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TR-4193/2010                                      기술보고서

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Design of an Engineering Scale Off-gas Trapping 

System for Capturing Semi-volatile Nuclides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 1 -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고도 전처리 단위공정 기술개발 과제 중 “공학규모 준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에 관한 기술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0년 12월

주 저 자 : 신진명 (재순환핵연료 기술개발부)

공동저자 : 박장진, 이재원, 이정원 (재순환핵연료 기술개발부)



- 2 -

요 약 문

50 kg-SF/batch 규모의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중 배출되는 준휘발성 핵

종을 제거할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하였다. 휘발성산화공정에서

발생되는 배기체 휘발량은 각 핵종의 휘발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고

도 휘발성산화공정 배기체 처리 장치 공정도를 작성하였다. 배기체 처리

장치에서 배출되는 모든 핵분열 가스는 무방출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각 포집단위공정은 포집될 목표 핵종들의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배치되었다. Cs, Rb, Cd 핵종은 fly

ash filter(porous inorganic filter), Tc, Mo, Te, Se 핵종은 Ca filter

(porous inorganic filter), 그리고 I의 포집은 AgX로 포집하며, 최적포집

온도가 각각 900℃, 700℃ 및 250℃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배기체 처리시

스템은 각 단위포집장치 별 포집매질의 특성, 포집될 핵종의 양, 운전 온

도, 공탑속도 등과 같은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배기체 처리시

스템 설계 기준 수립시 향후 핫셀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장치의 원격성,

접근성, 운전성, 효율적인 보수/유지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장치의 유연성, 포집 후 필터 분석을 위한 포집통의 분리성 및 고온 내구

성이 유지되는 장치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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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Design of an engineering-scale trapping system to be used in PRIDE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of KAERI to remove

semi-volatile fission gases generated from the advanced vololoxdation process

of 50 kg-SF/batch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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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b are trapped on a fly ash

filter at around 900 ℃. Tc, Te, Se, and Mo on a calcium filter are trapped at

about 700 ℃, and I on a AgX is trapped at about 250 ℃. Off-gas 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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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gas t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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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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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습식 재처리공정을 위해 개발된 저온 휘발성 산화공정(voloxidation

process)은 약 500℃에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산화시켜 분말화 한다[1,

2]. 습식 전처리공정(chop, low temp voloxidation and leach process)에서

는 여러 핵종 중 주로 삼중수소만 제거한 분말을 질산에 용해시킨다. 즉,

이 공정 조건에서는 삼중수소만 제거되고 Cs은 물론 I, Kr, Xe, C-14 핵

종도 거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정을 파이로전처리 공정에 적용할

경우 후속 공정인 전해환원(electrowinning) 공정에서 상기 핵종들을 제거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전해환원 공정은 650℃ 고온의 리튬 염화물 분위기에서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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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기 때문에 Kr, Xe, C-14 핵종 포집은 물론 Li, Cs 등의 안전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때, 요오드의 경우 전해환원반응기의 폐기물 염상

(salt phase)으로 이동하리라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정립되지 않고 있다. 고도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고온 휘발성 산

화공정이 성공하면 기존 휘발성 산화공정 채택 시 제거가 안 되는 Cs,

Kr, Xe, C-14, I, Tc, Mo, Te, Se 등 귀금속(noble metal)들을 제거할 수

있다[3,4].

한편,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 중에는 기체상 핵분열생성물 배기체가

발생하므로 시설의 안전 운영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및 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1단계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에서 준휘발성 핵종에 대한 선택적 포집특성연구를 수행한바 있다. 2

단계 연구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이의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전처리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은 현재까지 lab-test에 한정되어 있어 대용량 처리시 필요한

scale-up 장치의 설계 및 제작 기술개발, 각종 조건 변화에 대한 장치 및

필터의 적용성, 필터의 포집 효율 및 특성평가 등의 실용화 가능성을 위한

규모 확대 성능 검증이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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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lab-scale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방출되는 Cs, Rb, Cd, Mo, Tc,

Te, Se, I 및 Br 등의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종 포집실험에서 얻어진 data

를 근거로 50 kg-SF/batch 규모의 배기체 처리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향후

이 장치를 이용하여 lab-scale에서 얻은 포집 운전조건을 pilot-scale에 적

용하여 KAERI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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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제 1 절 서설

최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pyroprocess에 대한 연구가

한국 KAERI, 미국 INL, 일본 CRIEPI 등에서 활발하다. Pyroprocess 공정

은 산화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화하는 전해환원 공정, 잉여우라늄

을 회수하고 TRU 물질을 회수하는 정해정련 공정, 염폐기물 처리 공정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전해환원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사용하

려면 탈피복 공정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봉으로부터 핵물질을 제거한 후,

이를 분말화 하여 전해환원 공정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마그네시아 용기

나 스테인레스 메쉬 용기에 핵물질을 장입하여야 한다.

한편, 핵물질을 산화분위기에서 열적으로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핵분열생성물이 휘발하게 되는데 이 공정을 휘발성산화 공정(그림

1)이라 한다. 초기의 휘발성산화 공정은 습식공정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사용후핵연료 중 삼중수소 제거와 용해 속도 증가를 위한 분말화가 주목

적이어서 대체로 500℃, 산화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기의 기존

휘발성산화 공정은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삼중수소는 제거되나 Kr/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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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Tc 등은 거의 제거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휘발성산화 공정을

pyroprocess에 적용할 경우 전해환원, 전해정련 공정의 배기체 처리, 핵종

분리, 공정효율 등에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온산화와 진공개념을 도입한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을 개발하였다.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중수소뿐만 아니

라 고방사능, 고방열 Cs, 장수명 I-129, Tc-99, C-14 핵종 등이 대부분 제

거되며, 불활성 가스인 Kr/Xe도 대부분 제거 가능하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 중에는 기체상 핵분열생성물 배기체

가 발생하므로 시설의 안전 운영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및 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KAER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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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실 규모에서 준휘발성 핵종에 대한 선택적 포집특성연구를 수행한바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 제

작하고 이의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실험실적 규모의 배기체 처

리장치를 설계 제작한 후 배기체 처리 경험을 수행할 성능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종을 안전하게 포집하기 위한 50

kg-SF/batch 처리 용량의 배기체 처리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림 2. 기존 휘발성 산화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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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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고방사성, 고방열

Ru 〈1 〈1 Noble metal

Mo 〈1 ～62 Noble metal

Rh 〈1 〈1 Noble metal

Te 〈1 ～53

Rb 〈1 ～98

표 1. 기존 휘발성산화공정과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핵종 휘발율

제 2 절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1. 배기체 처리장치 흐름도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voloxidation 공정 중 발생되는 준휘발성 핵종의

처리절차에 대한 배기체 처리장치 흐름도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중 방출되는 배기

가스들 중 방사선 및 붕괴열이 높은 Cs과 Rb, Cd 핵종들은 석탄회 세라

믹필터가 충전된 포집층을 통과시켜 이들 핵종 들을 안정한 형태로 고정

화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그런 다음 Ca-based filter가 충전된

포집층을 통과시켜 Tc, Mo, Te, Se 핵종들을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첨착

제올라이트가 충전된 포집층을 통과시켜 배기가스들 중 요오드 및 브롬을

포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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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배기체 처리장치 흐름도

그런 다음 휘발성산화공정 공정조건을 분석하고 포집대상 핵종을 선정

한 후 이들의 휘발량을 분석한다. 각 휘발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포집매질(석탄회필터, 칼슘필터, AgX)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단위포집장

치의 내경 및 높이 등을 계산하였다. 휘발성산화장치로 및 각 단위공정 포

집장치는 고온 및 다양한 분위기가스에서 운전되어야 하므로 내구성 있는

장치 재질을 선정하기 위하여 재질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핫셀 내에

서의 원격조작에 의한 배기체 포집장치(포집통 등) 및 가열기의 부품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본 장치는 유지보

수가 용이한 구조로서 모듈구조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 13 -

2. Voloxidation 공정 중 FPs 휘발량

현재 Pyroprocessing 공정의 기준 핵연료인 PWR(초기농도: 4.5wt.%,

연소도: 55,000 MWd /tU, 냉각기간: 10년)을 선정하여 본 배기체 처리장

치의 설계기준으로 삼았다. 배기체 처리장치의 처리규모는 50 kg/batch 이

었다. 휘발성 산화공정의 공정조건은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처리온도는 최

대 ～1200℃, 분위기 가스는 Air, Ar, 4%-H2/Ar 이었다. 사용후핵연료 이

력을 기준으로 ORIGEN-ARP (Automatic Rapid Processing) code를 이용

하여 고도 휘발성 산화 공정 중 발생되는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종의 총

량을 계산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 중 발생이 예상되는 핵분열가스의 휘발량을 계

산하기 위하여 KAERI와 INL의 실험결과와 여러 문헌을 분석하여 핵분열

가스 휘발율을 결정하였다[5-7]. 또한 핵분열가스 포집량은 핵분열가스 휘

발량이 전량 포집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표 4에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 중 발생이 예상되는 핵분열가스의 휘발량을 나타내었다. 포집대

상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종은 Cs, Rb, Cd, Tc, Te, Se, Mo, I, Br 을 선

택하였다.

Process  Carrier gas  Reaction temp. ℃ Flow rate, L/min

High temp.

oxidation

Air, Ar,

4%-H2/Ar
≈ 1,200 200

표 2.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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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s Major isotopes
g %

Cs 203.70 18.3 137

Rb 27.98 2.5 　

Cd 10.92 1.0 　

Tc 61.62 5.5 99

Te 38.60 3.5 125m

Se 4.43 0.4 　

Mo 274.97 24.7 93

I 18.30 1.6 129

Br 1.61 0.1 　

H 0.00 0.0 3

C 5.34 0.5 14

Kr 28.67 2.6 85

Xe 438.50 39.3 　

Total 1114.65 100.0 　

표 3. SF내 휘발이 예상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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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s 초기량 휘발률, % 휘발량 포집량
질량분율,

%

Cs 203.70 98.00 199.63 199.63 20.37

Rb 27.98 98.00 27.42 27.42 2.80

Cd 10.92 98.00 10.71 10.71 1.09

Tc 61.62 92.00 56.69 56.69 5.78

Te 38.60 53.00 20.46 20.46 2.09

Se 4.43 53.00 2.35 2.35 0.24

Mo 274.97 62.00 170.48 170.48 17.39

I 18.30 100.00 18.30 18.30 1.87

Br 1.61 100.00 1.61 1.61 0.16

H 0.00 100.00 0.00 0.00 0.00

C 5.34 100.00 5.34 5.34 0.54

Kr 28.67 100.00 28.67 28.67 2.93

Xe 438.50 100.00 438.50 438.50 44.74

Total 1114.65 　 980.15 980.15 100.00

표 4. Voloxidation 공정 중 FPs 휘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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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 포집 공정별 주요 설계 원칙

(가) KAERI pyroprocessing 공정 중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의 배기체

처리 포집대상 핵종은 Cs, Rb, Cd, Tc, Mo, Te, Se, I 및 Br 9 종으로

한다.

(나) 적용될 배기체 포집기술은 화학적 흡착방식이며, Cs, Rb, Cd 핵종

은 fly ash filter, Tc, Mo, Te, Se 핵종은 Ca 필터, 그리고 I 및 Br의

포집은 AgX를 이용하여 포집한다. 각 포집매질의 온도는 900℃, 700℃

및 250℃가 되도록 설계한다.

(다) 사용후핵연료(Burn-up : 55,000 Mwd/tU) 500kg(50kg/batch,

10batch)를 기준으로 휘발된 포집대상 핵종이 전량(100%)이 배기체 처

리장치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설계한다.

(라) 포집장치에 연결되는 모든 배기가스 이송배관은 각각의 휘발 핵종

들이 배관 내부에 응축 및 침적되지 않도록 끓는점 이상의 온도가 유

지되도록 설계한다.

(마) 포집반응기 및 포집통의 재질은 각 필터의 포집온도 이상을 유지

시킬 수 있는 재질을 선정한다.

(바) Voloxidizer 및 각 포집장치 반응기 내부 온도 측정 및 이들 장

치사이를 연결하는 이송배관의 온도를 측정을 위해서 TIC 및 TI를 설

치한다.

(사) 포집통(filter, filter container, 교체 인양 고리)은 원격으로 탈부착

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아) 각 필터 unit는 축방향 포집농도 분포를 알기 위하여, 단위 길이별

로 독립적인 화학분석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4. 포집매질의 특성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에는 각 핵종을 제거할 포집매질로서 fly

ash filter, calcium filter 및 silver impregnated zeolite (AgX)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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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Trapping

Media
Design Base Remarks

Cs(Rb, Cd)

Trapping

Unit

Fly ash filter

Capacity : 250 mg- Cs(Rb,

Cd)/g-bed

Velocity : <30 cm/sec

Temperature : 900℃

Zero-release

Porosity : 25 %

Packing density : 0.58 g/cc

Disk type

Tc(Mo, Te,

Se)

Trapping

Unit

Calcium filter

Capacity : 200 mg-Tc(Mo,

             Te, Se)/g-bed

Velocity : <30 cm/sec

Temperature : 700℃

Zero-release

Porosity : 25 %

Packing density : 0.55 g/cc

Disk type

I

Trapping

Unit

Silver

impregnated

Zeolite

Capacity : 70 mg-I/g-bed

Velocity : <20 cm/sec

Temperature : 250℃

Zero-release

Ag content : 30 wt.%

Packing density : 0.65 g/cc

Granular type

표 5. 포집매질의 특성

예정이다. 각 포집매질의 포집특성과 50 kg-SF/batch 처리에 적합하게

KAERI에서 제작한 한 내경 250mm 크기의 대용량 석탄회필터 및 석탄회

필터의 사진을 그림 3및 4에 Aldrich Co. 사에서 시판하고 있는 AgX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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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석탄회필터

그림 5. 칼슘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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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석탄회필터

5. 배기가스 이송 배관 유지온도

휘발성 산화 장치에서 휘발되는 준휘발성 핵종들은 각 포집장치에 도

달하기 전에 끓는점 이하로 냉각될 경우 배관 내부에 응축되거나 축적되

어 기체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단위 포집공정별 제거대

상 핵종의 끓는점 이상으로 배관의 온도를 설계해야만 한다. 표 6에 배기

체 처리장치 단위 포집공정별 기체이송 배관 유지온도를 나타내었다.

6. 배기체 처리 장치 단위공정별 설계 요약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제작에 반영한 단위공정 포집장치에서 제거

할 포집 대상 핵종, 각 반응기의 설계온도 및 운전 온도, 표 5의 각 포집

장치에 사용될 포집매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포집징치별 포집매질의 직

경, 높이, 공탑 가스속도, 체류시간 등을 산정하여 정리한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시방요약을 표 7에 나타내었다.



- 20 -

Type of connection pipe   Pipe temp. (℃)

Connection pipe between voloxidizer outlet  

and  Cs(Rb, Cd) trapping unit
700 ~ 850℃

Connection pipe between Cs(Rb, Cd) trapping

unit outlet and Tc(Mo, Te, Se) trapping unit
700 ~ 850℃

Connection pipe between Tc(Mo, Te, Se,)

trapping unit outlet andI(Br) trapping unit
over 180℃

표 6. 배기가스 이송배관별 유지온도

  Trapping

unit
 Design temp., ℃  Operating temp., ℃ Design spec.

Cs(Rb, Cd)

trapping unit
~ 1,000 900

• D = 250 mm

• BH = 350 mm

• SV = 0.27 m/sec

• CT = 1.30 sec

Ru(Tc, C-14)

trapping unit
~ 1,000 700

• D = 250 mm

• BH = 500 mm

• SV = 0.23 m/sec

• CT = 2.20 sec

I (Br)

trapping unit
~ 500 250

• D = 200 mm

• BH = 300 mm

• SV = 0.20 m/sec

• CT = 1.50 sec

표 7.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시방 요약

* Basis : 500 kg-SF

* D: diameter, BH: bed height, SV: superficial gas velocity, CT: superficial contac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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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기체 처리장치 주요 구성품의 재질

본 배기체 처리장치는 휘발성 및 준휘발성 배기체를 휘발하기 위한

voloxidizer 및 휘발된 배기체를 포집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가열기이다.

Voloxidizer unit은 1200℃, Cs trapping unit은 900℃, Tc trapping unit은

700℃, 그리고 I trapping unit은 250℃에서 운전이 예상되므로 각 반응기

별 운전온도를 고려하여 주요 구성품의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고

온에서 운전되는 voloxidizer 및 Cs trapping 반응기들은 설계 온도 140

0℃ 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하는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 재질

은 실험시 고온에서도 변형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강도와 부식 저

항성을 지녀야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Tc trapping 반응기와 I trapping 반

응기는 설계온도 1000℃ 및 500℃에서 건전성을 유지하는 재질을 선정하

여야 한다.

Voloxidizer 및 각 포집반응기 및 포집반응기 내부에서 사용될 포집통의

설계온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배기체 처리장치 주요 구성품의 재질을

요약하여 표 8에 나타내었다.

8. 배기체 처리장치 제어반

Voloxidizer 및 각 포집반응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온도대로 반응기 내부

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TIC (Temperature Indicator Controller) 및

Voloxidizer 및 각 포집반응기 사이의 입구 및 출구 쪽 배관의 온도를 직

접 읽을 수 있는 TI (Temperature Indicator) 가 필요하다. 표 9에 배기체

처리장치 각 반응기 내부온도 측정 및 각 반응기별 연결배관 온도를 제어

하고 측정할 수 제어반을 요약하여 표 9에 나타내었다.

9.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도면

그림 6부터 그림 16까지 배기체 처리장치 제작을 위한 설계도면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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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Design temp. ℃ Material

Voloxidizer reactor 1,400 Inconel 600

Cs trapping reactor 1,400 Inconel 600

Cs trapping basket 1,000 SS 304

Tc trapping reactor 1,000 SS 316

Tc trapping basket 1,000 SS 304

I trapping reactor 500 SS 316

I trapping basket 500 SS 304

표 8. 배기체 처리장치 주요 구성품의 재질

Unit Instrument
Control/indication

range,℃
Remarks

Voloxidizer TIC-V

 TI-V-1

 TI-V-2

 ~ 1400

 ~ 1000

 ~ 1000

PID

Inner  temp. in the  reactor

Outlet gas temp.

Cs trapping

unit

TIC-Cs

 TI-Cs-1

 TI-Cs-2

  ~ 1,000

  ~ 1,000

  ~ 1,000

PID

Inner  temp. in the  reactor

Outlet gas temp.

Tc trapping

unit

TIC-Tc

 TI-Tc-1

 TI-Tc-2

  ~ 1,000

  ~ 1,000

  ~ 1,000

PID

Inner  temp. in the  reactor

Outlet gas temp.

I trapping unit TIC-I

 TI-I-1

 TI-I-2

 ~ 500

 ~ 500

 ~ 500

PID

Inner  temp. in the  reactor

Vent temp.

표 9. 배기체 처리장치 가열장치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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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Voloxidizer 반응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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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Voloxidizer 반응기



- 25 -

그림 9. Cs, Tc, I 반응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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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포집 반응기 및 포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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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필터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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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배기체 처리장치 조립도-1



- 29 -

그림 13. 배기체 처리장치 lay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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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배기체 처리장치 lay -out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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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배기체 처리장치 lay -out 윗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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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배기체 처리장치 lay-out 우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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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배기체 처리장치 lay -out 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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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50 kg-SF/batch 규모의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중 배출

되는 준휘발성 핵종을 제거할 PRIDE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stration)용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하였다. 배기체 처리 흐름도를 작

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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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거용으로서 Ca 필터, 그리고 I 및 Br 을 제거할 AgX를 선정하였다. 이들

포집매질을 이용하여 고도 휘발성 산화로 배기체 처리계통의 구성 장치별

크기 및 사용 포집매질의 설계기준을 완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50 kg-SF/batch 규모의 대용량 배기체 처리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배기체 처리시스템 설계 사양을 만족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기 작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대용량 배기체 처리시스템을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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