 1000℃, 800℃  150℃가 되도록 설계한다. inorganic

    filter), 그리고 I의 포집은 AgX로 포집하며, 최  포집온도가            

       각각 1000℃, 800℃  150℃가 되도록 설계한다.

다. Voloxidation 공정의 한 batch 크기는 200g의 사용후핵연료(4.5 wt.%,    

       Burn-up : 45,000 MWD/MTHM로 하며, 포집 상 핵종이 량(100%)   

       이 휘발 공정  휘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포집제의 양을 결정한다.

라. 포집장치에 연결되는 모든 배기가스 이송배 은 각각의 휘발 핵종들이   

        배  내부에 응축  침 되지 않도록 끓는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  

        록 한다.

마. 매 실험마다 핵종 휘발특성  필터의 성능실험을 수행하기로 한다.

바. 각 필터 unit는 축방향 포집농도 분포를 알기 하여, 단  길이별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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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 인  화학분석이 가능한 구조를 채택한다. 

사. Filter는 외경 1인치의 상용 튜 를 이용하며, 실험실에서 분리  제거하  

       기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3. 포집매질의 특성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에는 Fly ash filter, Calcium filter  Silver 

impregnated zeolite(AgX)를 사용할 정이며 이들의 포집특성은 표 4와 같다.

4. 배기가스 이송배  유지온도 

휘발성 산화 장치에서 휘발되는 휘발성 핵종들은 각 포집장치에 도달하기  

에 끓는  이하로 냉각될 경우 배 내부에 응축되거나 축 되어 기체의 흐름

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포집장치별 제거 상 핵종의 끓는  이상으로 배

의 온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따라서 포집 상 핵종들이 이송될 배 의 최소 유

지온도는 기술한 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표 5와 같이 설계하 다.

5. 배기체 단 공정 처리장치 설계시방 요약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 제작에 반 한 단 공정 포집장치, 포집제, 포집 

상 핵종, 단 공정 포집장치 온도 상승능력, 상되는 최  포집온도  단  

포집장치의 공정변수 등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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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Trapping 

Media
Design Base Remarks

Cs(Rb, Cd,   

Mo) trapping 

unit

Fly ash   

filter

･ Capacity : 250 mg-Cs/g-bed

･ Velocity : < 20 cm/sec

･ Temperature : 800℃

･ Specific surface area : 9.31m
2/g

･ Porosity : 27 %

･ Packing density : 0.5 g/cc

･ Disk type 

Ru(Tc/C-14, 

Te) trapping 

unit

Calcium    

filter

･ Capacity : 120 mg-Ru/g-bed

･ Velocity : < 20 cm/sec

･ Temperature : 800℃

･ Porosity : 30 %

･ Packing density : 0.3 g/cc

･ Disk type 

I

trapping unit

Silver 

impregnated 

zeolite

･ Capacity : 200 g-I2 /g-bed

･ Velocity : < 20 cm/sec

･ Temperature : ∼150℃

･ Ag content : 10 wt.%

･ Packing density : 0.65 g/cc 

･ Granular type 

표 4. Characteristics of trapping media to be used off-gas trapping system 

Type of connection pipe Pipe temp. (℃)

Connection pipe between DEOX outlet and

Cs(Rb, Cd, Mo) trapping unit
over 650℃

Connection pipe between Cs(Rb, Cd, Mo)

trapping unit and Ru(Tc, C-14, Te) trapping unit
over 310℃

Connection pipe between Ru(Tc, C-14, Mo)

trapping unit and Iodine trapping unit
over 180℃

표 5. Minimum operation temperature of each connection pipe in off-gas 

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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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pping unit
Trapping 
media

FPs to be 
trapped

Design 
temp., ℃

Operating 
temp., ℃ Design spec.

Cs (Rb, Cd, 
Mo) trapping 

unit

Fly ash

filter

Cs, Rb, Cd, 
Mo ∼1,200 1000

 D = 2.0cm

 BH = 20.0cm

 SV = 11.5cm/sec

 CT= 1.7sec

Ru (Tc, C-14, 
Te) trapping 

unit

Calcium 
filter

Ru, Tc,

C-14, Te
∼1,000 800

 D = 2.0cm

 BH = 20.0cm

 SV = 8.0cm/sec

 CT = 2.5sec

I

trapping unit
AgX I ∼500 150

 D = 2.0cm

 BH = 10.0cm

 SV = 3.8cm/sec

 CT = 2.6sec

표 6. Summary of design specification for off-gas trapping system

 * D: diameter, BH: bed height, SV: superficial gas velocity, CT: contact time

6. 배기체 단 공정 처리장치 설계 

그림 3부터 그림 12까지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 제작을 한 포집

장치의 설계도를 제시하 다.

제 3  배기체 처리장치 제작

1. 시제품 주요 단 공정 사양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 설계사양을 근거로 포집장치 시제품을 제작

하 다. 

2.  주요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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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기체 가열 장치  가열장치 제어반

나. 시료장   휘발 부분 

다. Cs Trapping part

라. Ru Trapping part

마. I Trapping part 

그림 3. Assembly drawing of furnace



- 17 -

그림 4. Part assembly drawing of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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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ssembly drawing of furnace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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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ssembly drawing of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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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art drawing of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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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iping diagram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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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iping diagram # 2



- 23 -

그림 10. Jig drawing of assembly and disassembly for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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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Design drawing of voloxidizer



- 25 -

그림 12. Design drawing of iodine trapping container

3. 주요 구성품의 제작사양

가. 배기체 가열 장치  가열장치 제어반

     ① Horizontal Tube Furnace

       ㉮ SIC Furnace (2-Zone)

         - 1200℃ 반응 역

         - Total Size ; OD920W×600D×530H

         - 1-Zone

          * 크기 ; OD450W×600D×530H (내부 크기: φ270×300)

          * 용량 ; 18Kw(82A) 

          * Thermocouple ; R-Type Thermocouple (2EA)

         - 2-Zone

          * 크기 ; OD470W×600D×530H (내부 크기 :φ100×320L)

          * 용량 ; 8Kw(36A) 

          * Thermocouple ; R-Type Thermocouple (2EA)

         - 원은 220V, 단상

       ㉯ Wire Kanthal Furnace (2-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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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 이하의 반응 역 (2-Zone × 1EA)

         - Total Size ; OD940W×260D×263H

         - 1-Zone

          * 크기 ; OD470W×260D×263H (내부 크기는 φ164×320L)

          * 용량 ; 2.2Kw(10A)

          * Thermocouple ; K-Type Thermocouple (2EA)

         - 2-Zone      

          * 크기 ; OD470W×626D×263H (내부 크기는 φ164×320L)

          * 용량 ; 2.2Kw(10A)이고, 

          * Thermocouple  ; K-Type TC (2EA)

         - 원은 220V, 단상

     ② Furnace Controller

       ㉮ PID Controller ; 

         - Yokogawa UP-351(4EA),               

         - Digital V-Meter(4ea), Volume & Power

         - TPR (100A, 50A, 25A, 25A)

       ㉯ Indicator ; Yokogawa UT-150(2EA), Yokogawa UT-130(2EA)

나. Voloxidizer part 

① 본 장치는 시료를 장 하여 휘발시키는 부분으로 랜지 속을 통  해 

기 을 유지하며, 내부 온도 약 1,200℃에서도 건 성을 보장하여야 한

다.

② 용기  랜지의 재질은 Inconel로 하고, 내부에는 시료를 넣은 crucible

을 안치시킬 수 있는 임을 설치하고, 한 기체의 흐름을 지연시키

는 buffle  plate를 설치한다.

③ 용기의 하단에는 온도에 따른 길이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와 flow 

meter(0.1∼10 L/min)를 설치한다. 

④ 용기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TIC와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TI를 

설치한다. 

⑤ 지 상부에 설치되는 배 에는 샘 을 채취할 수 있는 샘  채취 장

치를  설치한다. 

다. Cs Trapping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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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장치는 Cs을 포집하는 부분으로 Ring type container와 Spacer를 

랜지 속을 통해 기 을 유지하며, 내부 온도 약 1200℃에서도 건 성

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Ring type container, Wire mesh, Spacer  랜지의 재질은 STS 321

로 한다. 

③ Ring type container, Wire mesh, Spacer  랜지와의 속부분은 기

을 유지하도록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④ 장치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TIC와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TI를 

설치한다. 

⑤ 지 상부에 설치되는 배 에는 샘 을 채취할 수 있는 샘  채취 장

치를설치한다.

라. Ru Trapping part

① 본 장치는 Ru을 포집하는 부분으로 Ring type container와 Spacer를 

랜지 속을 통해 기 을 유지하며, 내부 온도 약 800℃에서도 건 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Ring type container, Spacer  랜지의 재질은 STS 321로 한다.

     ③ Ring type container, Spacer  랜지와의 속부분은 기 을 유지하

도록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④ 장치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TIC와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TI

를 설치한다.

     ⑤ 지 상부에 설치되는 배 에는 샘 을 채취할 수 있는 샘  채취 장

치를 설치한다.

   마. I Trapping part

     ① 본 장치는 I을 포집하는 부분으로 Mesh type container와 Spacer를 

랜지 속을 통해 기 을 유지하며, 내부 온도 약 200℃에서도 건 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Mesh type container, Spacer  랜지의 재질은 STS 321로 한다.

     ③ 장치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TIC와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TI

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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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 상부에 설치되는 배 에는 샘 을 채취할 수 있는 샘  채취 장

치를 설치한다.

4. 제작된 장치의 주요 구성품 외

그림 13부터 그림 19까지 제작된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의 주요 구

성품 외 을 제시하 다.

그림 13. Off-gas 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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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ontrol system of off-gas 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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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Heating part of voloxidizer and Cs trapping units in off-gas 

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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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Heating part of Ru trapping unit and I trapping units in off-gas 

trapping system

그림 17. Voloxidizer and trapping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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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Vol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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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Vacuu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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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기체 처리장의 성능시험

제작된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 시제품의 성능시험은 단 포집장치 

가열부분이 설계한 온도 (Cs 포집부분: 1000℃, Ru 포집부분: 800℃, I 포

집부분: 150℃)로 제 로 유지하는지에 한 온도조  실험, 그리고 단

포집장치 가열부분이 설계한 최고온도 (Cs 포집부분: 1200℃, Ru 포집부

분: 800℃, I 포집부분: 500℃)까지 가열이 되는지에 한성능시험을 실시

하 다. 한 각 trapping unit의 기 실험도 수행하 다.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를 trapping unit 별로 원하는 입력 조건으로 

가열한 결과 입력 시간 로 Cs 포집부분은 1000℃, Ru 포집부분은 800℃ 

그리고 I 포집부분은 150℃에 도달하여 안정한 온도  유지시간을 만족

하 다 (그림 20 참조). 한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를 각 trapping 

unit의 최  온도로 가열한 결과 입력한 조건 로 Cs 포집부분은 1200℃, 

Ru 포집부분은 1000℃ 그리고 I 포집부분은 500℃에 도달하여 안정한 온

도  유지시간을 만족하 다.

한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의 trapping unit 별로 공기 유량(0.5 

l/min) 조건에서 snoop를 이용하여 기 실험을 수행한 결과 완벽한 기

을 유지함을 확인하 다. 한 진공조건 (<1 torr)에서 trapping unit 별로 

snoop를 이용하여 기 실험을 수행한 결과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벽한 기 을 유지함을 확인하 다. 이상의 실험결과 배기체 단 공정 포

집장치는 설계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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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Temperature check of control system in off-gas 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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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Vacuum check of vacuum system



- 37 -

제 3 장 결 론

200 g-SF/batch 규모의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중 배출되는 준휘발성 핵종을

제거할 실험실 규모의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배기체 처리 흐름

도를 작성한 후 KAERI pyroprocessing 공정 중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의 배기체

처리 포집대상 핵종들을 선정하였다. 각 포집장치에 사용될 포집매질로는 Cs,

Rb, Cd 핵종 제거용으로서 fly ash filter, Tc, Mo, Te, Se 핵종은 제거용으로서

Ca 필터, 그리고 I 및 Br 을 제거할 AgX 를 선정하였다. 이들 포집매질을 이용

하여 고도 휘발성 산화로 배기체 처리계통의 구성 장치별 크기 및 사용 포집매

질의 설계기준을 완성하였다.

배기체 처리시스템 설계 사양을 만족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배기체 처

리시스템은 상세 설계에 근거하여 voloxidizer 부분 및 3단계로 구성된 핵종 포

집부분(Cs 포집존, Ru 포집존 및 I 포집존) 으로 구성되어 제작되었다. 제작된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시제품의 성능시험결과 단위포집장치의 온도, 진공도,

기밀성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설계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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