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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면수 430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핵비확산성 건식공정으로 산화물핵연료를 제조하는 고방사능 차페시설（DFDF）을 원격 
으로 운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개발, 그리고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고방사성 폐기물 및 배기체를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제조시설을 방사선의 위 
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정상적인 제조실험 및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기술의 개발

2. 연구결과

원격 클린업장치, 원격 분진제거장치, 원격건식제염장치, 고기능 swabbing system 
등과 같은 원격유지보수 장치를 개발 및 활용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원격 
유지보수 및 DFDF 안전운영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고방사성 세숨 및 크립톤 등 핵종별 
배기체 처리기술 등을 개발하여 시설의 안전운전 및 핵연료 개발연구 지원 등을 수행 

하였음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 안전운영 및 원격기술은 기존 핫셜뿐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를 취급하는 금속핵연료 제조시설, pyro-electrochemical processing 시설 등의 설계, 
건설 및 운영 등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본 연구의 결과를 AFCI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하여 미국 INL, （애교과 2004년 6월부터 3년간 국제공동연구（과제명: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휘발성 산화공정 기술개발）로 수행 중에 있음

21 Omm x297mm





요약문

I. 제목 : 건식공정 고방사성 핵물질 처리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건식공정 고방사성 핵물질 처리기술 개발 과제는 핵비확산성 건식공 

정으로 산화물핵연료를 제조하는 고방사능 차폐시설 (DFDF) 및 공정장치를 

원격으로 운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개발, 그리고 제조공정에 

서 발생되는 각종 고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배기체를 포집하는 기술을 개 

발함으로서 작업자 및 환경을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항상 정상적인 제조실험 및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과제 

의 연구개발 목적이다. 과제의 최종목표 및 단계목표는 다음과 같다.

- 최종 목표

•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원격유지보수 및 DFDF 안전운영 기술 

개발

•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폐기물 및 핵종별 배기체 처리기술 

개발

- 단계 목표

•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원격유지보수 및 DFDF 안전운영 기술 

개발

• 건식재가공 핵연료 공정폐기물 및 핵종별 배기체 처리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감용 기술과의 연계 타당성분석

2. 연구개발의 필요성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은 다량의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초기물질로 사용하므로 고방사능 차폐시설인 핫셀이 필요하며, 

이들은 원격으로 운영 및 유지 보수되어야하므로 시설의 원격유지보수기 

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 중에는 폐피복관, 

스크랩，폐필터 등 공정폐기물이 발생하므로 제조시설의 안전운영과 작업 

자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는，이들 폐기물들을 발생 형태별로 안전 

하게 처리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배기체 처리는 작업자 및 시설의 안전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발하여야 할 필수 기술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당해 단계기간 중 수행한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O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원격유지보수 및 DFDF 안전운영 

기술개발

- DFDF 시설 운영 및 DFDF 핵물질 소내 수송

- DFDF 시설 운영폐기물 관리 및 제염

- 원격 클린업 장치 성능개선

- 원격 분진제거 장치 성능개선

- 원격 건식제염 장치 성능개선

- DFDF 앗셀 swabbing system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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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DF 힛■셜의 고기능 swabbing system 3D 그래픽환경 작업 모의실험 

O 건식재가공 핵연료 공정폐기물 및 핵종별 배기체 처리기술 개발

- 폐피복관 처리를 위한 기술성분석

- 폐피복관 처리 기초실험

- DFDF 폐기물 저장용기 설계

- DFDF 배기체 처리장치운용

- 배기처 1(Cs,Kr 등) 단위공정 포집실험

O 사용후핵연료 감용 기술과의 연계 타당성분석

- 건식재가공 기술이용 감용체의 방사능, 붕괴열 등 특성분석

- 건식재가공 기술이용 감용체의 기술성 분석

IV. 연구개발 결과

당해 단계기간 중 주요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원격유지보수 및 DFDF 안전운영

기술개발

- DFDF 힛■■셀 원격 콜린업장치의 mopping area를 24m2/rol 1 이상으로 

성능개선

- DFDF 힛■셀의 고기능 swabbing system을 힘 반향 원격 조작형(매스 

터/슬레이브 형태)으로 상세설계

- DFDF 앗설의 원격 분진제거장치의 청소모둘(cleaning module) 개량 

제작

- 드라이아이스 펠릿을 활용하는 원격 건식제염장치의 분사기 

(blasting device)의 개량제작

- iii -



- DFDF 앗셀의 가상 그래픽 작업환경에서 swabbing system의 가상작 

업을 동적으로 모사하는 tool 개발

- DFDF 핫셀，PIEF 핫셀 및 DUPIC 모의시험 시설 및 장치의 안전운영 

지원

- DFDF 핫셀의 manipulator 보수 및 부품교체，DFDF 핫셀 라이트 원 

격교처L DFDF 핫셀 바닥 원격제염, 부압조정 등 수행

- 핫셀 시험장치의 원격유지보수, 제염해체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DFDF 격리실 북쪽 벽에 Py-manipulator 설치 및 성능시험

- Padirac cask를 사용하여 rod-cut, mini-element, 소결체 시료 둥 

을 D卵F에서 PIEF, IMEF, 화학분석실 등으로 운반

- DFDF 핫셀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방사성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운반 및 보관

O 건식재가공 핵연료 공정폐기물 및 핵종별 배기체처리 기술 개발

- DFDF 핫셀 내 설치한 배기체 처리장치의 포집재 교체，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하여 운전 시간에 따른 포집재의 성능평가 및 장치의 안 

전운영

- 사용무핵연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세슘 포집 및 특성분석

- 운영 중인 표집장치의 보완 및 실험 시 문제점 해석

- 세슘 단위처리공정 표집조건 확립（800°C이상에서 포집효율 99.9% 

이상）

- 크립톤 단위처리공정 포집조건 확립（상온에서 포집효율 97% 이상）

- 건식제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피복관（cladding hull）의 특성 분 

석（ 침착된 핵분열생성물 및 U의 분포특성 등）

- 레이저법, 기계적 방법 등에 의한 폐피복관（hull） 내면 방사능저감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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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용후핵연료 감응 기술과의 연계 타당성분석

- 사용후핵연료 감용 기술현왕 분석

-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한 S/F 감용체들의 방사능, 붕괴열 등 분석

- 건식 금속공정 감용체와 산화물공정 감용체의 특성비교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원격 클린업장치, 원격 분진제거장치, 건식 

제염장치, 고기능 swabbing system 등과 같은 원격유지보수 장치돌은 핫 

셀과 같은 제한된 시설에 설치된 장비의 원격유지보수에 폭넓게 이용되리 

라 사료되며 최종 제품 측면에서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분야 

에도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 안전운영 및 원격기술은 기존 핫셀의 안전운 

영에도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금속핵연료 제 

조시설, pyro-electrochemical processing 시설 등의 설계, 건설 및 운영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과제의 배기체 처리기술개발을 통하여 축적된 고방사성 세슘 및 

크립톤 등 핵종별 배기체 처리기술 등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폐기물 

의 금속전환체 전환, 소멸처리, 유리화 등의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배기체 관련 연구 결과는 현재 AFCI 프로그램을 수행중인 미국 INL과 

0RNL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i-NERI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2004년 6월부 

터 3년간 KAERI/INL/ORNL 3 기관 간 국제공동연구（과제명: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휘발성 산화공정 기술개발） 형태로 배기체 거동분석, 배기체 포 

집 및 위발성 산화공정 기술개발 등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 

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AFCI 및 GEN-IV 프로그램에 적용될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시설 및 전처리 공정의 설계，건설，운전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V



고체폐기물 특성연구를 통하여 폐피복관(hull)의 표면을 제거함으로 

써 TRU 폐기물인 폐피복관을 non-TRU 폐기물로 전환시키는 처리기술은 고 

준위폐기물의 발생량을 현저히 감소시켜, 압축이나 용융에 의한 기존의 

처리기술에 비하여 폐기물 관리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감용기술은 고온산화공정을 도입할 경우 방사 

능 저감, 붕괴열 저감, 장수명 핵종(1-129, Tc-99)제거, 산화물핵연료 감 

용체의 저장안정성，핵비확산성, 공정단순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 

료의 저장 및 처분기술로서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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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

Radioactive Dry Process Material Treatment Technology Development

II. Objectives and Necessities of Project

A. Objectives

Project of Radioactive Dry Process Material Treatment Technology 
Development aims to be normal operation for the experiments at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DFDF) and safe operation of the facility 
through the technology developments such as, remote operation, 
maintenance & repair of the faci1ity, treatment of various high 
level process waste and trapping of volatile process gases.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DFDF) can accommodate highly active 
nuclear materials, and now it is for fabrication the oxide fuel by 
dry process characterizing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During the 
term, detail final and stage objectives are as fol lows.

• Final Objectives

- Technology development for remote maintenance and repair of 
dry process fuel fabrication equipment and for safe operation 
of DFDF

- Technology development for treatment of process waste of fuel 
fabrication and trapping of volatile process gases

• First Stage Objectives (200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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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developments for remote maintenance and repair of 
dry process fuel fabrication equipment and for safe operation 
of DFDF

- Technology development for treatment of process waste of fuel 
fabrication and trapping of volatile process gases

- Feasibility study 1 inking the project of Spent Fuel Volume 
Reduction Technology

B. Necessities of Project

Since proliferation resistant dry process oxide fuel fabrication
process uses a lot
well shielded and
remote maintenance,

of spent PWR fuel as raw material, it requires 
equipped hot cell. Therefore, development of
repair and handling technique are essential for

normal operation of this facility.

In addition, oxide fuel fabrication process generates cladding 
hull, scrape and waste filter during operation, related technologies 
for treatment of various process waste and trapping of volatile 
gases should be developed for providing the safety for workers and 
environment, either.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re as follows：

A.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remote maintenance and the DFDF's 
safe operation

- Safe operation of DFDF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and

- viii 一



in-site transportation of the nuclear materials

- Management of process and operation wastes of DFDF

-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remote cleanup system

-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remote decontamination system

-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remotely operated contamination 
collection system

- Design of a swabbing system for the DFDF hot cell

- 3D simulation of cleaning the DFDF hot cell via a swabbing 
system

B. Development of treatment technology for the dry process fuel 
wastes and process off-gas

- Feasibility study on treatment of cladding hul1

- Basic examination on the treatment of cladding hull

- Design of container for the waste of DFDF

- Operation of off-gas treatment system of DFDF

- Trapping experiments of off-gases of krypton and cesium by 
unit operation

C. Feasibility analysis on dry process fuel fabrication process as a 
reduction technology of spent fuel to be disposal

- Character i zat i on activity and decay heat of the product 
treated with dry process fuel fabrication process

- Technical feasibi1ity analysis on the volume reduction via dry 
process fuel fabr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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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of this project

The resul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A.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remote maintenance and safe 
operation of DFDF

- Improved mopping capacity of the remote cleanup system : 
mopping area > 24m /rol 1

- Completion of the detailed design development of the remote 
swabbing system in a bilateral master-slave type for the DFDF 
hot-cel1 applications

- Recons truet i on of the cleaning module of the remotely oeprted 
contamination collection system for improving its cleaning 
capacity in the DFDF hot-cel 1

- Reconstruction of the dry ice pellets' feeding system of the 
remote decontami nat i on system for improving the blasting 
uniformity of the dry ice pel lets

- Development of a 3D graphic system for rendering the task 
motions of the remote swabbing system in a graphic 
environment of the DFDF hot-cell

- Supports for the safe operations of the DFDF hot-cel 1, PIEF 
hot-cell, DUPIC mock-up facility and their equipment and 
devices

- Maintenance of the DFDF hot-cel 1 manipulator and replacement 
of its used parts, replacement of the used 1 ights of the 
hot-cell, decontamination of the contaminated floor of the 
hot-cell, and the inside pressure adjustment of the hot-cell

x



-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tests of the Py-manipulator 
which would be used for remote maintenance, decontamination 
and waste management in the isolation room

- Transportation of rod-cuts, mini-elements, and sintered 
samples from the DFDF to the PIEF, IMEF and chemical analysis 
room via Padirac cask

-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highly radioactive waste which 
is created in the DFDF and classified in the degree of the 
radiation level

B. Technology development of process waste treatment of the dry 
process fuel fabrication process and treatment of process 
off-gases

- Performance and 1 ifetime evaluation of the off-gas treatment 
system via sampling and chemical analysis, and its safe 
operation in DFDF hot cell

- Characterization of trapped cesium from the spent fuel

- Supplement of the off-gas treatment system under operation and 
problem study for versatile examination

- Establishment of conditions for trapping cesium (over 99.9% in 
efficiency at up to 800°C)

- Establishment of conditions for trapping krypton (over 97% in 
efficiency at room temperature)

- Characterization of the cladding hull generating dry process 
fuel fabrication process (distribution character of recoiled 
fission products and uranium at the surface of the cladding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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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development of peel-off of the nuclides 
contaminated at the surface of cladding hul 1 via pulsed laser 
and mechanical treatment, and so on.

C. Feasibility analysis on the dry process fuel fabrication process 
as a volume reduction technique of spent fuel

- Review of reduction technologies of spent fuel

- Characterization on the products treated with dry process fuel 
fabrication process in the point view of radioactivity, decay 
heat, storage safety, etc.

-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treated between 
dry process fuel fabrication process and dry metal process

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remote maintenance and repair equipment developed through
the project such as, remote cleanup system, remotely operated

remote handling of the equipment are valuable for design,

contain i nation collection system, remote decontam i nat i on system,
remote swabbing system, etc. can be usefully applied to the
machinery used at hot cell and the other industries as well.

The technologies for safe operation of the facility and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metal fuel manufacturing facility as 
well as for the existing facility.

Trapping technology of gaseous nuclides such as Cs, Kr and etc. 
can be successfully applied to the processes of metal transformation 
of high level radactive waste, transmutation, vitrification, an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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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specially, trapping technology of the gaseous nuclides and its 
related studies were so acknowledged from INL and ORNL executing the 
AFCI program that the international joint study is being carried out 
as a project(Radioactive Dry Process Material Treatment Technology 
Development) among ternary organizations of KAERI, INL and ORNL -so 
called i-NERI project- for three years from Jun 2004. Scope of the 
project includes studies on the characterizing the behavior of 
gaseous nuclides, trapping technique of volatile process gases and 
Voloxidation process, etc. The results are supposed to apply to th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for AFCI and 
GEN-IV of non-proliferation resistant processes.

In the study of characterization of the cladding hull, peel-off 
of the contaminated surface of the hul 1 is convinced to have 
economical merits in the respect of highly reduced amount to be 
disposed comparing to the compaction and melting techniques. The 
results offers a possibility that high level radwaste can be 
classified into middle and low level radwaste.

Processes including the high temperature voloxidation process 
can highly contribute to the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and 
disposal in the point of radioactivity and thermal reduction, long 
life nuclides removal such as 1-129 and Tc-99, disposal safety of 
treated oxide fuel for volume reduction,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rocess simp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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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원자력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는 국제적으로 투명한 핵비 

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하 

며, 선진 원자력 국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독자적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핵 비 확산성 건식 공정 산화물핵 연료 제조기 술은 다량의 사용후핵 연료 

를 고방사능 차폐시설인 핫셀 내에서 건식공정을 통하여 새로운 산화물 

핵연료로 가공하는 기술로서 현재 국가의 원자력에 대한 기본방침에 부합 

되며, 국제적으로 투명성이 인정된 핵연료주기기술로 우리나라에 매우 적 

합한 기술이다.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은 다량의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초기물질로 사용함으로써 고방사능 차폐시설인 핫셀에서 원격으 

로 운영 및 유지• 보수하여 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제조장치 및 

시설의 원격유지보수와 안전운영이 필수적이고, 시험장치의 특성에 맞추 

어 원격유지보수장치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사용후핵 연료를 사용한 핵연료 제조시 험 

이 2000년 초부터 착수되어 계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설의 안전운영， 

오염관리，제염 및 원격유지보수, 핵물질 수송장치 등의 안전운영 및 이 

들 장치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또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제조공정 중에는 공정폐기물과 배기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적 

절한 처리 및 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핵종별 배기체 처리기술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선도기술이므로 시설의 안전운영과 작업자의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서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1단계 연구（2002년 3월 - 2005년 2월） 수행 결과 축적된 원격보수 

장치는 최종 제품 즉면에서 원자력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분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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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spin-off 기술은 국가 10대 성장 동력사업 

의 한 분야인 지능형 로봇（극한 작업용 로봇 분야）의 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핵종별 배기체 처리 관련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폐기물의 금속전환체 전환, 소멸처리，유리화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시설의 안전 운영과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관리시스템 개 

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또 고 방사성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차폐시설 및 

수송 장치의 운영경험은 장기적으로 국내 후행핵연료주기 핵심요소기술 

확보의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축적된 핫셀운영 및 원격기술은 기존 핫셀의 안전운영에도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금속핵연료제조시설, 

pyro-chemi cal processing 시설 등의 설계, 건설 및 운영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고방사성 물질의 안전취급 실례를 가시적으로 실증하 

여 원자력（특히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에 대한 국민이해에 기여할 것으 

로 생각된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 최종목표

-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원격 유지보수 및 DFDF 안전운영 

기술개발

-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폐기물 및 핵종별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 1 단계 목표（’02-’04）

-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원격 유지보수 및 DFDF 안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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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폐기물 및 핵종별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감용기술과의 연계타당성 분석

2. 주요 연구내용

본 과제의 1단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DFDF 안전운영 기술개발

- DFDF 시설 안전운영 및 DFDF 핵물질 소내 수송

- DFDF 시설 운영폐기물 관리 및 제염

• 원격유지보수 기술개발

- 원격 클린업 장치 성능개선

- 원격 분진제거 장치 성능개선

- 원격 건식제염 장치 성능개선

- DFDF 힛■셀 swabbing system 설게

- DFDF 힛■셀의 고기눙 swabbing system 3D 그래픽환경 작업 

모의실험

• 핵종별 배기체 포집 단위공정 기술개발

- DFDF 배기체 처리장치운용

- 배기처nCs,Kr 등） 단위공정 포집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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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방사성 폐기물 특성분석，처리기술개발

- 폐피복관 처리를 위한 기술성분석

- 폐피복관 처리 기초실험

- DFDF폐기물 저장용기 설계

• 사용후핵연료 감용기술과의 연계성 분석

- 건식재가공 기술이용 감용체의 기술성 분석

- 건식재가공 기술이용 감용체의 타당성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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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서설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 방법은 고순도, 고제염된 핵연료물질을 추 

출하는 것인데, 1977년에 핵확산 금지에 대한 원자력정책이 발표된 후로 

는 습식 재처리기술개발이 다소 주춤해지면서 핵분열성물질을 비분리 처 

리하거나 spike 물질을 첨가하여 핵연료로 사용하는 등 기존의 습식 재처 

리법을 핵확산 금지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핵연료주기 기술개 

발 및 건식재처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습식 재처리 방법과 달리 건식 재처리방법은 액체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열적인 처리만으로 고체와 기체간의 화학반응으로 형성되는 화합물 

들의 상변화를 이용하는데，이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Al (Atomics 
International) 사에서 제안한 AIR0X 건식공정을 들 수 있다. 이 기술은 

그 후 PUREX 공정의 상용화에 따라 개발이 중단되었으나，핵연료 내의 비 

휘발성 고체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하고, 핵분열성 원소들을 분리하기 위한 

공정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핵확산금지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 

어，70년대 후반 핵확산저항성 후행핵연료주기 대안으로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바 있다. 또 90년대 초에는 미국 DOE의 사용후핵연료 관 

리 대안조사 차원에서 INEL에서 재평가된 바 있다[2-1-1，2-1-2].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 중에 있는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핵 

연료 제조기술은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기술로서，이 기술의 실험적 실증 

은 다량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초기물질로 사용하므로 고방사능 차폐 

시설인 핫셀에서 원격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나 다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핫셀에서 원격으로 핵연료를 제 

조하고，시험 장비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핵연료 원격제조시험시설의 확 

보 및 이러한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운영경험은 국내에서 최초일 뿐 아 

니라 세계적으로도 선두에 속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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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환경, 특히 고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핫셀과 이와 관련한 원 

자력시설에서 유지.보수작업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방사선 환경과 격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용 

되는 모든 장비와 장치 그리고 공구들은 작업의 안전성 및 특수성을 고려 

하여 설계，재료선정, 제작, 설치, 운영 등의 모든 영역에 혹독한 원격기 

술을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작업자의 안전성을 고양시키며,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 

대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격 운영 및 원격 유지•보수기술 분야에 지속 

적이며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식재가공 핵연료제조시험 

시설의 운영에 요구되는 원격요소기술은 선진 외국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 

져 있으며，원자력계를 제외한 국내 산업체 및 학계에서는 원자력 산업에 

적용을 위한 원격기술의 연구개발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산업용 매니 

플레이터에 대한 기반기술은 국내 산업체, 학계,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 

으나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되는 마스터/슬레이브 매니플레이터는 구동 메 

커니즘, 제어방식, 재료의 내방사성 등에서 큰 차이점을 갖기 때문에 원 

자력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 시험시설용 원격 유지 보수 장치 및 공구 개 

발은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핵연료 주기기술 완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기술이므로 국내 산업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용 유지■보수 공 

구기술을 활용하여 원자력환경에서 요구되는 원격화/내방사선화 기술과 

접목하면 원자력 선진국과 대등한 원격 유지 보수 공구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소기술 축적을 통한 국내 산업기술의 첨단화에도 크 

게 기여할 수 있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 기술은 현재 캐 

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 일부 연구하고 있으나 배기체 처리기술의 핵심 

기술인 세슘 및 루테늄 포집기술에 관한 국내 및 국외로의 특허 등록으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우수한 대체 배기체 처리기술의 출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본 과제의 성공을 저해할 수 있는 기술적 애로 요인은 없 

으나 배기체 처리 물질 내 각 핵종의 분석, 방사능 분석 등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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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 시험시설용 원격 유지•보수 장 

치，DFDF 안전운영 기술개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폐기물 및 핵 

종별 배기체 처리기술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 2 절 외국의 기술개발 현황

핫셀 내 원격취급 기술과 관련하여 1940년대 말 미국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최초로 기계식 마스터/슬레이브 매니플레이터 

(mechanical master-slave manipulator)를 개발하여 앗셀에서 방사성 물 

질을 다루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모든 

핫셀에서는 보다 진보된 기계식 또는 반 전동식 마스터/슬레이브 매니플 

레이터와 특수 공구들을 개발하여 차폐벽을 통하여 원격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0RNL(0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유 

지•보수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원격 공구류(드릴, 톱, 렌치，절단장치 등) 

및 매니플레이터용 원격 공구착탈장치 등을 개발하여 실용화하였다. 또한 

핫셀 내부에서 고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슬레이브 매니플레이터의 취급하 

중을 증대시키고 기능의 고도화를 괴하기 위하여 방사선에 강한 기계, 전 

기 및 전자소자를 이용한 서보 매니플레이터 개발의 연구와 더불어 대규 

모 모의시험시설에서 개발된 원격기술의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AEA Technology는 고방사성 환경인 DIDO reactor 및 여러 종 

류의 핫셀에서 시설물의 원격 유지 보수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압식 

매니플레이터 (ARTISAN)와 각종 취급공구(왕복 톱, power jaw, power 
drill 등)를 개발하여 실제로 현장 적용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독일 등에서는 원격 작업의 정밀도 향상， 

작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작업자의 조작 피로도 저감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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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사성 환경인 원격지에서 슬레이브 매니플레이터가 작업을 수행할 때 

외부 작업환경 및 장애물과 접촉에 의하여 발생하는 힘 또는 접촉력이 마 

스터 매니플레이터를 통하여 작업자의 손에 전달되게 하는 힘반영(force 

reflection) 마스터/슬레이브 매니플레이터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영국 BNFL, 프랑스 COGEMA, 일본 JNC 등은 기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제고 및 공정효율 향 

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장비, 원격조작기, 원격 감시/검사기기 등을 개 

발하여 교체하고 있으며，특히 프랑스 C0GEMA는 최근 UP3 재처리 공장의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90% 이상 무인 자동화시킨 바 있고, 일 

본 JNC도 첨단 원격조작 기술을 도입한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의 완성단계 

에 근접해 있다.

캐나다의 Ontario Hydro에서는 CANDU 원자력발전소 overhaul기간 중 

제 1차 냉각계통인 증기발생기의 손상 튜브를 원격 검사，수리 및 교체하 

기 위하여 각종 원격 장치 및 공구(solenoid box, tool coupler, rolling 
motor, plug insertion tool, welding power supply, weld head 등)들을 

개발하여 원격 튜브 plugging 작업을 수행한바있다. 또한 카메라를 장착 

한 이동식 운반체(ROWER, SIGMUND)를 개발하여 CANDU원자력시설물의 방 

사성 분포를 원격 감시점검하고, 또한 소량의 방사성폐기물 잔유물을 회 

수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에서는 원격 검사장치를 개발하여 

Hanford site의 지하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누출여부 

를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누출징후를 보이는 67개의 single-shell 탱크 

내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다른 안전한 double-shell 탱크로 이송，저장하 

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또한 이와 관련한 방사성폐기물 원격 수송 및 

저장 장치와 원격 운영에 관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힛■셀 내 제염과 관련하여 1995년 미국 0RNL에서는 crystalline ice 

blast와 C02 clean blast 공정을 이용하여 운전자가 오염 환경에 노출되 

지 않고 작업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plexiglass 내에서 제염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 plexiglass내의 압력을 -1.5 ~ -2. Oin H20로 낮게 유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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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방사능 물질이나 co2가 glove box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였다. 환 

기 시스템은 모든 검사되는 운전 상태에 -3.0 in H20의 차압으로 공급하 

였으며, glove box 배기는 HEPA filter에 의해 차단하였다. 두 장치를 이 

용하여 제염 실험한 결과 metal, plastic, asphalt, concrete surface로 

부터 paint, grease, oil 성분을 제거할 수 있었고 납벽돌의 오염제거는 

대단히 효과적이었다[2-2-1]. 그러나 극한환경 조건하에서 방사선으로 오 

염된 장치나 기기에 대한 원격 제염기술 및 유지보수 기술은 미미한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드라이아이스 펠릿을 활용하는 이동식 원격제염 시스템인 R0VC02 
(Remote Operated Vehicle with CO2 Blasting, Oceaneering 사, 1995)는 

콘크리트 바닥면을 효율적으로 제염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있는(smearable) 오염의 경우 99%, 고착된(fixed) 오염의 경 

우 75%를 제거할 수 있으며, 에폭시 도료와 콘크리트 발포제에 대해서는

52.5 ft2/hr의 제염 속도를 보여주었다. 시험대상물의 85 % 이상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였고 폐기물 처분을 포함한 운전비용이 U$0. 72 /ft2으로 평 

가되었으나 실제 고방사성으로 오염된 건식공정의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 

및 장비의 제염에 관한 경험은 충분치 못한 상태여세2-2-2], 고방사성 

핫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오염물로 고착 및 비고착된 장치를 제염 

하기 위한 원격 제염장치의 개발 및 성능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송용기와 관련하여, 선진각국에서는 운반내용물의 형태 및 크기 훅 

은 운반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송용기를 개발 혹은 실용화하고 있다. 1998 
년도 IAEA의 용기 list에 따르면 소외용으로 인허가을 갖고 있는 선진각 

국의 용기 수량은 프랑스 1552개, 미국 732개 및 캐나다 960개를 보유하 

고 있으며, 대부분은 동위원소 생산관련 산업용이며, 기타 사용무핵연료 

운반용 및 핫셀 사용관련 특수목적용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온 공정인 건식 재가공 공정의 배기체처리와 관련하여 1992년 미국 

에서 LWR 사용무핵연료를 건식 처리하는 AIROX(Atomics International 
Reduction and Oxidation) 공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발생 

량 및 처리방법에 관하여 일부 기술되어 있으나，기술 보유 수준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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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계 수준으로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과 관련된 각 공정별 

폐기물 처리방안，처리조건, 처리효율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며 기술 

수준은 미흡한 상태이다. 캐나다 AECL은 1996년부터 건식 재가공 공정의 

OREOX 및 소결로 배기체 처리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세슘의 포집물질로 

Kenturky Stone 및 Redart Cl ay를 포집 재로 선 정 하였으며 이 를 이 용한 산 

화 및 환원 분위기 변화, 포집 온도，유속, 최대 포집 용량 및 흡착재의 

침출을 등에 관한 세슘 포집 실험을 수행하였으나[2-2-3，2-2-4], 이들 

포집재의 핫셀시험을 통한 성능 입증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밖에 

일본，미국, 독일 등에서는 유리화 공정，소각 공정 등 고온 공정으로부 

터 발생되는 Cs, Ru, C-14, I, Kr, Xe, H-3 등의 배기체 처리 및 공정기 

술개발을 제거 효율，재활용성, 처분 안전성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 저감과 이에 따른 처리 및 처분 비용이 절감되는 기술 및 기 

존 기술의 개선 연구를 병행하여 각 현장에 적합한 표집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Hull의 방사화학적 특성연구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가압경수로 사용 

후핵연료 Hull내에 분포되어 있는 Actinides 핵종의 방사능 분포를 관찰 

하였는데，그 결과 (Pu-238 + Am -241 )> Cm-244 > (Pu-239 + Pu-240) 순 

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이들은 피복관 내부 표면의 10/패 이내 

에 99% 이상 분포되어 있으며, P/Y-핵종의 경우 Cs-137, Cs-134, H-3, 
Sb-125, Ru-106, Sr-90, Co-60 등이 전체 방사능의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복관 표면에 오염된 fission product의 98% 이상이 피복관 내 

부 표면 10/zm 이내에 분표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2-2-5].

미국 DOE 와 PNL 에서는 핵연료 집합체의 피복재와 하드웨어에 포함 

된 N, Ni, Co, Nb 및 Mo의 성분량을 방사화생성물(C-14, Ni-59, Ni-63, 
Co-60, Nb-94 및 Tc-99)이 LLW로 분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주는 연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성분을 저준위 수준으로 낮춰 피복재와 하드웨어를 회수 

하여 새로운 집합체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피복재는 GTCC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2-2-6, 2-2-7].

러시아는 1964년에 산화물 핵연료의 고온 전해정련 기술개발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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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중 Pu과 일부 U을 산화물 형태로 분리한 다음 Vipac 기술을 이용 

하여 MOX 핵연료를 제조한 후 고속로에서 성공적으로 연소시킨바 있다 

（DOVITA 기술）. 이러한 러시아의 DOVITA 기술은 잉여 우라늄을 산화물 형 

태로 분리하여 이를 중저준위 폐기물로 처분하거나 PWR, CANDU 등에 재활 

용할 수 있고 Pu, TRU 등은 산화물 혹은 금속, 질화물, 탄화물 형태로 제 

조하여 고속로，소멸로 등에서 소멸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러 

시아는 IAEA의 INPRO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국 기술을 활용하고자 다각도 

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3 절 국내 기술개발 동향

원자력발전소의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지 보수 장치 및 공구들은 

대개의 경우 외국 장비를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며, 국내에서 

원자력용으로 개발된 것은 극히 미미하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조사재시험시설과 조사후시험시설의 핫 셀 내 

에서 사용후핵연료봉의 절단 및 피복관 제거，방사선물질을 이용한 각종 

시험，제조 및 공정장비의 원격 유지•보수작업 등에 필요한 장치 및 공구 

들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조사후 및 조사재 시험시설 건설 당 

시 핫셀에 설치된 외국산 마스터/슬레이브 매니플레이터를 이용하여 핫셀 

내에서 방사성물질 취급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여 다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산화물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는 핵연료 원격제조시험시설 및 관련 제조장비를 원격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는데, 이러한 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인 운영 

경험은 국내에서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선두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원격 유지•보수와 관련한 원격 장비 및 시스템의 연구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핫셀내에서 건식공정 산화물핵 

연료 제조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치 및 시설의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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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와 더불어 DFDF 핫셜의 안전 운영에 필요한 원격 클린업장치, 원 

격 분진제거장치, 원격 건식제염장치 등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핫셀 

의 고기눙 swabbing system 마스터/슬레이브의 설계를 완료한 후 3차원 

가상환경에서 제염작업을 미리 모사할 수 있는 힛■셀의 고기능 swabbing 
system 3D 그래픽환경 모의시험시스템 등을 개발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활용 공정에서의 원격 유지•보수 기술과 관련하 

여 “고 방사성 미세분진 폐기물 원격조종 이동형 청소장치”에 관한 특허 

를 2003년 국내(391179)와 미국(US 6625843B2)에 등록하였으며 또한, “방 

사성물질로 오염된 장비의 원격 제염장치”에 관한 특허도 국내(0258336) 

에 등록하였으며. 그 외 다수의 관련 특허(국내 0221756, 0224888,
0329031, 0325657 등)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원자방사성 환경에서 사용을 위한 힘 반향 이동형 원격 유지보 

수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특히 고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핫셀 내부의 바닥 청소용 원격 클린업 장치는 함 반향 개념을 도입한 국 

내외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힘 반향 또는 힘 감지 기술은 

일부 대학에서 의료/복지와 관련하여 양 방향 제어 알고리즘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기술 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국내 기업에서 

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산업계에서 보유 

하고 있는 산업용 유지 • 보수 공구기술을 활용하여 원자력환경에서 요구 

되는 원격화/내방사선화 기술과 접목하면 원자력 선진국과 대등한 원격 

유지• 보수 공구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요소기술 축적을 통 

한 국내 산업기술의 첨단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연구소 건식공정 고방사성 핵물질처 리 기술개발과제에서는 

DFDF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0RE0X로 및 소결로 배기체 처리 장치를 설 

계，제작하여 1999년 4월부터 2004년 현재까지 원활히 운영 중에 있다. 

1998년부터 20()1년 사이에는 조사후시험시설(PIEF) 9405 핫셀 내에 설치 

된 OREOX 소결로에서 배출되는 배기체 처리 장치를 설계, 운전，제염 및 

해체한 경험과 Know-How를 확보한 바 있다.

또한，“석탄회를 이용한 방사성 세슘의 포집방법”에 관한 특허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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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0192128)，일본(2902587), 프랑스(2740705)에 등록한 바 있고, "산업 

배기가스 중의 루테늄 화합물의 제거 방법과 포집재”에 관한 특허 역시 

한국(198976)，일본(3002158)에 등록하였으며, 상기 기술을 더욱 발전시 

켜 “석탄회와 이트리아 혼합재를 사용한 휘발성 세슘과 루테늄 화합물의 

동시 포집 방법”에 관한 특허도 한국(0332981)에 등록한 바 있다. 동시에 

세슘 포집에 사용되는 석탄회를 배기가스 중의 중금속 즉 카드뮴，루비둠 

등의 제거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 기술을 특허 출원하였다. 배기 

체 중 세슘 처리기술은 처리효율이 99%에 도달하여 목표치인 90%를 상회 

하는 우수한 처리효율을 얻었으며 크립톤의 경우에는 극저온이 아닌 상온 

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처리효율 92%를 달성하였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체 처리 관련 기술은 

현재 캐나다，미국, 일본 등에서 일부 연구하고 있으나 배기체 처리기술 

의 핵심기술인 세슘 및 루테늄 포집기술에 관한 국내 및 국외로의 특허 

등록으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우수한 대체 배기체 처리기술의 출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배기체 처리 관련 기술 개발의 향상을 위하여는 

배기체 처리물질내 각 핵종의 분석，방사능 분석 등에 관한 분석기술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자력 연구소 건식공정 고방사성 핵물질처 리 기술개발과제에서는 고 

체 폐기물 특성연구를 통하여 폐피복관(hull〉의 내면을 제거함으로써 TRU 
폐기물인 폐피복관을 non-TRU 폐기물(중저준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관련 

기술을 확보하여 이를 특허출원하였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고준위폐기물 

의 발생량을 현저히 감소(핵연료집합체 1톤 중 약 300 kg이 폐피복관임) 

시킴과 동시에 압축이나 용융에 의한 기존의 처리기술에 비하여 폐기물 

관리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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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건식공정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원격유지보수 

기술개발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건식공정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원격유지보수기술개발

1. DFDF 핫셀의 원격 유지보수장치 성능 개선

가. 원격 클린업장치 성능개선

(1) 개요

원격 클린업장치는 물걸레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특수공구를 사용하여 DFDF 
핫셀 바닥을 주행하면서 바닥면에 고착 • 산재해 있는 미세한 오염물질을 원격으 

로 닦아서 제거함으로서 핫셀의 건전성 증대，장비의 수명 연장，오염 제거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원격 클린업장치는 크게 닦기슬레이브(mopping 
slave), 닦기매스터(mopping master), 통합제어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닦기슬 

레이브는 닦기 천(mopping cloth)를 포함하는 1자유도의 닦기부와 이를 이동시키 

는 주행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핫셀 내부에 설치된다. 닦기매스터는 닦기슬레이브 

를 원격으로 조종하기 위한 입력장치로서 닦기슬레이브와 서로 다른 기구학적 구 

조를 갖는 3자유도의 universal 형태의 메카니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핫셀 외 

부의 작업구역에 설치되어있는 통합제어부에 부착되어있다. 통합제어부는 닦기 슬 

레이브와 닦기매스터 간의 제어 명령 및 통신 신호를 양방향으로 전달하는 기능 

을 갖는다. 조작자는 안전지역(핫셀 외측)에서 닦기 매스터를 통하여 오염지역에 

위치한 닦기슬레이브를 제어하면서 동시에 닦기슬레이브가 핫셀 바닥을 닦을 때 

발생하는 닦기 힘(mopping force)을 손으로 느끼면서 원격으로 찾설 바닥의 제염 

작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원격 클린업장치를 DUPIC모의시험시 

설에서 모의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원격클린업장치의 원격 운용 및 

원격 유지보수 즉면에서 기구부를 수정 및 보완하고, 실험을 통하여 원격 운용에 

필요한 닦기 힘에 대한 특성을 고찰하고, 제어 알고리즘의 보강을 통하여 성능을 

개선하였다.

(2)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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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닦기슬레이브

닦기슬레이브는 핫셸 내부에서 오염된 핫셀 바닥의 닦기 청소작업을 직접 수 

행하는 수단이다. 닦기슬레이브는 무한궤도 방식의 주행부와 오염물질을 닦아낼 

천을 감고 있는 롤러형태의 닦기천，닦기천을 지지하고 실제로 닦기 청소작업을 

구체화하는 닦기부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고장 또는 손상시 수리 및 교체 등 

의 유지보수가 원격으로 용이하도록 모듈식으로 설계 • 제작되었다. 원격 청소작 

업 측면에서 성능 개선을 위해 닦기슬레이브의 수정/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O 닦기부 : 닦기부는 닦기천을 탓셸 바닥과 접촉시키는 mopping tool 그리고 이 

들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 주행부에 포함되어 있던 

mopping tool의 구동부를 닦기부에 설치하여 주행부와 닦기부가 완전히 서로 

분리（동력 및 신호선 포함）되게 하여 원격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 

한 몸체의 상부 표면을 편평하게 처리하여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원격 클린 

업장치의 제염이 요구될 경우 원격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0 다증스프링형 닦기롤러 : mopping tool의 署■단에 설치되어서 실제로 닦기천을 

제염하고자 하는 바닥면에 밀착시켜 닦기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로서，다 

중스프링형 닦기롤러는 핫셀 바닥에 놓여 있는 전선, 공압 튜브, 여러 종류의 

장애물 등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닦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닦기롤러의 

링크를 확장하고，바닥 표면과 접촉력이 크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O 연결부 :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닦기부와 주행부를 one 
touch 방식으로 용이하게 원격으로 분리 및 조립할 수 있도록 연결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O 닦기천 구동부 : 닦기천의 수납부와 연결되는 실린더 형태의 구동부의 끝단을 

개선하여 닦기천이 닦기부에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또한 사용 

된 닦기천의 회전과 수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O 닦기천 : 닦기천의 수납부 체결구조를 개선하여 닦기천을 닦기부에 원격으로 

장착/탈착할 때 체결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또한 운용시 닦기천이 한쪽으로 

편심되어 감기는 현상을 보완하였다.

0 mopping tool 충격 흡수부 : 청소 작업후 mopping tool이 훔 위치로 복원될 

경우 mopping to이을 지지하는 가이드와 닦기부 몸체에 설치된 홈 위치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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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촉으로 인한 mopping to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 스프링 형태의 

층격 흡수장치를 설치하였다.

O 닦기천 파지부 : 작업시 cloth가 tool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cloth를 tool에 

고정시켜주는 파지부를 설치하였으며，매니플레이터에 의한 원격 장착 및 탈 

착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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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Drawing of a modified mopping slave of the remote 
cleanup system(a mopping cloth no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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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Drawing of a modified mopping slave of the remote 
cleanup system(a mopping cloth included).

Fig. 3.1.3 Drawing of a mobile mechanism of the modified 
mopping slave.

- 17 -



Fig. 3.1.4 Drawing of a mobile mechanism and lower part of the 
modified mopping slave.

Fig. 3.1.5 Components of the remote cleanup system
(before mod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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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Assembled remote cleanup system 
(before modifications).

Fig. 3.1.7 Mopping slave of the modified remote cleanup 
system(a mopping cloth no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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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Mopping slave of the modified remote cleanup 
system with a mopping cloth at its hom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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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Mopping slave of the modified remote 
cleanup system with a mopping cloth at its 
mopping position.

（나） 닦기매스터

닦기매스터는 조작자와 닦기 슬레이브 간에 실시간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인터페이스 장치，즉 입력장치이다. 닦기 매스터는 핫셀 내측에서 오염된 바닥의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닦기슬레이브를 조종하는 장치로서 닦기 매스터에서 생성된 

지령명령은 닦기 슬레이브에 전달되며, 또한 지령명령에 반응한 닦기슬레이브의 

모션은 피드백되어 닦기매스터의 맨드그립을 쥐고 있는 조작자에게 힘의 형태로 

전달된다. 즉, 조작자는 닦기매스터를 통하여 원격지（핫셀 내부）에서 닦기슬레이 

브가 수행하는 작업 상황을 인지, 감시 조종한다. 닦기매스터의 실제 모션을 생 

성하는 조작부는 선형운동（닦기슬레이브 주행부의 전/후 모션）과 회전운동（닦기 

슬레이브 주행부의 조향 모션） 및 닦기운동（닦기슬레이브의 닥기부 모션）등의 지 

령명령을 생성하기 위한 3자유도의 기계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성능 개선을 

위하여 추가 또는 수정 및 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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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닦기매스터의 베이스 프레임의 크기와 최대 스트로크를 수정된 통합제어부의 

측면 치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O 조작부의 회전운동부 : 맨드그립을 조작할 때 회전운동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 

한 구조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과도한 회전운동에 의하여 회전운동부 끝 

단과 가이드 봉간의 충톨을 방지하였다.

O 조작부의 닦기 운동부 : 닦기 지령명령을 생성하기 위하여 헨드그립을 조작할 

때 구동부와 케이블의 마찰에 의한 구동부 풀리의 마모와 이로 인한 풀리의 

겉돌음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동부의 재질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교체하여 

장시간 운용에 따른 구동부의 손상을 방지하였다. 또한, 홈 위치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을 판스프링으로 교체하여 진동을 방지하고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수정 • 보완하였으며, 모터의 리졸버 케이블들이 수직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조작부의 모션에 따른 전기선들의 간섭을 배제하였다.

O 닦음운동부의 헨드그립 : 닦기매스터를 조작할 때 조작자가 손으로 파지하고 

조작부를 구동하는 부분으로서 조작자가 헨드그립을 파지하고 아래로 내렸을 

때 조작자의 손목이 통합제어부의 상부 프레임 표면에 당지 않도록 조작자의 

링크를 상향 조정하고 또한 조작자의 지지축을 녹슬지 않는 재료로 교체하였 

다.

0 stroke size : 닦기매스터의 조작 범위（선령 운동 및 회 전운동）를 축소하여 

조작자의 조작 피로도를 저감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O 기구부 : 닦기매스터의 조작부를 지지하고 조작부의 동력을 전달하는 메카니 

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운동의 동력은 케이블에 의하여 전달된다. 케이 

블의 장력조절장치 및 케이블 연결구조 등을 개선하여 케이블의 꼬임 현상을 

제거하고, 각 링크의 백래수L 마찰력등을 최소화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닦기매 

스터의 조작성능을 향상하였다.

◦ 기구부의 지지대 : 조작부를 지지하는 기구부의 지지대는 조작부 운용시 침을 

방지하고，레일의 녹슴을 방지하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형 선형 

가이드레일형으로 교체하여 수정 • 보완하였다.

O 충돌방지기 : 닦기매스터의 운용시 조작부와 지지프레임 간의 충돌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이드 레일 양 끝단에 완충기를 설치하여 조작부의 손상을 방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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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 Drawing of a mopping master of the modified 
remote cleanup system.

Fig. 3.1.11 Modified mopping master
(a protective cover removed).

- 23 -



（다） 통합제어부

통합제 어 부는 원 격 클린 업 장치 의 닦기 슬레 이 브와 닦기 매스터 의 모션을 통합 

관리 및 제어하는 컴퓨터 기반 제어반으로서, 핫셀내에 설치된 닦기슬레이브에 

청소작업에 필요한 작업명령을 닦기매스터를 통하여 지령하고 청소상황을 실시간 

으로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통합제어부는 닦기슬레이브와 

닦기매스터의 모션을 생성하고, 양방향으로 제어하고, 그리고 원격지 작업상황을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닦 

기슬레이브를 제어하기 위한 닦기매스터가 통합제어부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성 

능 개선을 위하여 추가 또는 수정 및 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조 : 작업자의 조작성을 증대하고，또한 장시간 운용에 따른 작업 피로도를 

저감시키고, 또한 전체 무게와 공간상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형으로 

개량 제작하였다.

O 조이스틱 모드 : 닦기매스터의 오작동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닦기슬레이 

브를 조작할 수 없을 경우에 수동으로 닦기슬레이브를 구동할 수 있는 비상수 

단으로서 원격클린업장치의 원격 운용에 관한 신퇴도를 향상하였다. 제어콘솔 

상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닦기슬레이브의 전/후진, 조향 등의 이동，mopping 
메카니즘의 모션 제어 등의 기능이 가능하다.

◦ 상태 모니터링 : 운용시 작업자가 매스터와 슬레이브의 동력 및 구동 상태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통합제어부의 전면부에 상태감시용 indicator를 설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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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Drawing of a modified control console 
(a joystick included).

- 25 -



Fig. 3.1.13 Modified control console with a modified mopping 
master equipped.

command

force 
feedback

Contaminated floor surface (in-cell) Sa免 operating area (out-of-cell)

Teleoperated moping qperation conducted in the mock-ip

Fig. 3.1.14 Remote operation of the remote cleanu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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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격 클린업장치 성능시험

1) 닦기슬레이브의 힘 측정 실험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회전부 제어입력(S3v)과 닦기슬레이브의 전진속도 

(Vrobot), 닦기천을 감는 속도(Vroll), 닦기천의 상태(닦기천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마른 닦기천을 장착한 상태，200cc의 물을 균일하게 닦기천에 적신 상태) 

등의 조건을 변화시켜가면서 그 때의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스프링밀착대와 바 

닥면 사이의 수직반발력 (Fz) 및 수평마찰력 (Fx)을 측정하였다. Fig. 3.1.15는 힘 

측정 실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닦기슬레이브 작업단에 힘/토크 센서를 부착한 형 

상 및 측정하고자 하는 힘들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스프 

링 밀착대와 바닥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힘/토크 센서의 윗면 

에 판을 부착하여 그 판이 바닥면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닦기천이 감싸진 스프 

링밀착대가 이 판을 닦고 지나가도록 하여 그 때의 수직반발력과 수평마찰력을 

측정하였다.

O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스프링밀착대와 바닥면이 접촉하고 있는 경우, 수직반 

발력(Fz)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Vrobot=0, Vron=0 이고 젖은 닦기천을 장착한 경우,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회 

전부 제어입력(S3v)과 수직반발력(Fz)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F人N) = 4.2979(^) - S3y(K) + 9.2588(?/) (3.1.1)

- 마른 닦기천을 장착한 상태에서 아산아이나 Vroll에 움직임이 있는 경우, 정 

지상태일 때보다 수직반발력(Fz)의 크기가 2-4N 정도 감소한다.

-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회전부 제어입력(S3v)이 3V 이하이고, 젖은 닦기천을 

장착한 상태에서 Vrobot이나 Vroll 에 움직임이 있는 경우，정지상태일 때 보 

다 수직반발력(Fz)의 크기가 4-8N 정도 감소한다.

- Vrobot이나 Vroll 자체의 변화와 수직반발력 (Fz)의 변화 사이에서는 의미 있 

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회전부 제어입력(S3v)이 3V 이상이 되는 경우，앞서 

의 설명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 가능하면 S3v를 3V 이하로 제한하여 사용하 

도록 한다.

- 27 -



◦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스프링밀착대와 바닥면이 접촉하고 있는 경우，수평마 

찰력(Fx)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마른 닦기천을 장착한 상태에서 Vrobot이나 Vroll에 움직임이 있는 경우，닦 

기슬레이브 닦기부의 회 전부 제어입 력 (S3v)과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스프링 

밀착대와 바닥면 사이의 수평마찰력(Fx)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1차식으 

로 표현할 수 있다.

F人 N、= 一 1.1( 후). SMD - 1.3CA0 (3.1.2)

- 젖은 닦기천을 장착한 상태에서 Vrobot이나 Vroll에 움직임이 있는 경우, 닦 

기슬레이브 닦기부의 회전부 제어입력(S3v, 3V 이하인 경우)과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스프링밀착대와 바닥면 사이의 수평마찰력(Fx) 사이의 관계는 다음 

과 같은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F人N、= -1.9(^).SMV) - 2.7(7V) (3.1.3)

- Vrobot이나 Vroll 자체의 변화와 수평마찰력(Fx)의 변화 사이에서는 의미 있 

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회전부 제어입력(S3v)이 3V 이상이 되는 경우, 앞서 

의 설명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 가능하면 S3v를 3V 이하로 제한하여 사용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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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Rol

Fig. 3.1.15 Definition of forces(Fx, Fz) and velocities(Vrobot, 
Vroii) for measuring forces produced at the end of 
the mopping tool.

2) 닦기매스터 • 닦기슬레이브단의 힘측정 실험

조작자가 닦기매스터에 가하는 힘과 닦기슬레이브가 바닥면에 가하는 힘 사 

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힘측정 실험을 하였다. 제염제 역할을 하는 물 

200cc가 골고루 적셔진 닦기천을 장착한 닦기슬레이브가 바닥을 누르도록 닦기매 

스터로 제어하면서 닦기매스터 및 닦기슬레이브의 조작력을 힘/토크 센서 2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3.1.16은 힘 측정 실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닦기슬레 

이브 작업단 및 닦기매스터에 힘/토크 선서를 부착한 형상 및 측정하고자 하는 

힘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다. 첫 번째 힘/토크 선서는 닦기매스터의 닦기운동 

축에 장착되어 조작자가 어느 정도의 힘 (Fm)으로 닦기매스터 3번 링크를 조작하 

고 있는지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닦기매스터 3번 링크에 걸리는 힘(Fm)은 회 

전축의 토크다비를 측정하고 3번 링크의 길이(0.11 m)로 나누어 구하였다. 두 번 

째 힘/토크 센서는 Fig. 3.1.16의 닦기슬레이브단의 힘 측정 실험에서 사용되었 

던 구죠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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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스프링밀착대와 바닥면 사이의 수직반발력 (Fz)과 닦기 

매스터 3번 링크의 힘(Fm) 비교

- 수직반발력(Fz)이 0.2N을 초과하는 경우만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스프링밀 

착대와 바닥면이 접촉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때의 닦기매스터단에서 측정한 

힘을 이용하였다. 또한 닦기슬레이브가 24N 이상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닦기매스터단의 힘을 3.3배 한 값이 최대 24N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 

였다.

- 힘(Fm)을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경우 수직반발력 (Fz)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Fig. 3.1.17).
이 결과로부터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원격 클린업장치의 Force Scale 

Factor는 Fz : Fm = 3.3 : 1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스프링 밀착대와 바닥면 사이의 수직반발력 (Fz)과 닦기 

부의 회전부 제어입력(S3v)을 이용하여 계산한 이론반발력의 비교

-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회전부 각위치가 1.559 rad. 보다 클 때 닦기슬레이 

브 스프링밀착대와 바닥면이 접촉한다고 가정하고，식 (3.1.1)을 이용하여 

이론반발력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측정한 수직반발력(Fz)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1.18).

- 이와 같은 사실은 실제 닦기슬레이브단에 힘/토크 센서가 장착되지 않은 상 

황에서도 닦기슬레이브 스프링 밀착대와 바닥면의 접촉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닦기슬레이브단의 수직반발력(Fz)을 신뢰성 있게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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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

Fig. 3.1.16 Definition of forces(Fx, Fz, Fm) for measuring 
forces produced at both the mopping master and 
mopping slave.

- 31 -



25

20

....... Fm*3.3 (max. 24N)
— Fz

L
I5T-

5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i_______________________i i

10 15 20 25 30
Time (sec)

■1°o

25

-5o

Fig. 3.1.17 Slave's vertical mopping force(Fz) and 
master's reflected force(Fz>0.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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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vertical 
mopping forces(Fz) of the mopping s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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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닦기 성능실험

O 목적 : 15cm 폭의 오염지역을 닦기슬레이브가 닦고 지나가는 경우，닦기작업 

조건에 따른 제염효율을 파악하여 본다. 이를 위하여 제염효율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먼저 제안하고 닦기성능실험을 실시한다.

◦ 오염물질 시물레이션 : 실제 방사능 오염물질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기에 

는 위험이 따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바닥의 오염물질을 표현하기 위하여 검은 

색 수성물감을 이용하였다. 물에 희석시킨 수성물감을 분무기를 이용하여 스 

테인레스 재질의 바닥에 Fig. 3.1.19와 같이 15cm 폭으로 골고루 뿌리고，완 

전히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O 제염효율의 정량적 평가기법 :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제염작업의 정량적 평가 

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화상처리 기법을 이용하였다. 오염물질이 제거되기 

전의 바닥면 영상과 개발된 닦기슬레이브가 바닥을 한 번 닦고 지나간 후의 

영상을 비교하여 검은 점으로 표현되는 오염지역 면적을 비교하는 것으로 제 

염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닦기작업 전과 후의 

바닥면 영상을 촬영하고 화상처리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영상에 존재하는 

조명에 의한 그라데이션(gradation) 효과를 제거한 후 그 영상을 이진화 하였 

다. 바닥에 표시된 15cm 폭의 띠 모양의 오염구역을 12cm 폭의 롤러가 닦고 

지나간 4각형 영역에 대하여, 이진화 영상에서 검은색 반점으로 표현되는 오 

염지역 면적이 닦기 작업 후에 얼마만큼 제거되었는지 측정하여 그 제거율로 

서 닦기 성능을 추정하여 보았다. 이진화 영상에서 오염지역을 나타내는 검은 

색 반점의 면적 계산은 밝기가 0(검은색)인 화소의 갯수를 세어 계산하였다.

O 그라데이션(Gradation) 제거 : 영상의 이진화 처리에 있어서 그라데이션의 영 

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라데이션 제거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네 군데 귀퉁이면에서의 밝기값을 구하여, 이 값들 중 가장 밝은 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화소의 상대 밝기값 차이를 표현하는 그라데이션 맵을 구하 

여 원래의 소스 영상을 보정하는데 이용하였다. Fig. 3.1.20은 그라데이션이 

제거되지 않은 영상의 이진화 작업 결과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그라데이션 

제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라데이션을 제거한 경우의 영상의 이진화 작업 

결과를 비교하는 그림이다. 좌측의 그라데이션을 제거하지 않은 영상을 임의 

의 밝기 기준값으로 이진화 처리하는 경우, 어두운 아래 부분에서 주출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많이 추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측의 영상들 

- 33 -



로부터 알 수 있듯이, 그라데이션을 제거하여 배경의 밝기를 일정하게 보정한 

영상의 경우에는 똑같은 밝기 기준값을 이용하여 이진화 처리를 하더라도 원 

하는 영역이 잘 추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1.19 Artificially contaminated floo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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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0

이진화 처리 결과

An example of the grada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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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닦기 실험 : 닦기슬레이브 주행속도(Vrobot)，닦기천이 감기는 속도(Vroll) 
등을 조정해 가면서 Table 3.1.1 과 같은 6가지 경우에 대하여 바닥 닦기실험 

을 실시하였다. 닦기슬레이브에는 제염제 역할을 하는 물 200cc를 적신 닦기 

천을 장착하였고,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회전부 제어 입력은 공통적으로 3.5 
Volt(20N 정도의 수직반발력에 해당)를 인가하였다. Fig. 3.1.21 은 검은 반점 

들로 표현되는 15cm 폭의 오염지역을 닦기슬레이브가 닦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닦기작업 후에 닦기천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2. 22는 Vrobot과 Vroll의 속도 변화와 관련된 Table 3.1.1 의 

6가지 작업조건에 따른 닦기작업 결과 영상에서 그 영상에 존재하는 그라데이 

션(Gradation) 효과를 제거하고 이진화 처리를 실시한 최종 결과 영상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Table 3.1.1. Mopping experiment conditions

Vrobot (mm/sec) Vroii (mm/sec)
Case 1 40 0
Case 2 40 20
Case 3 40 40
Case 4 80 0
Case 5 80 40
Case 6 80 80

(a) 닦기 전 (b) 닦기 후

Fig. 3.1.21 Mopp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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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의 최종 결과 영상

顯深難S

Case 2의 최종 결과 영상

Case 3의 최종 결과 영상 Case 4의 최종 결과 영상

Case 5의 최종 결과 영상

Fig. 3.1.22 An example of the image

Case 6의 최종 결과 영상

processing of the mopp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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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닦기성능실험 결과 분석 : Table 3.1.2는 6가지 경우의 닦기작업에 대한 결과 

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닦기천 감기속도(Vroll) 
를 0으로 고정한 경우，15cm 폭의 띠 모양의 오염구역을 닦기슬레이브에 장착 

된 12cm 폭의 스프링밀착대가 닦고 지나간 4각형 모양의 지역에서 닦기작업 

후 오염 지역의 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닦이는 부분 외 

에도 2차 오염으로 인해 새롭게 오염되는 지역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Case 4와 같은 경우에는 오염 면적이 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Fig. 3.1.22의 Case 1과 Case 4의 최종 결과 영상에서 알 수 있 

듯이 닦기천 감기속도를 0으로 고정한 경우에는 고려하는 4각형 모양의 지역 

외부에도 2차 오염 지역이 넓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닦기천을 어느 속 

도 이상으로 감는 경우에는 닦기 성능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닦기천 감기속도가 닦기슬레이브 속도의 50%인 경우에는 원래 존재하던 오염 

면적 중 거의 96.8% 이상 제거되고，닦기천 감기속도가 닦기슬레이브 속도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존재하던 오염면적 중 99.9% 이상 제거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3.1.2 Decontamination ratio of the contaminated floor surface

Vrobot 

(mm/sec)
Vroll 

(mm/sec)
S3V 

(Volt)

닦기 전 
오염면적， 
픽셀수 (b)

닦기무 
오염면적， 

픽셸수 (a)

제거율⑷ 
= (b-a)/b

xl 00
Case 1 40 0 3.5 326062 302790 7.14

Case 2 40 20 3.5 293990 3483 98.82

Case 3 40 40 3.5 298816 253 99.92

Case 4 80 0 3.5 354211 379306 -7.08

Case 5 80 40 3.5 293187 9423 96.79

Case 6 80 80 3.5 269348 46 99.98

4) 바닥 닦기실험

o 개발된 원격 클린업장치를 이용하여 1.5m X 1.0m 넓이의 바닥을 실제로 닦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 오염물질 시물레이션 : 바닥 오염물질을 표현하기 위하여 앞서의 닦기성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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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마찬가지로 물에 희석한 검은색 수성 물감을 1.5m x 1.0m 넓이의 바닥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골고루 도포하고 완전히 건조시켜 이용하였다.

◦ 실험 방법 : 닦기슬레이브 주행시 180° 방향전환을 수행하기에는 작업의 부하 

가 크므로 대신에 닦기슬레이브를 Mopping 주행모드로 전진，Driving 주행모 

드로 후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닦기작업을 수행하였다. 닦기천 감기속도는 

닦기슬레이브 주행속도와 같도록 조정하였다. 여기서 Mopping 주행모드란 닦 

기슬레이브가 닦기작업을 수행하면서 전진과 방향전환만을 할 수 있는 주행모 

드이고 Driving 주행모드란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목적으로 닦기작업을 수행 

하지는 않으면서 빠른 속도로 전진，후진 및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주행 모 

드이 다.

O Fig. 3.1.23은 1.5m x lm 바닥면 닦기실험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다. 

Mopping 모드로 전진, Driving 모드로 후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순차적으 

로 초벌 닦기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a - c）. 초벌 닦 

기작업 후 덜 닦인 부분에 대한 마무리 닦기작업을 수행하였다（그림 d）.
◦ 닦기시간측정 : 1.5m x 1.0m 넓이의 바닥을 닦기 위해 닦기슬레이브가 1.0m 

거리를 Mopping 모드로 닦으면서 전진하고，Driving 모드로 후진하는 작업（단 

위작업）을 반복하면서 1.5m의 폭을 모두 닦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Table 3. 2. 3은 단위작업 별로 닦기슬레이브 주행시 간을 측정한 결과를 정 리한 

것이다. 1.5m x 1.0m 면적을 최소한 한번씩 닦는 데는 대략 19분（1145초） 정 

도가 소요되었고, 덜 닦인 부분에 대한 추가 닦기작업을 위하여 대략 9분（545 
초） 정도를 더 작업하였다. 또한 1.0m의 거리를 Mopping 작업하는데 평균 35 
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1.0m의 거리를 Driving 모드로 이동하는데 평균 

19초 정도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O 사용된 닦기천 길이 : 실험 후에 실험에 사용된 닦기천의 길이를 측정하여 보 

았다. 닦기천이 감기는 속도를 닦기슬레이브의 주행속도와 같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에 닦기슬레이브가 Mopping 주행모드로 이동한 거리와 감긴 천의 길이는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Table 3.1.3으로부터 1.0m 거리의 Mopping 
작업을 17번，l.Oni보다 작은 거리에 대한 Mopping 작업을 2번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가 닦기작업을 고려한다면 천은 적어도 18.0m 이상 사 

용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 측정결과 이 작업에 총 20.0m 이상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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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1.23 Mopping experiments conducted on the contaminated floor 
surface area of 1.5m x 1.0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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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Mopping time taken to mop an area of 1.5m x 1. Om(unit : sec)

주행 횟수 Mopping 시간 Driving 시간 주행 횟수 Mopping 시간 Driving 시간

1 회 39 20 2 회 35 19
3 회 36 19 4 회 35 20
5 회 37 21 6 회 46 a 22
7 회 36 14 b 8 회 21 c 59 d
9 회 41 16 e 10 회 29 f 22

11 회 34 17 12 회 36 19
13 회 35 19 14 회 35 21
15 회 34 18 16 회 33 18
17 회 36 20 18 회 35 20
19 회 36
추가 추가작업 소요시간

작업 545 g
비고 a : 사진촬영으로 2〜3초 지체

b : 50cm Driving
c : 50cm Mopping
d : 케이블 끌고 반대쪽 작업장소로 이동
e : 80cm Driving
f : 80cm Mopping
g: 추가 닦기작업

나. 원격 분진제거장치 성능개선

(1) 개요

DFDF 격리실에서 오염된 장비의 유지 • 보수시 미세 방사능분진 및 건식 폐기 

물이 발생한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격리실 바닥에 산재 • 고착되어 시설물의 건 

전성을 저감시킨다. 원격 분진제거장치 (Remote Contamination Collection 
System, RCCS)는 이러한 미세 방사능분진 및 건식 폐기물을 진공방식으로 청소 

및 포집하는 장치로서 장애물 탐지기능을 갖고 자율주행 방식과 원격조작 방식으 

로 운용되며，모듈식으로 제작되어 장치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며，그래픽 시물레 

이터와 연계되어 조작자가 원격지에서 격리실내의 청소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 및 

통제할 수 있다. 원격 분진제거장치는 크게 청소모듈(cleaning module), 이동모 

듈(mobile module), 감지모듈(sensing module), 포집모들(collection module) 등 

네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모듈의 기구부를 개량 및 제 

- 41 -



작하여 원격 분진제거장치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원격 분진제거장치와 격리 

실 작업환경의 3D 그래픽 모델을 개발하고 이들은 3D 그래픽 환경에서 서로 통합 

함으로써 그래픽 시물레이터의 기능을 개선하여 실제 원격청소작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였다.

（2） 주요 개선사항

（가） 청소모듈 개량제작

O 기 개발된 원격 분진제거장치는 청소모듈의 구조적 메카니즘 특성 때문에 자 

율주행모드에서 청소 작업시 각 브러쉬의 연결부 부근에서 청소작업 력（분진 

폐기물이 약간 남아있음）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작업 

모드를 원격조작모드로 변경하여 운용하면 해결될 수 있으나，청소작업의 효 

율성과 조작자의 피로도를 저감시키기 위해 청소모듈의 기구부를 수정 및 보 

완하여 성능을 개선하였다（Fig. 3.1.24 - 26）.
O 브러쉬 하우징 （12개） : 브러쉬 롤러를 지지하는 각 하우징의 양쪽 측면 길이 

를 7. 5mm에서 11.5mm로 확장하여 서로 이웃하는 하우징 간의 거 리를 최소화하 

여 포집하고자 하는 분진 폐기물의 청소 dead zone을 최소화하였다.

O 브러쉬 롤러 （12개） : 브러쉬 롤러의 길이를 83mm에서 91mm로 확장하고，브러 

쉬를 롤러의 최 끝단까지 삽입하여 전체적인 분진 폐기물 청소 영역을 확장하 

고 포집 dead zone을 최소화하였다.

◦ 2중 나선형 브러쉬 : 각 브러쉬 롤러에 나선형 브러쉬의 길이를 각 각 3mm에 

서 12mm 로 확장하여 바닥면과 중첩도를 크게 하였으며，또한 청소하고자 하 

는 분진 폐기물과의 접촉성을 극대화하였다.

O 브러쉬 롤러 구동부 : 12개의 브러쉬 롤러를 구동하는 단일 구동모터를 

120Watt에서 150Watt로 증대하여 브러쉬의 회전력을 증대하여 바닥면에 산 

재 • 고착되어 있는 분진 폐기물의 탈리（dislodging） 및 포집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성능시험 : 수정 • 보완을 통하여 개량 제작된 청소모듈을 통합한 원격 분진제 

거장치를 모의시험시설 mock-up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한 후 육안검사에 의해 

분석한 결과，잔여 분진 페기물의 양이 거의 제거되었으며 개선 전에 비하여 

분진폐기물 청소 및 포집 정도가 많이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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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Top view

Bottom view
1 : 브러쉬 하우징（12개）, 2 : 브러쉬 롤러（12개）, 

3 : 2중 나선형 브러쉬，4 : 브러쉬 롤러 구동부 

Fig. 3.1.24 Modified cleaning module of R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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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5 RCCS with a modified cleaning module.

Fig. 3.1.26 Control console and graphic simulator of R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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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래픽 시물레이터 개선

O 그래픽 시물레이터는 청소작업 환경인 DFDF 격리실과 실제 청소작업을 수행하 

는 원격 분진제거장치의 3D 그래픽 모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픽 시물레이 

터는 원격 분진제거장치가 실제로 격리실에서 수행할 청소작업의 시나리오를 

계획하여 그래픽 환경에서 미리 연습 및 모사해 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그래픽 시물레이터는 원격 분진제거장치의 제어시스템과 인터페이스되어 

실시간으로 조작자에게 원격지 청소작업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원격 분진제거장치의 청소작업 과정들은 그래픽 시물레이터의 운영 

창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조작자는 차폐창이 아닌 그래픽 시물레이터를 통 

하여 원격 분진제거장치의 청소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다. 세부적인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격리실과 원격 분진제거장치의 full-scale 그래픽 모델（Fig. 3.1.27 - 34）：

- 다양한 각도에서 원격 유지보수장치와 원격 분진제거장치를 나타낼 수 있는 

full-scale 3차원 그래픽 모델을 개발하였다（Wind이면 OS에서 실제 시스템과 

그래픽 모델의 인터페이스가 용이하고 상황에 따라 wire frame 형태의 표현 

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격리실 그래픽 모델과 인터페이스 가능한 원격 유지보수장치와 원격 분진제 

거장치의 full-scale 3차원 그래픽 모델을 개발하였음

O 격리실-원격 유지보수장치-원격 분진제거장치 모델의 통합과 실제 장치 및 시 

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실증실험:

- 개발된 DFDF 격리실 그래픽 모델과 원격 유지보수장치 및 원격 분진제거장 

치의 그래픽 모델을 통합하였다.

- Fig. 3.1.34는 실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된 그래픽 시물레이터의 신뢰성 검 

증실험에서 원격 분진제거장치의 위치와 제염된 영역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원격 제염 작업은 두 가지 모드로 수행된다. 하나는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원격 분진제거장치를 조정하는 수동 모드이다. 다른 하나는 그래픽 시물레 

이터를 이용하여 원격 분진제거장치가 움직이는 경로를 미리 생성한 후에 

원격 분진제거장치이 생성된 경로를 따라 가면서 제염작업을 수행하는 자동 

모드이다. 이 두 모드에서 원격 분진제거장치가 움직이면서 제염하는 영역 

은 그래픽 시물레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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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7 Isometric view of the DFDF isolation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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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8 Isometric view of the outside of the
DFDF isolation room.

Fig. 3.1.29 Graphic model and wire frame 
of R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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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0 Graphic model and wire frame 
of the master-slave 
manipulator installed on the 
wall of the isolation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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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 Motion simulation of the graphic model of 
the master-slave manipulator on the graphic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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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 Complete integration of the isolation
room, remote maintenance tool and 
RCCS in the graphic wo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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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of isolation room Interior of isolation room
Nonhazardous operating area Contaminated area

IHuman Operator I

Vision feedback 
via graphic simulator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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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 Bilateral control flow of RCCS.

Fig. 3.1.34 Real cleaning operation of RCCS displayed 
on the graphic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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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격 건식제염장치 성능개선

(1) 개요

원격 건식오염제거장치는 조사재시험시설 M6 핫셀에 설치되어, 건식공정 산 

화물핵연료 파우더, 펠릿, 연료봉 생산에 사용된 장비, 장치，공구 등에 산재， 

고착되어있는 오염물질을 원격으로 제거하는데 활용된다 . 원격 건식오염제거장치 

는 분사 매개체(blasting media)로서 드라이아이스 펠릿(고체상 C02)를 사용하 

며, 드라이 아이스 펠릿과 압축공기가 서로 분리된 2개의 라인을 통하여 분사건 

까지 공급되어 분사 노즐을 통하여 드라이 아이스 펠릿을 제염하고자 하는 목표 

물까지 분사하는 two-hose 형이다. 드라이 아이스 펠릿을 활용하는 제염방법은 

제염시 2차 폐기물을 생성시키지 않는다.

원격 건식오염제거장치는 크게 공기정화모듈，분사기 (basting device), 드라 

이 아이스 펠릿 • 공기 이송시스템, 분사헤드(blasting head), 분진동시흡수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이 아이스 펠릿 저장 호퍼와 드라이 아 

이스 펠릿 • 공기 이송시스템을 개량하여 분사노즐에서 분사되는 드라이 아이스 

펠릿의 균일성을 향상하여 제염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2) 주요 개선사항

(가) 드라이 아이스 펠릿 저장 호퍼 개량제작

◦ 기 개발된 원격 건식오염제거장치의 드라이 아이스 펠릿 저장 호퍼는 진동기 

(vibrator)의 진동에 의한 자연 낙하 방식으로 되어 있어 펠릿 저장호퍼의 끝 

단에서 병목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드라이 아이스 이송 호스로 펠릿을 일정하 

게 공급하여 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O 드라이 아이스 펠릿 저장 호퍼를 개량 제작된 드라이 아이스 펠릿 이송호스의 

펠릿 수납부와 결합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호퍼 끝단에서 펠릿이 막 

히지 않도록 성능을 개선하였다.

(나) 드라이 아이스 이송 호스 개량제작

O 기 개발된 원격 건식오염제거장치의 드라이 아이스 이송 호스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빨려 이송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호퍼로부터 공급되는 펠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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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게 분사건까지 이송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O 드라이 아이스 이송 호스를 공압 모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메카즘으로 개량 제작하여 펠릿이 균일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O 펠릿 이송 screw feeder : 나선형으로 구성하여 호퍼에서 공급되는 펠릿이 일 

정한 량으로 분사건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Screw feeder의 하우징의 

윗 부분은 드라이 아이스 펠릿 저장호퍼와 결합될 되어 기밀이 되도록 하였으 

며, 앞쪽 플단은 screw feeder에서 공급되는 펠릿을 일정부분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O screw feeder 동력 전달부 : 펠릿 이송 screw feeder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 

는 구동부로서 공압 모터를 사용하였으며，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 

어 있다. 속도를 조절함으로서 분사건까지 공급되는 드라이 아이스 펠릿 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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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부의 드라이 아이스 펠릿 이송호스,

12: 압축공기 이송호스

13： 드라이아이스 펠릿 저장 호퍼

Fig.3.1.35 A remote dry-type decontamination system 
(before mod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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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전체 내부 호퍼 하단과 screw feeder

개량된 부분: A （드라이아이스 펠릿 저장 호퍼）,

호퍼의 내부

B (펠릿 이송 screw feeder),
C （screw feeder 피더 동력 전달부）

Fig.3.1.36 A remote dry-type decontamination system 
(after mod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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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7 Modified screw fe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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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8 Drawing of a power transfer mechanism.

Fig,3.1.39 Remote dry-type decontamination system 
installed in the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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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0 Performance test of the
modified remote dry-type
decontam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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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FDF 핫셀 고기능 swabbing system

가. 개요

DFDF M6 핫셀에 설치되어서 사용후핵연료 분진 및 미세 분진 폐기물 등과 같 

은 고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핫셀 벽면을 제염용액으로 적신 축축한 스폰지 형태 

의 도구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제염하기 위한 장치로서，실제 핫셀 내부에서 제염 

작업을 수행하는 슬레이브와 핫셀 외부에서 슬레이브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매스 

터, 그리고 슬레이브와 매스터의 모션을 통합 관리 및 제어하는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wabbing system의 설계 고려사항을 정립하고，개 

넘설계를 완료하였다, 개념 설계를 토대로 swabbing system의 구조해석과 동적 

해석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swabbing system의 매스터/슬레이브 상세설계를 완 

료하였으며, 핫셀 작업환경과 swabbing system의 3D 그래픽 모델 및 벽면 청소작 

업 상황의 3D 동적 그래픽 모델을 개발하였다.

나. 설계 고려사항

O swabbing system의 적용 환경인 DFDF M6 핫셀은 고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 

으므로 가동중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swabbing system은 원격으로 원 

하는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O swabbing system은 M6 헛;셀 작업 환경의 환경 및 공간적 제한성，원격 운용 

전략，원격 유지보수 절차，기설치된 현장 유지보수 시스템의 이용 가능성과 

제한요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O M6 햇셀의 환경 및 공간적 제한성은 swabbing system의 크기，이동수단 및 청 

소수단을 결정하는 증요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swabbing system의 운용에 필 

요한 공기，전기 등과 같은 유틸리티의 우1치, 기하학적 구조，장애물을 피하 

면서 청소 대상 목적지까지의 접근성 등을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O swabbing system의 설계는 system의 원격 운용 전략, 원격 유지보수 전략, 원 

격 유지보수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O swabbing system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조작자(operator)의 숙련도는 M6앗셀의 

오염된 장비 및 장치의 제염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작자의 경험과 요 

구사항은 swabbing system의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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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wabbing system의 기능적/기계적 구조는 교체가 가능한 모듈 또는 서브어셈 

불리로 제작되어야 하며，손상된 기계 및 전기 부품은 필요시 핫셀 내부에서 

기계식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O 조작 시간 및 청소영역 측면에서 swabbing system의 청소능력은 파■리소스와 

파워 전달 방법에 영향을 받으므로, swabbing system의 효율적인 제어를 위해 

서 배터리 또는 유선 파워시스템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O swabbing system의 기계 및 전기부품은 제염작업 증 피할 수 없이 오염되어 

방사능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긍극적으로 swabbing system의 수명과 관련되 

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겨L 전기, 전자 부품의 재료에 대한 방사능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개념 설계

O 상기 설계고려사항을 토대로 DFDF M6핫셀에 적용될 swabbing system의 개념 

설계를 완료하였다.

◦ swabbing system의 슬레이브는 크게 이동부와 닦기부로 구성되며，이동부 제 

원은 350x300x180(LxWxH) mm이며，벽면 청소 가능한 최대 높이는 2,000mm이 

다.

O 이동성: caterpillar wheel 방식을 채택하여 앗셀 바닥에 산재해있는 전기선, 

공압 튜브 등의 장애물을 용이하게 승월 할 수 있으며，모터의 속도 차에 의 

하여 전진/후진/조향 등의 방향 주행이 가능하다.

O mopping 메카니즘 : 수축 및 확장이 가능한 telescopic 방식을 채택하여 작업 

시 4단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닦을 수 있는 작업영역을 확장하고，평상 

시에는 수축된 상태로 이동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메카니즘의 공간적인 

장점을 취하도록 하였다.

O mopping tool : mopping 메카니즘의 telescopic member에 설치되어서 상/하로 

직선운동과 좌/우 운동을 하면서 청소하고자 하는 벽면에 mopping cloth를 접 

촉시켜 오염물질을 닦아서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었다.

O 균일한 mopping： multi-roller로 구성된 mopping to이을 도입하여 mopping 
tool과 닦고자하는 벽면 사이의 편각을 기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하여 핫셀 

벽면을 균일한 힘으로 압착하여 닦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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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들식: 이동부, mopping 메카니즘, mopping cloth를 각각 모들식으로 설계하 

여 원격 취급공구 및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플레이터에 의한 원격 조립 및 분 

해 등 원격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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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scopic member의 

완전 수축상태）

（telescopic member의 

완전확장상태）

Fig. 3.1.41 Design concept of a swabb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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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석

설계 고려사항과 개념 설계로 토대로 구성된 swabbing system의 슬레이브에 

대해 유한요소 해석 및 동적거동（기구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1） 유한요소 해석

（가） 슬레이브 유한요소 모델: 아래의 5개의 모듈로 구성

O 이동모듈

O 수직모듈

O 수평모듈

O 툴모듈

O 닦기모듈

（나） 해석 방법

O CATIA의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슬레이브의 운용시 가장 열악한 상태（수직모 

듈이 완전히 전개된 상태）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O 각 모듈은 알류미늄으로 제작되었다고 가정하고, 유한요소모델과 하중 및 경 

계조건을 확립하였다.

O 닦기모듈의 닦음부와 닦고자 하는 벽면사이의 최대 수직 접촉력은 10N, 그리 

고，벽면과의 마찰계수는 0.5로 가정하였다.

（다） 해석 결과

O 각 모듈의 등가응력, 최대전단응력, 수직응력，전단을력, 변형 등을 분석하였 

다.

O 툴모듈과 닦기모듈 연결부에서 최대등가응력（1.540X106 Pa）, 최대전단응력 

（8.362xl05 Pa）, 최대 변형량（0.0526 mm）이 발생하였다.

O 상기의 해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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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 Finite element modeling

구 분 Mass(kg) Node 개수 Hex Element 개수

이동모듈 19.566 9242 5015

수직 모듈 16.645 8693 4072

수평모듈 2.227 4971 651

툴모듈 및 닦기모듈 24. 070 8618 4288

합 62.508 31524 14026

Fig. 3.1.42 Finite element model and its boundary and loa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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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3 Results of the finite element analysis.

(2) 동적거동 해석

(가) 슬레이브 ADAMS 모델

슬레이브의 ADAMS모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Fig. 3.1.44).
O 10개의 강체: 본체(body), 붐 베이스(boom base), 붐 크레인(boom crane) 1,

2, 3, 4, 더 미 모델(dummy model) 1, 2, translation body, rotation body
O 2개의 회전 조인트: 본체와 붐 베이스, 더미 모델 2와 rotation body
O 5개의 병진 조인트: 붐 크레인 1과 붐 크레인 2, 붐 크레인 2와 붐 크레인 3, 

붐 크레인 3과 붐 크레인 4, 붐 크레인 4와 더미 모델 1, translation body와 

더미 모델 2
O 2개의 고정조인트: 붐 베이스와 붐 크레인 1, 더미 모델 1과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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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O 모션: 6개의 모션

O 자유도: 7 자유도

(나) 해석 방법

◦ CATIA 3-D 모델을 이용하여 슬레이브 강체에 대한 질량과 질량관성 모멘트를 

구하여 이를 ADAMS 모델에 입력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O Fig. 3.1.45 는 swabbing system 의 기구학적 해석을 위한 모의시험 

(simulation)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3.1.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붐 베이스가 90 회전하여 닦고자 하는 벽면에 수직방향으로 회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rs)은 4단 붐 크레인이 펼쳐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4단 

붐 크레인이 펼쳐지면 최대로 2m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 있 

다. (e)은 핫셀 벽면을 닦는 링크부가 수직방향으로 벽면을 swabbing하기 위 

하여 수직방향으로 이송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이 모의시험은 0-2초 동안 

붐 베이스를 90 회전시켜 rotation body가 핫셸 벽면을 닦을 수 있도록 수직 

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11 초 동안은 붐 크레인이 펼쳐져서 최대 2m 까지 

펼쳐지는 과정이다. 11-13초 동안은 translation body가 병진운동을 하여 앗 

셀 벽면과 rotation body가 면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3-22초 등안은 

rotation body가 핫•셀 벽면을 닦는 과정이다.

◦ 처음에 이동모듈 위에 설치된 다른 모듈을 0-5초 동안 회전시킨 후，닦기작업 

을 5-10초 동안 수행하는 모의시험을 통하여 각 조인트에서 발생하는 반력과 

토크를 분석하였다.

(다) 해석 결과

O Fig. 3.1.46과 Fig. 3.1.47은 앗셀 벽면 제염을 위한 swabbing system의 컴퓨 

터 모의시험을 수행하여 구한 각각의 모터의 구동 토크 및 구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Fig. 3.1.46은 붐 베이스 전체 시스템을 90도 회전하는 데 필요한 모터 

의 구동 토크(STEP 1)를 보여준다. 대략 800(N-mm)의 구동토크가 필요한 것을 

모의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Fig. 17 첫 번째 붐 크레인를 500mm 상 

승시키는 데 필요한 구동력(STEP 2)을 보여준다. 대략 15(N-mm)이내의 구동토 

크가 필요한 것을 모의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 66 -



O 닦기작업에 요구되는 각 조인트의 토크와 구동력을 분석하여 각 조인트를 구 

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터를 선정하여 swabbing system 설계에 반영하였다.

STEP 5

STEP 6

] Jo/506

Dummy Model 2

Translation

c/5
0/5
(y5
rfh
utl

t [트三]
I 병진 | STEP 3 | 
| | STEP 2 |

회전

Boom Base

Dummy Mode

STEP 1

Boom Crane 1,2,3,4

Fbed Joint B따功Me [] Translational Joint

Fig. 3.1.44 ADAMS model of the swabbing system’s s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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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ADAMS input data(density=7850kg/n?)

Part Volume
(mm3)

Mass 
(kg)

IXX iyy Izz

Body 1.18650E6 9.31402 114455.72582 181365.20082 280828.05875

Boom Base 1.00000E6 7.85000 26575.52083 26575.52083 52333,33333

Boom
Crane 1 1.50800E6 11.83780 372120.37472 94945.11722 386530.72917

Boom
Crane 2 1.39200E6 10.92720 338185.33893 76285.39643 350751.73750

Boom
Crane 3 1.27600E6 10.01660 305455.81171 60151.55421 316293.11583

Boom
Crane 4 1.16000E6 9.10600 273840.42214 46361.15964 283063.80417

Dummy
Model 1 - 1.0 1.0 1.0 1.0

Translation
Body 691151.29371 5.42554 16530.07589 26332.34952 26367.97740

Dummy
Model 2 - 1.0 1.0 1.0 1.0

Rotation
Body 486000.00000 3.81510 14268.81417 15871.52250 19396.8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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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기 상태 (t=Osec) ( l ) Boom Base 90 회 전 (t=5sec)

(n) Boom Crain 2,3,4 인장(t=15sec) (e) 벽면을 닦는 링크부의 이송(Z)
Fig. 3.1.45 Dynamic analysis of the swabb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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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6 Driving torque required to rotate a boom base in 90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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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세 설계

O 구조해석과 동적거동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매스터와 슬레이브의 상세 설계를 

완료하였다.

O ■앗셀 내에서 청소작법을 수행하는 슬레이브는 크게 이동모듈, 수직모들, 수평 

모듈, 툴모듈, 닦기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2.0m의 벽면 높이까지 접근 

하여 청소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의 닦기모듈（1개의 roll） 로 2. 4m2 의 벽면 

을 청소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O 매스터는 슬레이브를 원격 조종하는 장치로서 핫셀 외부에 있는 통합제어반 

위에 설치되며, 슬레이브의 이동모듈（전/후/좌/우 모션）을 조종하는 주행 입 

력장치와 기타 모듈을 제어하는 닦기 입력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O 설계된 swabbing system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3차원 그래픽 

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모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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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8 Drawing and solid model of the swabbing system's s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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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9 Drawing and solid model of the swabbing system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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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벽면제염작업 3D 그래픽모사 시스템

O M6 핫셀의 작업환경을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full-scale 3차원 그래픽 모델을 

개발하였다. swabbing system과 헛;셜 작업환경의 그래픽모델을 서로 통합하여 

swabbing system이 실제 작업 상황에서 이동 및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가상 

작업 환경에서 모사함으로서, 설계된 swabbing system의 실제 작업 가능성과 

이용성을 시험하였다.

O 이러한 3D 그래픽환경 모사시스템은 차후 실제 핫셀 작업시 작업의 시나리오 

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 한 후, 그래픽 환경에서 실제 작업을 미리 모사 

및 수행함으로서 핫셀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작업자의 피로도를 저감시 

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O M6 핫셀과 내부 작업 환경은 CAD 소프트웨어인 Pro-Engineer를 이용하여 모델 

링하였으며 swabbing system의 ■슬레이브는 Solid Edg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동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는 MSC.ADAMS와 VirtualDub를 이 

용하였다.

O M6 핫셀 및 내부 작업환경은 상용 CAD 소프트웨어인 Pro-Engineer Wildfire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swabbing system의 슬레이브는 Solid Edge를 이용 

하여 모델링 하였다. 또한 M6 힛■설과 swabbing system 슬레이브의 벽면 청소 

작업 동영상 제작은 상용 다물체 동역학(multi-body dynamics) 소프트웨어는 

MSC. ADAMS ver. 2005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각각의 이미지 파일은 

720x480이며 프레임 속도는 lOframe/second이다. 각각의 동영상 화일의 편집 

및 구성은 VirtualDub 1.6.0을 이용하였다.

O swabbing system의 슬레이브 모델링은 MSC. ADAMS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본체(body), 붐 베이스(boom base), 붐 크레인 l(boom crain 1), 붐 크레인 

2, 붐 크레인 3, 붐 크레인 4, 더미 모델 1(dummy model 1), 더미 모델 2, 
translation body, rotation body 등 10개의 강체로 이루어져 있다. 조인트와 

강체의 관계는 본체와 붐 베이스는 회전조인트(revolute joint)로 연결되었 

고，붐 베이스와 붐 크레인 1은 고정조인트(fixed joint)로 연결하였다. 붐 

크레인 1과 붐 크레인 2는 병진조인트(translational joint)로 연결하였고, 

붐 크레인 2와 붐 크레인 3은 병진조인트로 연결하며, 붐 크레인 3과 붐 크레 

인 4는 병진조인트로 연결하였다. 붐 크레인 4와 더미 모델 1은 병진 조인트 

로 연결하였고, 더미 모델 1과 translation body는 고정조인트로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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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body와 더미 모델 2는 병진조인트로 연결하였고，더미 모델 2와 

rotation body는 회전조인트로 연결하였다.

O Fig. 3.1.50과 3.1.51 은 MSC.ADAMS를 이용하여 구현한 swabbing system의 슬 

레이브 운동 메카니즘(mechanism)을 보여주고 있다. Fig. 3.1.5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슬레이브는 직진 운동과 붐 크레인의 회전운동 그리고 청소용 틀 

(tool)의 회전운동이 가능하다. Fig. 3.1.51 은 붐 크레인 1，2, 3, 4가 수직 

방향으로 펼쳐지는 병진운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청소용 툴이 수직방향으 

로 병진운동하고 그리고 수평방향으로 또한 병진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 

다.

O Fig. 3.1.52와 3.1.53은 M6 핫셀 환경과 핫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swabbing 
system의 슬레이브를 보여주고 있다. Fig. 3.1.52에서 보는 바와 M6 핫셀은 

핫셀 A와 B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핫셀 A와 B 사이는 벽으로 닫혀져 

있으며 크레인을 이용하여 내부 시스템을 이동한다. Fig. 3.1.53은 M6 핫셸 

내부에서 swabbing system의 슬레이브가 주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O Fig. 3.1.54와 3.1.55는 M6 앗셀 내부에서 swabbing system의 슬레이브가 작 

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ig. 3.1.54는 핫셀 A에서 슬레이브가 이동하 

는 과정을 iso view와 top view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Fig. 3.1.55는 M6 
핫셀 내부에서 슬레이브가 벽면을 닦기 위하여 직진 주행과 90° 선회 주행을 

하여 벽면을 닦으면서 주행하는 과정을 시나리오 별로 보여주고 있다.

O Fig. 3.1.56과 3.1.57은 M6 핫셀 내부에서 슬레이브가 벽면을 닦는 과정을 시 

나리오 별로 보여주고 있다. Fig. 3.1.56은 핫셀 벽면을 수직방향으로 닦고 

있는 모습이며, Fig. 3.1.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a〉一>(b)—»(c)_»(d)—>(e)—» 
(시의 그림 순서로 벽면을 닦고 있다. Fig. 3.1.57은 슬레이브가 수직 방향 

벽면을 닦은 이후에 하단부의 사각 부분을 닦기 위하여 청소용 룰을 90° 회전 

하여 하단부를 닦는 과정을 보여주며, (e)—(f)의 그림

순서로 벽면을 닦고 있다.

O 상기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swabbing system의 슬레이브가 M6 힛■셀 내부에 

서 이동하고 벽면을 청소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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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0 Motions of the swabbing syst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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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1 Motions of the swabbing system(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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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M6 hot-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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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3 Detailed graphical representations of the A cell and B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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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4 Motions of the slave in a graphical environment.
(a) iso view (b)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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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5 Detailed motions of the slave in a graph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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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6 Wall mopping operation conducted by the slave of the swabbing 
syst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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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7 Wall mopping operation conducted by the slave of the swabbing 
system(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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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Swabbing system 양방향 원격 조작기법

(1) 양방향 swabbing force 제어를 위한 슬레이브와 매스터의 동역학적 모델

(가) 매스터와 슬레이브의 ADAMS 모델링

O 주작기와 종조작기의 solid 모델링을 위해서 상업용 CAD 소프트웨어인 CATIA 

를 이용하였다.

O 주작기와 종조작기의 동역학적 모델링에 필요한 각 부품의 질량, 무게 중심점 

의 우1치, 질량 관성모멘트 등은 CATIA를 이용하여 구하여 ADAMS의 입력 데이 

터로 이용하였다.

O 주작기와 종조작기는 밀도가 2.74 X 1Q~ ^kg/rnm5, Young's modulus7} 

7.1705 X lQ^N/mm2, 프와송비가 0.33인 일반적인 알루미늄으로 모델링하 

였다.

O 주조작기는 고정 바(fixed bar)와 손잡이 부분의 두 개의 링크(link 3, link 
4) 그리고 고정 바와 손잡이 부분의 링크와 연결하기 위한 두 개의 링크(link 
1, link 2) 등 다섯 개의 강체(rigid body)로 구성하였으며 링크 1과 링크 2 
는 회전 조인트(revolute joint)와 조인트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고정 바에 연 

결하였다. 링크1과 링크3 그리고 링크 2와 링크 4는 회전 조인트를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링크3과 링크 4는 회전 조인트를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 Fig. 3.1.58은 본 연구에서 이용한 주조작기의 컴퓨터 모델링하기 위한 개략 

도(schematic drawing)를 보여주며, Fig. 3.1.59는 주조작기의 ADAMS 모델올 

보여준다.

O Swabbing 작업을 수행하는 종조작기를 본체(body), 붐베이스(boom base), 붐 

크레인(boom crane) 더미 모델(dummy model) translational body, rotational 
body로 구성하였다. 본체와 붐 베이스는 회전 조인트로 연결하였고, 붐 베이 

스와 붐 크레인 1은 고정 조인트(fixed joint)로 연결하였다. 붐 크레인 1과 

붐 크레인 2, 붐 크레인 2와 붐 크레인 3, 붐 크레인 3과 붐 크레인 4는 병진 

조인트로 연결하였다. 붐 크레인 4와 더미 모델 1은 병진 조인트로 연결하였 

고, 더미 모델 1과 translational body 는 고정 조인트로 연결하였다. 

translational body와 더미 모델 2는 병진 조인트로 연결하였고，더미 모델 2 
와 rotational body는 회전 조인트로 연결하였다, Fig. 3.1.60은 종조작기 인 

벽면 swabbing system의 ADAMS 모델링을 위한 개략도를, Fig. 3.1.61 은 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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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기의 ADAMS 모델을, 그리고 Fig. 3.1.62는 주조작기와 종조작기로 구성된 

원격 swabbing system의 ADAMS 모델을 보여준다.

(나) 매스터와 슬레이브의 동역학적 모델

O ADAMS 모델을 사용하여 운동방정식을 구하기에 앞서 모델링된 시스템의 기구 

학적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주조작기 및 종조작기의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구동장치가 부착되는 위치에 motion 함수를 인가하여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확 

인하였다.

O 입력변수로 종조작기가 벽면을 swa比)ing할 때 발생하는 반발력을 주조작기에 

반향하기 위한 힘，주조작기를 X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종조작기 붐 크레인 4 
와 벽면을 swa此ing하는 회전체가 연결된 병진운동부가 X방향과 Y방향으로 움 

직이는 힘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출력변수로 주조작기가 구동할 때 묘방향과 Y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종조작기가 구동할 때 묘방향과 노방향으로 움직인 거 

B], 종조작기가 벽면을 swa此ing할 때 발생하는 반발력과 마찰력을 선정하였 

다.

O Controls 메뉴의 Plant Export를 선택하여 Plant Export Dialog Box를 활성화 

하여，File Prefix란에 저장할 운동방정식의 파일이름을 기록하였고 Plant 
Input, Plant Ou切ut 항에 ADAMS에서 미리 설정한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선 

택하였다.

O Control Package 메뉴에서 MATLAB 을 제어용 소프트웨어로 선택하였다. 

ADAMS/Control 모듈은 Input과 Output과 같은 ADAMS 모델 정보를 담은 M-file 
과 전산해석 과정에서 사용되는 data 파일 (.adm)과 명령 파일 (.cmd)을 생성 

하였다.

O 운동방정식의 종류를 선택한 후에 주조작기와 종조작기의 동역학적 모델을 생 

성하였다. 즉， 동역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A( system matrix, 22x22)， 
B(control input matrix, 22x4), C(output matrix, 6x22), D(feedforward 
matrix, 6x4)의 원격조작시스템 운동방정식을 나타내는 시스템 행렬을 구하였 

다-

- 85 -



(2) 양방향 위치제어

O ADAMS와 MATLAB을 동시에 이용하는 co-simulation을 통해 개발된 DFDF 유지보 

수용 이동형 원격 swabbing system 동역학적 모델의 양방향 위치 제어 시물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O 주조작기로부터의 작업명령을 종조작기가 추종하게 하기 위한 X-방향과 Y-방 

향의 위치 제어를 위해 PID 제어기를 이용하였다.

O PID 제어기는 MATLAB/Simulink에서 제공하는 PID controller 블록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단위 기준입력을 가한 후 출력을 확인하면서 반응속도를 높이기 

위한 비례제어이득을 결정하고 난 후，정상상태오차를 개선하기 위한 적분제 

어이독을 결정하였고，다음으로 시스템의 동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분제어 

의 이득 값을 결정하였다.

◦ Fig. 3.1.63은 주조작기의 움직임을 종조작기가 추종하게 하는 위치제어를 위 

한 MATLAB Simulink block diagram을 보여준다.

O Fig. 3.1.64는 주조작기가 X-방향으로 일정거리 움직인 다음，Y-방향으로 움 

직이고, 다시 반대의 X-방향으로 움직인 다음 Y-방향을 따라 원래 위치로 돌 

아오는 사각형의 궤적을 따라 움직일 때 종조작기가 이를 매우 잘 추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물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3) 양방향 swabbing force 제어

O 원격 swabbing system의 주조작기와 종조작기 간의 양방향 swabbing력 제어를 

위해 종조작기가 벽면을 swabbing하는데 필요한 벽면을 수직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주조작기의 기준입력으로 하였다. 이 기준입력을 주조작기를 통해 입력 

하고 종조작기가 그 힘을 유지하도록 제어하면서 종조작기에서 발생된 힘을 

주조작기에 반향하는 제어기법 이용하였다.

O 주조작기와 종조작기를 제어하는데 PID제어기법을 이용하였다.

O Fig. 3.1.65는 원격 swabbing system의 주조작기와 종조작기 간의 양방향 

swabbing력 제어를 위한 MATLAB Simul ink block diagram을 보여준다.

O 주조작기의 X-방향에 대한 기준입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조작기 

X-방향 위치를 계속 변화시켜야 된다. Fig. 3.1.65는 Fig. 3.1.66 안에 포함 

된 subsystem 으로 이같은 주조작기 X-방향 위치를 제어를 위한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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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를 보여준다.

O Fig. 3.1.67은 주조작기를 X-방향으로 움직여서 종조작기가 벽면에 접촉하게 

한 후에 종조작기가 벽면을 swabbing 하면서 Y-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시물 

레이션에서 주조작기와 종조작기의 궤적을 보여준다.

O Fig. 3.1.6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종조작기는 벽면과 일정한 swa比）ing력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69는 종조작기로부터 주조작기에 반향된 

힘을 보여주며, 종조작기에서의 swabbing력은 80N인데 주조작기에 반향된 

swabbing력은 20N 정도이다. 따라서 Scaling Factor가 4로 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1.58 Schematic diagram for the ADAMS model of the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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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9 ADAMS model of the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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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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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빼建!理！ 此W

Fig. 3.1.60 Schematic diagram of the ADAMS 
model of the slave.

Fig. 3.1.61 ADAMS model of the s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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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2 ADAMS models of the master and slave of the 
swabb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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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3 MATLAB Simulink block diagram for a bilateral position 
control of the swabb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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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4 Simulation results of a bilateral position control 
of the swabb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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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5 MATLAB Simulink block diagram for a bilateral force control 
of the swabb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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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6 Simulink block diagram for reflecting the swabbing force of 
the slave to the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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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7 Positions of the master and slave in the 
simulation of the bilateral swabbing forc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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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ig. 3.1.68 Swabbing force occurred between the slave and wall 
during simulation.

Time

Fig. 3.1.69 Swabbing force of the slave reflected to the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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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건식재가공 핵연료시설 안전운영 기술개발

1. DFDF 시설 안전성분석

핵 비 확산성 건식 공정 산화물핵 연료는 경 수로 사용후핵 연료를 재 가공 

하여 원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연료로 재가공하는 개념으로，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은 고방사능 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초기물질로 사용하므로 고방사능 차폐시설인 핫셀 내에서 원격으로 조작 

되어야 하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적절한 공학적 요건과 안전성을 갖춘 시 

설이 필요하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기술개발과제에서는 유사한 실험 

을 할 목적으로 건설된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M6 핫셀을 개보수하여 전 

용시설(DFDF: DUPIC Fuel Fabrication Facility)을 구축하고, IMEF 시설 

의 건설•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규제기관으로부터 1999년 7월 변경허 

가를 획득한 후 2000년 1월부터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실험을 수행 

하고 있다[3-2-1,3-2-2].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IMEF 시설의 활용 

계획 확대에 따라 IMEF 지하에 위치한 예비 핫셀을 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 

증시험용 핫셀로 개보수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IMEF 핫셀에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설되는 시설을 포함하여 IMEF 
시설의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규제기관으로부터 IMEF 시설의 건설•운영 변 

경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DFDF에서 최대 50 
kgU/yr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을 수 

행할 때 DFDF 시설의 운영에 따른 IMEF 시설의 방사선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부유선원, 환경방출량，정상운전 시 환경영향에 의한 

최대 개인피폭선량 및 사고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피폭선량 등 

을 분석하였다.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및 기준공정

(1) 평가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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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은 조사후시험시설（PIEF）에 저장되어 

있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중의 일부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사용후핵연료 

로부터 핵연료봉 인출, 절단 등은 PIEF에서 수행하고, 절단연료봉을 이용 

한 slitting, 탈피복，산화/환원（OREOX）에 의한 분말제조공정，소결체 제 

조공정，연료봉 및 연료집합체 제조공정은 조사재시험시설（IM印）의 M6 핫 

셀（DFDF 시설）에서 수행한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을 위해 

PIEF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극히 적으므로 본 

환경 영 향평 가는 건식공정 핵 연료제조시 험의 핵심공정을 수행하는 IMEF의 

M6 핫셀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로 

건물과 동위원소생산시설 건물에 인접하고 있다. 이 건물은 내진범주 1급 

구조물로 구조물을 비롯하여, 각종 계통 및 부품은 안전정지지진（SSE） 혹 

은 설계기준지진（DBE）, 부지설계지진（SDE） 및 기타 적용부하에서도 그 주 

어진 기능이 손상됨이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조사재시험시설 

은 1 개의 수조，6 개의 중량콘크리트 핫셀，1 개의 납셀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환체로 제조하는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1개의 핫셀을 IMEF 지하에 증설하고 있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을 위한 제반 공정설비 및 그 부속장 

치가 설치된 M6 핫셀은 내부 크기가 2 비폭） x 23.8 m（길이） x 4 m（높이） 

로 알파-감마셜로 설계되었다. M6 핫셀의 내부는 두께 3 mm의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 라이닝이 되어 제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방사선 차 

폐를 위하여 벽체와 바닥 및 천장은 중량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셜되어 있 

다. 벽체 두께는 1.1 m, 천장 두께는 0.9 이로 내진 1등급 구조물로 설계 

되었으며, 셀 전면부에는 1.06 비폭） x 0.84 m（높이） 크기의 방사선 차폐 

창이 셀의 길이 방향으로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차폐창 상부 좌우에는 

원격조작기여서 manipulator）가 한 쌍씩 설치되어 있으며, 원격조작기는 

9 kg까지의 하중을 취급할 수 있다.

셀 내부에는 1톤 하중의 취급용량을 갖는 핫셀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 

으며，앗셀 천장에는 루프도어（roof door）와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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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실(isolation room)이 설치되어 있다. 이 격리실 바닥에는 M6 설의 천 

장과 맞물려 해치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이곳을 통해 장비 및 물품을 반 

출• 입할 수 있다. 이 밖에 M6a 및 M6b 핫셀 후면에는 출입도어(rear 
door)가 설치되어 있으며, M6b 섈의 출입도어에는 padirac cask를 접속시 

켜 핵물질을 이송할 수 있도록 padirac adaptor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2 
개의 tobbogan이 힛■셀 전면 벽에 설치되어 있고, 예비 plug hole 들도 설 

치되어 있다.

M6 셀의 환기계통은 시간당 12회 이상의 환기횟수를 갖고，부압이 

-2540 mmAq이며, 개구면의 면속도가 0.5 m/s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었 

다. 핫셀에는 공정 배기체 처리장치와 핫셀 환기계통이 설치되어 있다. 

핫셀 배기계통은 셀내 필터(예비필터+HEPA 필터)와 배기팬실 필터(HEPA 
필터+활성탄필터+HEPA 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각 시스템은 셀 내에 

서의 총 발열원이 400 W라는 가정 하에 셀 내부온도가 25-35 °C로 유지 

되도록 설계되었다.

M6 핫셀은 M6a와 M6b로 나누어져 있으나 크레인을 공유하여 함께 사 

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M6a와 M6b 핫셀 사이의 분리 벽에는 크레인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 뚫려 있다. 오염 물질의 이동 

을 방지하기 위해 M6a와 M6b 사이에 가변 분리벽을 설치하고, M6a 및 M6b 
힛■셀에 설치된 환기 damper를 조절하여 앗셸내의 공기는 항상 M6b에서 

M6a 측으로 흐르도록 되어있다.

(2)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기준 제조공정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은 PIEF에서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해체, 연료봉 인출 및 절단 공정과，도묘에서의 slitting, 산화 

에 의한 탈피복 공정, 산화/환원 (ORiEOX) 에 의한 분말 제조공정, 소결체 

제조공정，연료봉 및 연료집합체 제조공정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에 따른 방사선 환경영향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 및 준휘발성 방사성기체와 부유분진에 영향을 미치는 고온

- 96 -



가공공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3-2-1,3-2-2].

(가) 분말처리공정

경수로 사용무핵연료 봉의 표면을 절개한 무에 산화공정을 통해 사용 

후핵연료 분말을 추출하고 산화온도 450 °C，환원온도 700 °C의 OR別X 공 

정을 3회 수행하여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원료분말을 제조한다.

OREOX 공정을 좀더 자세히 기술하면 사용후핵연료 물질 약 500 g을 2 
단 트레이에 넣고 산화/환원로에 장전한 후 3회에 걸쳐 상온에서 450 °C 
로 승온—산화(1)—승온"*환원 (1 감혼^산화(2 )-> 승온"*환원 (2 감온

산화 (3)-»승온-^환원(3)^80 °C 로 감온 lassi vat ion—상온으로 감온한 

다. 이때 산화의 운전조건은 450 °C, 3 시간, 공기분위기(유량 : 3 
L/min)이고，환원의 운전조건은 700 °C, 5 시간，Ar-4如2 분위기(유량 : 

10 L/min)이며，passivation의 운전조건은 80 °C, 4시간, Ar-2%02 분위 

기 (유량 : 2 L/min)이다. 산화 • 환원로 승온 및 감온속도는 4 'C/min이 

다.

OREOX 공정을 거친 분말에 대해 450 rpm 및 600 rpm의 회전속도로 각 

각 10 분간씩 총 20분간 attrition 밀링을 수행한다. 밀링 분말의 성형성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0.2〜0.4 wt%의 zinc sterate를 혼합하고 유동성 

및 충진율을 높이기 위하여 78 MPa로 예비압분한 후에 조립화를 시켜 건 

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원료분말을 제조한다.

(나) 성형 및 소결

조립화 분말에 0.2〜0.4 wt%의 윤활제(zinc stearate)를 첨가한 혼합 

분말을 polyethylene 병에 담은 후 5분 정도 흔들어 균일하게 혼합하고， 

118 - 392 Mpa의 압력으로 최종압분을 수행한다. 원활한 압분을 위해 첨 

가된 윤활제(zinc stearate) 제거를 위해 최종 압분된 압분체를 탈왁스로 

에 넣고 환원성 분위기(Ar-4%H2)로 800 °C에서 2시간 가열하여 탈왁스처 

리한다. 이때 가온 및 냉각속도는 4 °C/min이다. 탈왁스 처리한 압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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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의 환원성 분위기(Ar-4%H2)하 1,750 °C에서 4〜7시간동안 소결한다. 

승온 시 800 °C 까지는 분당 5 °C 의 속도로 가열하고 800 °C부터 소결온도 

인 1,700 °C까지는 분당 3 °C의 속도로 가열하며，냉각 시에는 분당 5 °C 
의 속도로 150 °C 까지 냉각시킨다. 제조된 소결체를 무심연마기에서 건식 

연마하여 소결체 직경 및 표면 거칠기를 조정한다.

나. 기준 사용후핵연료 및 공정중 누출량

(1) 기준 사용후핵연료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은 PIEF 저장수조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중에서 1986년에 고리 1호기에서 방출된 G23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에 포함된 핵연료봉의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한다. 이 핵연 

료의 특성은 Table 3.2.1 에 나타낸 바와 같다. 본 평가에서는 ORIGEN II 
code를 이용하여 초기농축도 3.21 w/o, 연소도 34,770 MWD/MTU, 냉각기간 

13 년인 사용후핵연료의 핵종별 방사능 함유량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이 

용한다. 현재 IMEF에서는 연간 10 kgU이하의 소량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 

여 시험을 수행하고 있지만(‘01년 1월부터 ‘03년 12월까지 약 17 kgU 사 

용) 본 평가에서는 보수적으로 연간 최대사용량을 50 kgU으로 가정한다.

(2) 공정 배기체 처리장치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공정은 산화• 환원에 의해 분말을 제 

조하고 이 분말을 펠렛으로 성형하여 소결하는 고온처리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정장치의 운전중에는 휘발성 및 준휘발성 방사성 기체와 부유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체상 및 부유분진 방사성물질로부터 핫 

셀오염을 방지하고 외부환경으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0RE0X 공정계 

통과 소결공정계통에는 특성에 맞는 배기체 처리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3-2-3].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제조공정 중 산화• 환원 공정 중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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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제거를 위 한 배기체 처 리계통은 Fig. 3. 2.1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온도 

구배관(thermal gradient tube, TGT)을 이용하여 준휘발성 핵종을 응축시 

켜 처 리한 다음에 미립자제거장치인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metal wool을 

통하여 부유입자를 제거하고, silver impregnated zeolite를 이용한 요오 

드 제거장치로 12를 포집하고 이어 molecular sieve 5 A를 이용한 삼중수 

소 흡수장치로 HTO를 제거하도록 설계하였다. 최종적으로 HEPA 필터를 설 

치하여 미처리된 배기체를 처리한 후 핫셀로 배출된 다음 핫셀의 배기계 

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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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reference spent fuel 
for the DUPIC fuel fabrication

Items Descriptions Specification

- Rod Array 14x14
- Rod Pitch (mm) 14.122

Fuel Assembly - Dimensions (cm) 19.712x19.712
- No. of Fuel Rods 179
- No. of Instrument/ 

Guide Thimbles
17

- Outside Diameter (mm) 10.72

Fuel Rod - Inside Diameter (mm) 9.48
- Clad Material Zircaloy-4
- Length of Fuel Rod (cm) 385.7
- Material UO2, sintered

Pellet(fresh) - Enrichment 3.21 w/o of U-235
- Fuel Stack Length 365.76
一 U-234 0.136
- U-235 7.625
- U-236 4.211
- U-238 941.39

Spent PWR Fuel - Pu-239 5.305
Composition - Pu-240 2.229

(kg/MTU) - Pu-241 1.320
- Pu-242 0.556
- Fissile Pu 6.624
- Total Pu 9.410
- Total Fuel(kg)/Assembly 374.9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제조공정 중 소결 공정중에 발생하는 핵종을 

제거하기 위한 배기체 처리계통은 Fig. 3.2.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석탄회 

세라믹필터를 이용한 세슘포집장치로 방사선적 위험도가 높고 처리온도가 

높은 세슘을 처리하고, 은첨착제 지올라이트를 사용한 요오드제거장치로 

배기가스중 요오드화합물을 제거한 후 이어 온도구배관을 이용하여 준휘 

발성핵종을 응축시킨 후 최종적으로 HEPA 필터를 설치하여 미처리된 배기 

체를 처리한 후 핫셀로 배출된 다음 핫셀의 배기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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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장치에 대한 공정흐름도는 단위포집장치 들의 운전온도를 일차적 

으로 고려하고，다음으로 처리기체에 의한 오염 및 성능저하 등의 상호관 

계를 고려하였다. 각 단위포집장치 들은 효율적인 보수 •유지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분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포집재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접속 

부위의 용접을 배제하고 swagelok으로 체결하였으며 manipulator의 접근 

성，운전성 등을 고려하였다. 배기체처리장치 내의 단위포집장치별 설계 

기준은 Table 3. 2. 2와 같다.

산환/환원로

열구배관

T 묘 n [? n
HEPA 필터

n?

핫셀 배기계통

-D 4) 4)
미립자 요오드 삼중수소

제거트랩 제거트랩 제거트랩

Fig.3.2.1 Off-gas treatment equipment of the OREOX furnace.

Fig. 3.2.2 Off-gas treatment equipment of the 
sintering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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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Design criteria of the off-gas treatment equipment

단위 포집 장치 포집 재
설계기준

비고:字:기 느 丄 td O 선속도, 
cm/s 온도, °C 제염 계수

미립자 

제거장치

Metal
Wool > 100/zm < 1,200 실온 10

Cs 포집장치 석탄회 - < 10 〜 800 100

12 포집장치
은첨 착 

제올라이트

50 
mg/g-bed < 20 〜 150 100

삼중수 
흡수장치

Molecular
Sieve 5A

200 
mg/g-bed. < 5 실온 1000

온도구배관
스테인 레스 

스틸 튜브
- 50 10

HEPA 필터
Glass
Fiber - 3 실온 3000 >99.97 %

(3) 핫셀 배기계통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기체상 및 부유 방사성 

물질은 1차 공정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처리 한 후 핫셀 배기계통으로 보 

내진다. 핫셀 배기계통은 셀내 필터(전처리필터 + HEPA 필터)와 배기팬실 

의 2차 필터(HEPA 필터 + 활성탄 필터 + HEPA 필터)로 구성된다. HEPA 필 

터는 0.3 /zm 미립자에 대해 최소 99.97 %의 제거효율을 가지며 활성탄 필 

터는 CH3I에 대한 제거효율이 최소 99.75 %이다,

(4) 방사선원항 결정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기체상 및 부유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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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은 공정 배기체처리장치, 셀내 필터 및 배기팬실 필터를 거쳐 하나로 

스택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된다. 환경으로의 방출량을 결정하기 위해 우 

선 핵종별 방출량과 배기체 처리장치를 통과한 후의 방사선원을 산출하여 

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 내에서의 핵분열생성물은 금속, 기처L 산화 

물 등의 3가지 안정한 형태로 존재하며, 금속상들은 핵연료내 금속상태의 

inclusion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이들 중 몇가지의 원소들은 핵연료 

내에서 위치，즉 온도에 따라 금속뿐만 아니라 기체형태로 존재할 수 있 

지만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꺼낸 무에는 핵연료의 온도가 낮아지므로 모두 

고체금속상으로 된다.

CsI，CsBr, BaZrO31 SrO, BaO 등은 독립상으로 존재하며，희토류 원 

소들은 La203 형태로 존재할 때 독립상으로 되지만, 주로 LaO2 형태로서 

핵연료와 고용체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연료내에서 핵분열생성 

물의 분포는 형성(formation)과 이동(migration)의 두단계를 거쳐 연소도 

분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정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은 핵연료 내에서 생성장소, 연소도와 재 

배치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핵분열생성물 농도와 열전도도, 열역학 

적 성질 등을 변화시키는 0/M비，서로 다른 핵분열생성물로부터 형성되는 

많은 수의 화합물과 금속 inclusion 등을 알아야 하므로 그 거동을 예측 

하기가 어렵게 된다.

핵분열생성물의 재분포는 조사(irradiation)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 

는데，이는 inclusion과 고용체를 형성케하는 저온확산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재용해 기구에 의한 gas bubble의 핵생성과 성장을 조절하기 때문이 

다. 이때 Cs, Nb 등은 주로 핵연료 중심부와 columnar 입자 영역주위에 

있고，equiazed 입자영역에 조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Am, Nd, 
Cm 등도 주로 핵연료 외각에 모이는 경향이 있다. Kr, Xe, I, H3 등의 

기체와 Ce와 Nb와 같이 0/M비에 따라 휘발성 산화물을 형성하는 원소들은 

높은 mobility를 갖는 핵분열생성물이며 이들 gas bubble은 저온부영역 

(unsaturated zone)에서 형성될 때 grain내에 분산되지만, 고온부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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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axed grain 성장영역）에서 형성될 때는 결정립계로 이동하여 축적되 

어 핵연료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게 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불활성기체를 표함한 기체상원소들은 대부 

분 산화 • 환원공정에서 방출되며 Cs, Cd, Se, Sb, Rb, Te와 같은 휘발성 

기체의 일부는 산화 • 환원공정에서 방출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고온의 소 

결공정에서 방출한다. Sr은 산화 • 환원공정 및 소결공정에서 안정한 SrO 
형태로 존재하므로 누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방사선원항의 결정 

을 위해서 누출율은 Table 3, 2. 3과 같이 결정하였다.

（5） 핫셀 배기계통으로의 방출량 결정

위에서 검토한 공정에서의 누출을 및 제거율에 대한 각종 자료를 종 

합하여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에서의 누출을 및 제거율을 산 

화 . 환원로 및 소결로에서 각각 Table 3.2.4 및 Table 3.2. 5와 같이 적용 

하였다. 공정에서 발생하여 부유된 방사성물질은 배기체 처리공정에서 처 

리된 후 핫셀 배기계통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핵연료내의 총방사선원에 

대한 핫셀 배기계통으로의 누출율은 Table 3. 2. 6과 같다. 위와 같은 핫셀 

배기계통으로의 누출율 및 ORIGEN II Code를 이용한 초기농축도 3.21 
w/o, 연소도 34,770 MWD /MTU, 냉각기간 13 년인 사용후핵연료의 핵종별 

방사능（연간 취급량 50 kg 기준）에 기준한 핫셀 배기계통으로의 누출량을 

계산한 결과는 Table 3.2. 7과 같다[3-2-1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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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Gaseous radionuclide types and their release rates

핵 종
산화 •환원공정 

w
소결공정 （비 비 고

H 100 - 약 50%는 피복관과 

결합되어 있음
He 100 -
Br 100 -
Kr 100 -
I 60 40

Xe 100 -
Ru 2 -
Cs 2 98
Tc 20 -
Cd - 100
Se 10 90
Sb - 60
Rb 5 95
Te 10 90
C 100 -

- 105 -



Table 3.2.4 Release and trapping rates of the nuclides in the
OREOX furnace

핵 종
방출을

(%)

Thermal
Gradient

Tube

Particle
Trapping

Unit

Iodine
Trapping

Unit

Tritium
Trapping

Unit

HEPA 
필터

핫셀 배기 

계통으로의

T 융본DF=10 DF=10 DF=100 DF=1000 DF=3000

H 100 - - - IO—3 - 10'3

He 100 - - - - - 1

Br 100 - - - - - 1

Kr 100 - - - - - 1

I 60 - - 10-2 - - 於 1(/3

Xe 100 - - - - - 1

Ru 2 10一1 - - - 3xi(r4 6x10-7

Cs 2 10-1 - - - 3x1(” 於 10사

Tc 20 - - - - 3x10'4 6x10-5

Cd - - - - - 3x10-4 -

Se 10 - - - - 3x10 니 3x10一5

Sb - - - - - 3x10'4 -

Rb 5 10'1 - - - 3xl0-4 1.於 IO—6

Te 10 - - - - 3x10 니 3x10—5

C 100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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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5 Release and trapping rates of the nuclide in the 
sintering furnace

핵 종
방출을

Cesium
Trapping 

Unit

Iodine
Trapping 

Unit

Thermal
Gradient

Tube
HEPA 
필터

핫셀배기 

계통으로의 

누출율DF=100 DF=100 DF=10 DF=3000

H - - - - - -

He - - - - - -

Br - - - - - -

Kr - - - - - -

I 40 - 10-2 - - 4x10-3

Xe - - - - - -

Ru - - - - 3x10-4 -

Cs 98 10-2 - 10나 3x1(” 2.94x10'7

Tc - - - - 3x10 니 -

Cd 75 - - - 3x1(戶 3x10-4

Se 90 - - - 3〉＜1(广1 2.7X10-4

Sb 60 - - - 3x10~4 1.8X10-4

Rb 95 - - 101 3x10 4 2.85x10-5

Te 90 - - - 3x1(” 2. 7X10 4

C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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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6 Release rate of the nuclides into the hot-cell exhaust 
system

핵 종
산화•환원로의

1— O
T 글'至■

소결로의
1一 乂 公
T 술본

핫셀배기계통 
으로의 

누출을 합계

H 10-3 - 10-3

He 1 - 1

Br 1 - 1

Kr 1 - 1

I 6x10-3 4x10 내

Xe 1 - 1

Ru 6x10 사 - 於 IO—7

Cs 6x10-7 2.94x10나 8.94X10'7

Tc 於 1(” - 6x10"5

Cd - 3xi (y4 3x10 4

Se 3x10-5 2. 7X10-4 3xi (y4

Sb - 1.8X10'4 1.8x104

Rb 1.5x1 O'6 2.8 於 10내 3x10~5

Te 3x10-5 2. 7x10-4 3x10'4

C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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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Radioactivity of the nuclides and their release amount 
into the hot-cell exhaust system

핵종

핵연료내 방사능(Ci/50-kg) 공정 

배기 체계통

T 술본

공정 

배기 체계통 

배출량 

(Ci/50kg)
방사화 

생성물
액 티나이드

핵분열 

생성물
합계

H-3 6.40E+00 1.36E+01 2.00E+01 1.00E-03 2.OOE-02

C-14 3.00E-02 6.15E-06 3.00E-02 1.00E+00 3.00E-02

Se-79 2.14E-02 2.14E-02 3.00E-04 6.41E-06

Kr-85 2.42E+02 2.42E+02 1.00E+00 2.42E+02

Rb-87 1.12E-06 1.12E-06 3.00E-05 3.35E-11

Tc-99 7.85E-06 6.90E-01 6.90E-01 6.00E-05 4.14E-05

Ru-106 3.23E+00 3.23E+00 6.00E-07 1.94E-06

Cd-113M 1.55E+00 1.55E+00 3.00E-04 4.65E-04

Te-125M 7.85E-04 6.40E+00 6.40E+00 3.00E-04 1.92E-03

Sb-125 3.21E-03 2.63E+01 2,63E+01 1.80E-04 4.73E-03

Sb-126 5.65E-03 5.65E-03 1.80E-04 1.02E-06

1-129 1.65E-03 1.65E-03 1.00E-02 1.65E-05

Cs-134 1.04E+02 1.04E+02 8.94E-07 9.30E-05

Cs-135 2.22E-02 2.22E-02 8. 94E-07 1.98E-08

Cs-137 4.00E+03 4.00E+03 8.94E-07 3.57E-03

합계 2.42E+02

(6) 환경으로의 방출량 결정

Table 3. 2. 7의 누출량은 각 공정의 배기체처 리장치를 통해 핫셀의 배 

기계통으로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며 이들 배기체는 다시 한번 핫셀 

- 109 -



의 배기체 처리계통을 거치면서 정화되어 환경으로 방출된다. 핫셀의 배 

기는 셀내의 1차필터 (PRE+HEPA)를 거처 핫셀 밖으로 배출되며 배출된 배 

기는 하나의 덕트로 모아진 후 2차필터 (HEPA+활성탄+HEPA) 를 거쳐 DUP 팬 

을 통하여 하나로 스택으로 배출된다. HEPA 필터는 0.3/zm 미립자에 대해 

최소 99.97%의 제거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활성탄 필터는 iodine에 대해 

제거효율이 최소 99. 75%이다.

하나로 스택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은 Table
3. 2. 7에서 계산된 핫셀 배기계통으로의 배출량에 핫셀배기계통에 의해 제 

거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핫셀의 배기계통을 통해 배출되는 배 

기는 3단의 HEPA 필터 및 1단의 활성탄 필터를 거쳐 배기되나 여기에서는 

보수적으로 1단의 HEPA 필터 및 1단의 활성탄 필터만을 고려한다. 위의 

가정에 따라 계산된 환경으로의 방출량은 Table 3.2.8 에 나타낸 바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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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8 Release amount into the environment

핵종
배기계통으로의 

방출량 (Ci)
HEPA 필터 

제거율

활성탄필터 

제거율

환경으로의 

방출량 (Ci)

H-3 2.00E-02 2.00E-02

C-14 3.00E-02 3.00E-02

Se-79 6.41E-06 3.00E-04 1.92E-09

Kr-85 2.42E+02 2.42E+02

Rb-87 3.35E-11 3.00E-04 1.00E-14

Tc-99 4.14E-05 3.00E-04 1.24E-08

Ru-106 1.94E-06 3.00E-04 5.81E-10

Cd-113M 4.65E-04 3.00E-04 1.40E-07

Te-125M 1.92E-03 3.00E-04 5.76E-07

Sb-125 4.73E-03 3.00E-04 1.42E-06

Sb-126 1.02E-06 3.00E-04 3.05E-10

1-129 1.65E-05 2. 50E-03 4.13E-08

Cs-134 9.30E-05 3.00E-04 2. 79E-08

Cs-135 1.98E-08 3.00E-04 5.95E-12

Cs-137 3.57E-03 3.00E-04 1.07E-06

합계 2.42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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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상운전 시 환경영향 평가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 중에 발생한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 

종은 핫셀 내의 공정 배기체 처리장치，핫셀 내 필터 및 배기팬실 필터를 

통해 하나로 굴뚝을 통하여 시설 외부로 방줄된다.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바람을 타고 환경으로 확산되고，일부는 확산되면서 지표면에 침적된다.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직접, 간접으로 방사선피폭을 야기한다. 

피폭경로는 대기로 방출된 방사능 운에 의한 직접피폭，방사능 운의 호흡 

에 의한 내부피폭, 방사성물질의 침적에 의해 오염된 농작물의 섭취를 통 

한 내부피폭 및 오염된 토양으로부터의 외부피폭 등이 있다.

(1)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공정배기체 처리장치 및 핫셀배기체 처리장치를 통과하여 대기로 방 

출된 기체상 방사성물질은 주변의 기상 및 지형조건 등에 따라 대기를 통 

하여 이동•확산된다. 연간 평균 대기확산인자(이하 "대기확산인자”)는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에 확산되는 정도를 나타내며，연간 평균 침적인자 

(이하 "침적인자”)는 대기 중 방사성물질이 중력 등에 의해 지표에 침적 

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평가는 미국 원자력규 

제위원회 (US NRC)의 규제지침(Regulatory Guide) 1.111에 제시된 모델에 

준한다.

본 시설에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하나로의 굴뚝을 통해 외부로 방출 

된다. 대기확산인자의 계산은 원자력 연구소의 하나로운영중 방사선환경영 

향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한다[3-2-4 〜3-2-7].

(가) 대기확산인자 평가

대기확산인자는 지표방출과 고도방출에 대해 다르게 평가한다. 지표 

방출의 경우 대기확산인자는 식 (3.1)과 (3.2)를 사용하여 계산한 값증 

큰 값을 그 지점에 대한 대기확산인자 값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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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2^2- RFU，松 S DP^x,k) DC八x) /,7(x，功

- [Ui( oz.2(%) + CDjnY]-1 (3.1)

듯 (x，松 = 2스21 RF{x, 切 S DP/x, 松 DC人x) /v-(%, 松I]

•[^3 (3.2)

여기서，

: 대기확산인자 (sec/irf)

x : 풍하거리 (m)
• . 3五 스 [ 그

I . '■方■근「石■급

i '■ 대기안정도 등급

k : 방향

U : 풍속등급의 증간값 (m/sec)
% : 수직확산계수 (m)
f : 발생빈도확률

RF : 공기의 재순환과 정체에 의한 보정계수

DP : 침적에 의한 감손계수

DC ■ 방사능 붕괴에 의한 감쇄계수

n : 방향 소구역수

C : 건물와류 상수 (0.5)
Dz : 건물높이 (m)

2-032 = 넓눚

방사능 붕괴에 의한 보정인자는 다음 식에 의해 평가된다.

DCi(x) exp 一0.693 다
T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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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i = X八86,400，U)

T : 핵종의 반감기 (d)
t : 플름의 이동시간 (d)

고도방출의 경우는 식 (4. 4)를 사용하여 대기확•산인자를 평가한다.

RF{x, 的 S DP#, 松 DCi(x) fa (%, k)

• exp —0.5
년y (3.4)

여기서,

he : 들륨의 유효높이 (m)

풍속의 측정고도와 방출높이가 다르면 식 (3. 5)에 의해 풍속이 보정된다.

여기서，

CR : 방출높이 에서 풍속을 평 가하기 위 한 보정인자

Hsl '■ 방출높이 (出)

Hpl-. 측정높이 (m)
EX : 상수로 대기가 불안정 또는 중립의 경우 0.25, 

안정상태의 경우 0.50

플륨의 유효높이는 다음 식으로 평가된다.

、= 及s + — '자 (3.6)

여기서，

K ■ 굴뚝의 높이 (m)
hpr '■ 플륨의 상승높이 (m)
ht : 지형의 높이 (m)

방출속도에 의한 플륨의 상승은 대기가 불안정 또는 중립일 경우 다 

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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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1.44 _x_
D

(3.7)

여기서，

찌

公

굴뚝에서 플륨의 방출속도 (m/sec)
굴뚝의 내부직경 (m)
굴뚝의 높이에서 평균 풍속 (m/sec)

굴뚝에서 플름의 방출속도가 풍속의 1.5 배 보다 작으면 플륨이 하강 

하게 되는데 이때 다음 보정치를 사용하여 보정한다.

1.5 — 쪄) (3.8)X
D

(3.9)

플륨의 상승고도는 식 (3.8)과 식 (3.9)를 비교하여 작은 값이 선택 

된다. 대기가 안정할 경우，플륨의 상승고도는 먼저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3.10)

‘ = 나 (수)

여기서,

(3.11)

a =
스 — T dz

Fm : 모멘텀 플럭스 (m4/sec2)
S : 대기의 단열운동에 대한 단위 수직변위당 복원가속도(sec-2) 
g : 중력가속도 (m/sec2)
T : 주변의 공기 온도 (K)

_좋: 온위의 수직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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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의 단열운동에 대한 단위 수직변위당 복원가속도 S는 대기안정도 

E, F, G에 대해 각각 8.7 x 10-4, 1.75 x 10-3, 2.45 x 10-3의 값을 갖는 

다. 대기가 안정할 경우 플륨의 상승고도는 식 (3.8)，(3.9)，(3.10),
(3.11) 중 가장 작은 값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어 계산에 사용된다.

(나) 지표 침적인자의 계산

방사성물질이 지표에 침적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침적인자는 건침적만 

이 고려된다.

RF{x, 松 化松
D/O(Z，分 = (2k/«) X------  (3.12)

여기서，

고/必X，功 : 침 적 인자 (m-2)
D : 상대 침적율 (m)

(다) 대기확산인자의 계산

본 평가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에 위치한 기상관측탑에서 측정 

한 연간 기상자료의 통계치 및 방사성물질의 방출특성자료를 사용하여 평 

가한 “대덕 원자력관련시설의 운영중 방사선 환경영향평가(2002년보)” 자 

료를 이용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기확산인자의 평가를 위해 미국 원 

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1.111 에 근거하여 개발된 전산프로그램 

X0QD0Q를 사용하였다. 하나로의 경우 방출유형특성상 고도방출에 해당하 

며，기상관측탑의 67 m 높이에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Table 3.2.9에 나타내었다. 부지경계에서의 대기확산인자는 남(이쪽 방향 

에서 최대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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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9 Atmospheric dispersion factor and deposition factor 
during a normal operation

방위
거리
(km) 지 역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X/Q 
(sec/rrf)

(x/Q)d
(sec/nf)

(x/Q广
(sec/nf)

D/Q 
(/nf)

S 0.8
부지 경계

（최대피 
폭

지3）
1.308x10니 1.278x10-4 1.186x1 O'4 6. 353x10-8

NE 1.2 송강동 1.438x10니 1.388x10-4 1.404X10-4 5. 037x10-8

SE 2.0 관평동 1.002x10-6 9. 605x10-7 9.835x10] 9. 78OX1O10

ENE 6 신탄진 4. 586x10'6 3.839X10-6 4.316x1 O'6 1.059x1 O'9

WSW 8 유성 
관광단지

1.068x10-7 8.434x10-7 7.496X10-7 2.234X1O'10

SSE 13 대전시 
중심가

4. 이於IO*7 2.828x10-7 2.972X10'7 1.533X1O-10

주） X/Q : 방사능붕괴 및 침적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확산인자

（x/Q）D : 방사능붕괴만을 고려한 대기확산인자

（X/Q）DD： 방사능붕괴 및 침적을 고려한 대기확산인자

D/Q : 침적인자

（2）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

최대피폭지점에서의 피폭경로별 피폭선량은 미 규제지침 1.109에 따 

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최대개인 피폭선량은 이들 모든 피폭 

경로에 대한 피폭선량의 합이다. 최대개인이란 부지주변 주민중 생활습 

관，음식물 섭취량, 주거지 등 여러 조건이 방사능 피폭을 가장 많이 받 

도록 가정된 가상개인（최대개인）을 말한다. 피폭선량계산은 미 규제지침 

서 1.109의 모델을 기준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전산화한 GASD0S 전산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개인의 소비량과 선량환산인자는 연령에 따라 변하는 값으로 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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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기 위하여 주민을 성인(17세 이상)，십대(17세 미만 11세 이상)，소 

아(11세 미만 1세 이상) 및 유아(1세 미만)로 구분하고，피폭을 받는 장 

기는 전신, 소화기관，뼈, 간, 신장，갑상선，폐 및 피부가 고려된다.

(가) 방사선피폭선량 평가방법

방사선피폭선량은 크게 외부피폭선량과 내부피폭선량으로 나누어 평 

가한다. 외부피폭선량은 불활성기체 구름에 잠김으로써 피폭되는 선량과 

방사성핵종이 침적된 땅으로부터 피폭되는 선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내부피폭선량은 호흡에 의한 피폭선량과 음식물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불활성기체에 의한 전신 및 피부 피폭선량

방사성 불활성기체 구름(uniform semi-infinite cloud)에 잠김으로써 

받는 전신피폭선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W = (3.13)I

여기서，

D: : 전신선량 (mrem/yr)

: 전신선량 환산인자 (mrem-nf/pCi-yr)

방사성 불활성기체 구름에 잠김으로써 받는 피부피폭선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公＞ SQ(l. 11 化SF+ (3.14)
I

여기서,

Dsa : 피부선량 (mrem/yr)

Cai '■ 방사성핵종 /의 공기중 농도 (pCi/i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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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단위환산인자 (mrem/mrad)

SF-- 주거용 건물 차폐인자

Drai : 감마선량 환산인자 (mrad-rrf/pCi-yr)

Dli : 피부에 대한 베타선량 환산인자 (mrem-irf/pCi-yr)

2) 방사성물질이 침적된 토양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

방사성물질이 침적된 토양에 의한 피폭선량은 전신 및 피부 피폭선량 

이 계산되며 기타 다른 내부 장기에 대한 피폭선량은 전신선량과 같다고 

가정하며 연령군에 대한 구별도 하지 않는다.

= 3.17x 10■8 SF SCSi Dg. (3.15)

여기서,

Z)음 : 외부 피폭선량 (mrem/yr)

3.17X10-8 : 단위환산인자(yr/sec)

SF : 주거용 건물 차폐인자

CSi ■■ 방사성핵종 /의 지표면농도 (PCi/m2/yr)

니 : 방사성핵종 /의 붕괴상수 (sec-1)

t : 토양에 방사성물질이 축적된 시간(시설수명의 1/2，sec)
: 선량환산인자 (mrem-irf/pCi-yr)

3) 호흡에 의한 피폭선량

호흡에 의해 흡입된 방사성핵종들은 폐에 피폭을 줄뿐만 아니라 다른 

내부 장기에도 전이되어 피폭을 주게 된다. 다만 불활성기체의 경우에는 

폐에 침적되지 않고 혈액에도 아주 작은 양만 흡수되므로 불활성기체의 

훕입에 의한 피폭은 폐에만 주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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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에 의한 피폭선량은 1년 흡입후 피폭자의 일생동안 받게 될 예탁 

선량(Committed Dose)으로 나타내며，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한다.

(3.16) 
I

여기서，

公^ : 연령군 a, 장기 /에 대한 호흡 피폭선량(mrem/yr)

B : 연간 호흡량(nf/yr)
: 방사성핵종 /의 공기중 농도 (PCi/nf)

: 연령군 a, 방사성핵종 i, 장기 /의 호흡선량 환산인자

(mrem/pCi)

4) 농축산물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본 계산에서는 1년간의 음식물 섭취에 의한 50년 선량예탁(50 year 
dose commitment)이 계산된다. 음식물 섭취피폭경로는 방사성물질에 오염 

된 농작물(곡식, 과일, 김장채소，엽채류)섭취 및 오염된 사료로 사육된 

축산물(우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섭취에 의한 피폭경로로 대별 

된다.

농축산물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aiti = Cit Uap Daitj (3.17)

여기서，

P : 피폭경로

R : 음식물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mrem/yr)
C : 음식물내 방사성핵종의 농도 (pCi八^ 또는 pCi/kg)
U : 음식물 섭취 량 (f/yr 또는 kg/yr)
D : 음식물 섭취에 의한 선량환산인자 (mrem/pCi-in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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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작물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방사성핵종이 농작물에 오염되는 경로는 방사성물질이 농작물 표면에 

침적되어 남아있는 경우와 뿌리를 통하여 오염된 토양내의 방사성물질을 

흡수하는 두가지 경로가 있다. 농작물의 표면에 직접 방사성물질이 침적 

되는 경우 농작물내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

C抑，= exp( —Xe!.7\)]exp(-X,.7\) (3.18)

여기서，

CSi: 방사성핵종 /의 지표면농도 (pCi/rf/yr)

r : 침적된 방사성물질이 농작물 표면에 붙어 있을 비율

Yv : 단위면적당 농산물 생산량 (kg wet weight/m2)

= \w+ X2- (sec —I)

Xw : 기상에 의한 농작물 표면 방사성물질의 제거상수

(sec-1)
: 방사성핵종의 물리적 붕괴상수(sec-1)

Te : 농작물의 생장기간 (sec)

Th : 농작물의 수확에서 소비까지의 시간 (sec)

뿌리를 통하여 오염된 토양내의 방사성물질을 흡수함으로써 생기는 농작 

물내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다음과 같다.

CiPr= 3，17Xiy Cg-—-[ 1 - exp(-Xexp(-X2TA) (3.19)

여기서，

C況 •. 방사성핵종 /의 지표면농도 (pCi/nf/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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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V '■ 생체농죽인자 (pCi/kg wet weight/pCi/kg soil)

p : 유효 토양 표면밀도 (뿌리깊이, kg soil/m2)
、: 방사성핵종의 물리적 붕괴상수

Tb : 토양에 방사성물질이 축적된 총기간

Th : 농작물의 수확에서 소비까지의 시간 (sec)

그러므로 농작물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은 농작물의 표면에 직접 방사 

성물질이 침적되는 경우와 뿌리를 통하여 오염된 토양내의 방사성물질을 

흡수함으로써 생기는 농작물내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합하여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apj= CiPL + CiP^)Fp UaP DaiPj (3.20)
I

여기서，

Fp : 연간 섭취하는 농작물중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비율

그러나 이 식은 H-3를 제외한 모든 핵종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H-3에 대하여는 대기내 수분중의 H-3 농도의 절반이 식물체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농작물내 H-3의 농도를 계 

산하여야 한다.

CtP= Cta (0.75)(0.5/必) (3.21)

여기서，

Ctp-- 식물체내 H-3 농도 (pCi/kg)

Cta : 공기중 H-3 농도 (pCi/nf)

0.75: 총 식물체 무게중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

0.5 : 공기중 수분내 H-3의 농도와 식물체내 수분중의H-3 농도비 

H : 공기의 절대습도 (kg/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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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H-3에 의해 오염된 농작물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은 다음과 같 

다.

CfaP (0.75X0.5/B) FPUaPDaHPj (3.22)

여기서

RaHPj' 작물의 H-3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mrem/yr)

FP : 간접 섭취하는 농작물중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비율

UaP ■ 연령군 公，피폭경로 /백 사용인자 (f/yr, kg/yr, hr/yr)

: H-3의 선량환산인자

나) 축산물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축산물에는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가축이 먹는 사료 내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농작물의 섭취에 의한 피 

폭선량계산에서 구한 농작물 내 방사성물질의 농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계산에서는 가축 중에서 소는 목초지에서 목초를 먹거나 저장된 

사료를 먹는다고 가정하고 돼지, 담은 곡식을 먹고 자란다고 가정한다. 

쇠고기，우유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pCi//，pCi/kg)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Cip— F iPQ p[ C^pfpfp + C^fp (1 —•y^>) + (1 ~/p))exp(l -

xexp(-XzTA) (3.23)

여기서,

FiP: 방사성핵종의 사료로부터 축산물로의 전이계수 (day/kg,

d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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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 : 가축의 일일 섭취량 (kg/day)

C8ip- 목초(사료)내 방사성핵종농도 (pCi/kg)

fP : 가축이 목초지에서 생활하는 연분을

fP : 일일 섭취량중 가축이 목초지에 있을 때 섭취하는 비율

CSlP- 저장 사료내 방사성핵종의 농도 (pCi/kg)

: 방사성핵종의 물리적 붕괴상수

Ts : 저장사료 보관 기간 (sec)

Th :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기간 (sec)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하여는 사람이 먹는 곡물을 먹고 자란다고 가 

정하여 돼지고기，닭고기 내 방사성핵종의 농도(PCi/kg)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CiP= F1PQPCiPrex.p(、시、Ts) exp(1 — 人2TJ

(3.24)
여기서，

Ts ■ 곡물의 수확에서 소비되기까지의 기간(sec)

축산물 내 H-3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은 농작물의 섭취에 의한 피폭 

선량계산에서 셜명한 농작물 내 H-3의 방사성핵종 농도를 적용하여 계산 

하며 방사성붕괴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가축사료는 전부 H-3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가정하면 축산물 내 H-3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HPj = HpQp^ta (0.75)(0.5/H) UapDaHPj (3. 25)

여기서，

RaHPj - 축산물 내 H-3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mrem/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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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폭선량의 게산

주민피폭선량의 계산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1.111 에 

근거하여 개발된 전산프로그램 GASPAR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 • 보완한 GASDOS를 사용하였다. 최근 과기부 

고시에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신된고(ICRP 60)를 법제화하면서 

신편고의 평가체제를 반영한 선량환산인자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신권고에 따른 선량환산인자를 적용하기 위해 

GASDOS 전산프로그램을 수정 •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GASDOS 전산프 

로그램에서는 곡류의 경우 농작물 표면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은 무시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치 못한 가정이므로 본 계산에서는 이에 대 

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였다.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여러 화학적 형태로 피폭을 줄 수 있 

는데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서는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화학적 형태의 선량환산인자를 적용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들 원자력기구에서는 음식물 섭취에 의한 선량환 

산인자는 예탁실효선량과 23개의 장기 등가선량에 대해，그리고 호흡에 

의한 선량환산인자는 예탁실효선량과 26개의 장기 등가선량에 대해 선량 

환산인자 값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로를 통해 방출되는 주요 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유효선량과 상대적으로 선량환산인자가 높은 중요 장기에 대한 등가선량 

만 고려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방사능 운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 실효 

선량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본안전기준(IAEA safety series 115)에 제시 

된 선량환산인자를, 공기 중 흡수선량과 피부선량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 

회의 규제지침 1.109에 제시된 값을 적용하였다.

지표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에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1.109에 제시된 선량환산인자 값을 적용하였다. 

국제방사성방호위원회와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6 개의 연령군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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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본 평가에서는 성인에 대한 피폭선량만을 평가하였다.

(다) 계산결과

GASDOS를 이용하여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에서 하나로 스택 

을 통해 환경으로 방줄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부지 주변의 개인최대피폭선 

량 및 규제기준치와의 비교는 각각 Table 3.2.10 및 Table 3.2.11에 나타 

낸 바와 같다. Table 3.2.11에서 알 수 있듯이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 

조시험으로 인한 정상운전시의 일반주민에 대한 피폭선량은 법규상의 기 

준치 및 조사재시험시설의 설계 기준치를 모두 만족한다[3-2-8, 3-2-9].

Table 3.2.10 Maximum individual dose during a normal operation

1  
연
 령
 군

ttL幻: e
부지경계에서의 개인선량 (mSv/yr)

고1 체hr
유효 소화기 뼈 간 콩팥 갑상선 폐 피부

성

인

외부피폭 2.09E-04 2.09E-04 2.09E-04 2.09E-04 2.09E-04 2.09E-04 3.96E-04 1.36E-02

내부피폭 8.87E-04 9.16E-04 8.72E-04 8.71E-04 8.72E-04 8.73E-04 8.71E-04 8.87E-04

합 계 1.10E-03 1.13E-03 1.08E-03 1.08E-03 1.08E-03 1.08E-03 1.27E-03 1.45E-02

십 
대

외부피폭 2.09E-04 2.09E-04 2.09E-04 2.09E-04 2.09E-04 2.09E-04 3.96E-04 1.36E-02

내부피폭 9.88E-04 1.02E-03 9.70E-04 9.70E-04 9.70E-04 9.73E-04 9.70E-04 9.88E-04

합 계 1.20E-03 1.23E-03 1.18E-03 1.18E-03 1.18E-03 1.18E-03 1.37E-03 1.46E-02

소

아

외부피폭 2.09E-04 2.09E-04 2.09E-04 2.09E-04 2.09E-04 2.09E-04 3.96E-04 1.36E-02

내부피폭 1.09E-03 1.19E-03 1.05E-03 1.05E-03 1.05E-03 1.06E-03 1.05E-03 1.09E-03

합 계 1.30E-03 1.40E-03 1.27E-03 1.26E-03 1.26E-03 1.26E-03 1.45E-03 1.47E-02

유

아

외부피폭 2.09E-04 2.09E-04 2.09E-04 2.09E-04 2.09E-04 2.09E-04 3.96E-04 1.36E-02

내부피폭 1.08E-03 1.24E-03 1.00E-03 1.00E-03 1.01E-03 1.01E-03 1.00E-03 1.08E-03

합 계 1.29E-03 1.45E-03 1.22E-03 1.21E-03 1.22E-03 1.22E-03 1.40E-03 1.47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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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1 Comparison of dose

피폭 구분 단위 기준치 DFDF % 비고

감마선에 의한 공기흡수선량 mGy 1.00E-01 1.73E-04 0.2

베타선에 의한 공기흡수선량 mGy 2.00E-01 1.96E-02 9.8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mSv 5.00E-02 2.09E-04 0.0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등가선량 mSv 1.5E-01 1.36E-02 9.1

인체장기 등가선량(내부피폭) mSv 1.5E-01 1.24E-03 0.8
소화기，

유아

마. 사고시 환경영향 평가

DFDF 시설에서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을 수행할 때 발생 가 

능한 사고를 도줄하기 위해서 유사한 시설에 대해 분석된 사고의 종류를 

참고하였다. DFDF 시설은 일반적인 핵연료 제조공정을 포함할 뿐만 아니 

라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므로 일반적인 핫셀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취급 

시설의 사고분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재시 

험시설(IMEF)，핵연료가공공장, 일반적인 핫셀시설 및 DFDF 공정특성에 

따라서 수행되었던 사고해석에 대해 검토하여 DFDF 시설의 사고해석을 수 

행하였다.

(1) 유사시설 사고해석 검토

(가)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사고해석

조사재시 험시 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에서 해석된 사고의 종류는 다음 

과 같다.

• 배기덕트 파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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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팬실 화재

• 핫셀내 화재

• 핵연료 추락사고

• 핵분열가스 포집중의 사고

사고해석내용을 검토한 결과 핫셀 내 화재를 제외하고는 DFDF 시설에 

서의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공정의 도입으로 인해 사고해석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핫셀 내 화재의 경우에는 취급 

물질의 변화로 인해 방사선원이 달라지므로 사고해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핫셀 내 화재는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나) 핵연료 가공공장

최근에 건설한 한전원전연료(KNFC)의 원전연료가공공장의 안전성분석 

보고서에서 해석된 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핵임계사고

•폭발 및 화재의 동시사고

•배기필터 화재사고

DFDF 시설에서의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공정은 원전연료 가 

공공장과는 달리 소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한다. 가상사고 조건 중에 

핵물질이 판형으로 쌓일 경우 최적의 수분조건에서 핵임계의 발생가능성 

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배기필터 화재사고는 IMEF의 사고해석 

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DFDF 시설에서의 건식공정 산화물핵 

연료 제조시험공정에서는 분진 및 수소가스를 취급하므로 폭발 및 화재에 

대한 해석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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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인 핫셀시설

DFDF 시설에서의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공정은 사용후핵연 

료를 취급하므로 고방사능 차폐시설인 핫셀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핫셀시설에 대한 사고해석도 참고한다. 하나로의 부속설비인 핫 

셀설비에 대해 해석된 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핫셀 내 화재

•배기필터 화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핫셀내 화재는 다시 분석되어야 하나 배기 

필터의 화재는 IMEF의 사고해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다시 

해석할 필요는 없다.

（2） DFDF 대상사고의 선정

DFDF 시설은 일반적인 핫셀설비，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 및 원전연료 

가공공장과는 달리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핵연료 원격제조시험시 

설로 공정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사고가 해석되어야 한다.

• 배기체 처리장치의 고장

•분진폭발

• 수소폭발

• 붕괴열에 의한 위험성

• 핫셀 내 화재

（가） 배기체 처리장치의 고장

조사재시험시설의 주배기계통에는 배기설비로부터 하나로 굴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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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하는 배기중의 오염준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duct monitor가 

설치되어 있어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이 일정준위 이상시 경보를 발하고 배 

기펜의 운전을 정지시키므로 배기체 처리장치의 고장 시에도 처리되지 않 

은 배기가 환경으로 직접 방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배기체 

처리장치의 고장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은 정상운전시의 피폭의 범위를 넘 

어서지 않는다.

(나) 분진폭발

분체를 다루는 일반적인 공정에서 분진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 가지 조건이 동시에 형성될 때 가능하다. 첫째로 분진운이 형성되 

어 있고 둘째로 이 분진 운과 함께 산화제 즉 공기나 산소와 같은 가연성 

가스가 분진-가연성가스의 혼합가스 운을 형성하고 이와 함께 불씨를 제 

공하는 발화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 조건이 모두 동시에 이루어 질 

때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 및 설비에 있어서 분진 폭발과 관련 

된 영향인자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크게 분진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 

서 요구되는 요소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핵연료공정이 진행되는 시설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은 

크게 PIEF 9405 핫셀과 IMEF M6 핫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PIEF 9405 핫셀에서는 절단공정이 진행된다. 길이가 약 4 m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봉을 약 25 cm 길이로 저속 다이아몬드 절단기를 이 

용하여 절단한다. 절단시 분진의 비산방지를 위한 별도의 장치 부착과 냉 

각유를 사용함으로써 분진 운이 형성될 수 없다. 따라서 PIEF에서 분진폭 

발의 위험성은 없다.

M6 핫셀에서의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은 탈피복 

(decladding), 분말준비 (powder preparation), 소결체 제조

(pelletizing/sintering), 핵연료봉 제조(fuel rod manufacturing), 핵연 

료다발 조립(bundle assembl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공정중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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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형성의 가능성이 있는 공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핵연료 다발 조립 단겨1: 용접공정

• 탈피복 단계 : slitting

•분말준비 단계 : 산화/환원공정, sieving, milling

• 소결체 제조 단계 : 소결공정, 연삭공정

• 핵연료봉 제조 단계 : 용접공정

각 단계의 공정중 사용장비들과 환경조건을 분석하고 폭발 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탈피복 단계에서는 slitting 작업의 수행을 위해 slitting machine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장비는 절단된 핵연료봉을 피복하기위해 내부에서 절 

단된 핵연료봉의 축방향을 따라 cutter가 절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복과정에서 핵연료봉 속에 있는 핵연료가 봉 속으로부터 나오게 되나 

분체형태로서 나오기보다 덩어리형태로 나오게 되고 절단과정 중에서 미 

량의 분체형태가 나올 수도 있으나 그 양이 분진폭발의 상한 농도범위에 

속하지 못하므로 분진폭발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분말준비단계에서는 slitting된 연료봉을 산화/환원로에서 450 °C로 

가열산화로 부피팽창시켜 핵연료와 피복관을 분리하고 이를 sieving하여 

분리하고 산화에 의해 탈피복된 분말은 질소 또는 수소와 아르곤 가스의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600 〜 700 °C에서 환원시키고 분말의 소결성 향상 

과 적절한 화학성분 조절을 위하여 천연 이산화우라늄을 혼합하여 

milling 공정을 수행한다. 이때 사용되는 장비로는 OREOX furnace와 

powder mi 11을 사용한다. 산화/환원로 내부의 온도는 고온이고 산화과정 

중에는 공기를 사용하므로 발화원과 산화제는 존재하나 핵연료는 노 내에 

서 산화/환원을 거치는 동안 분말덩어리로 응결되어 분진 운이 형성되지 

못하므로 그 폭발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m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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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으로 attritor milling 장비가 사용되는데 분말물질은 밀폐된 밀 

링통 내에 주입되고 milling 무에 배줄됨으로써 장비 내에서 분진 운 령 

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분 

진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Milling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분말은 미세하며 유동성이 나쁘며 공 

기 중에 부유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동성 개선과 방사능 오염확산방지를 

위해 과립(granule) 형태로 만든다. 이를 위해 분말을 slug 형태로 제조 

하는 예비압분(precompaction) 공정과 예비압분턴 slug를 일정한 크기로 

과립화 (granulation) 하는 공정이 수행된다. 이 공정을 위해 roll 
compactor를 사용한다. 이 장비는 설계요건으로서 분말장전 및 배출시 분 

말이 누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계되었고 milling 공정에서 나온 

미세분말을 직접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분말이 분진운을 형성할 수 없는 

조건이라 폭발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체 제조단계에서는 윤활제가 첨가된 과립분말을 성형다이에 넣고 

일정압력을 가함으로써 압분체를 만들게 된다. 이를 위해 compaction 
press를 사용한다. 이렇게 제조된 압분체를 환원분위기, 1,700 °C 이상의 

고온에서 소결체로 만들기 위해 고온 소결로(sintering furnace)를 사용 

한다. 이때 소결로에 주입되는 분말은 압분체이므로 분진운을 형성하지 

못하며 따라서 분진폭발의 우려는 없다.

제조된 소결체를 균일한 치수로 만들기 위해 연마작업이 필요한데 이 

를 위해 무심연삭기(centerless grinder)를 사용한다. 연마공정 중에는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발생분진이 일정 농도의 분진운을 형성하기 

어렵고 또한 이 장비에는 연마중 발생하는 분진을 처리하는 dust 
col lector를 장착하였기 때문에 분진 발생에 따른 위 험요소는 없다고 판 

단된다.

다음으로 핵연료봉 제조단계와 핵연료 다발조립단계에 용접작업이 속 

해있으나 이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소결체를 피복관에 장전하고 양단 

을 용접하거나 다발의 접합부위를 용접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분진 폭발과 

는 관련이 없으나 용접작업이 같은 IMEF M6 핫셀에서 진행되므로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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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운 형성 등과 같은 다른 분진 폭발조건이 있을 때 점화원으로서의 작 

용만 유의한다면 분진폭발 위험은 없＞다.

따라서 검토결과 몇몇 작업이 분진 폭발의 조건 중 한 가지 정도를 

만족시킬 수도 있지만 분진폭발은 최소한 3 가지 조건 즉 일정농도의 분 

진운 형성과 산화제 존재 그리고 점화원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나 이런 

경우는 없으므로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에 있어서 분진폭발 위 

험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수소 폭발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중 수소를 이용하여 분말을 얻기 위 

해 산화/환원로를 운전하고, 소결체를 만들기 위한 소결로에서 수소를 이 

용한 환원반응을 진행시킨다. 산화환원로와 소결로는 4 % 수소와 96 % 아 

르곤 가스의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각각 약 600 °C - 700 °C 또는 1,700 
°C 에서 산화/환원과 소결을 실시한다. 산화/환원로와 소결로는 전기 

heater로 가열한다.

수소는 일반적으로 공기，산소, 할로겐, 질소화물 등의 지연성 가스 

와는 연소반응을 일으키고 적당한 농도, 온도, 압력의 조건에서는 폭발적 

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들은 상온에서 에너지를 주어 일으키게 되나 

불소 등과는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그 외의 비 

금속원소와는 적당한 촉매나 고온에서 반응하여 공유결합성의 수소화물을 

형성한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에서 수소는 공기와 차단시켜 발화원 

이 있어도 인화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저장，수송 및 운전되고 있 

다. 그러나 수소가 누출되면 누설 등에 의해 공기중에 방출되면 공기와 

혼합되어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소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장，수송 및 운 

전중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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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 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고

• 가능한한 사용량을 제한하고

• 점화원으로부터 격리하고

• 점화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공기 즉, 산소를 배제시키고

• 누출감지와 이의 조절을 원활히 한다

수소누출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동 

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누출된 수소가 지연성가스와 혼합되어 가연성 혼합가스를 형성하는 

경우

• 일정 수소의 농도가 유지되는 경우

• 점화원이 존재하는 경우

따라서 수소가스의 사용 및 누출로 인한 폭발가능성 검토하기 위해 

위의 3가지 요인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조건들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 

이 있는 지를 검토한다.

1) 점화원

앞서 분진폭발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DFDF 시설에서의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공정 중에는 다음과 같은 점화원이 존재한다. 고온 

의 산화/환원로, 소결로，연마기, 압축기, 절단기 등의 장비들과 많은 모 

터사용과 전기장비를 사용함에 따른 스파크 및 정전기 발생요소가 있다. 

특별히 수소가스는 매우 낮은 점화에너지에서도 발화가능성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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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작은 점화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2) 수소 농도 및 압력，온도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 중 산화/환원 공정중에 수소를 사용 

하여 우라늄을 포함한 분말을 환원시키는 과정으로 이때 환원가스로 수소 

를 사용하며 비활성가스인 96 %의 아르곤 가스와 4 %의 수소가스를 사용 

한다. 그러므로 수소농도는 수치만으로는 연소가능성 농도에 가까우나 산 

소나 공기와 같은 지연성가스와의 혼합가스 중 차지하는 수소농도의 경우 

가 아니라 비활성가스인 아르곤 가스와의 혼합가스이므로 산화/환원로 또 

는 소결로 내에서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3) 지연성 가스와 혼합하여 혼합가스 형성

수소를 사용하는 공정은 분말제조 과정의 산화/환원로에서와 소결체 

를 만드는 소결로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장비에서는 지연성가 

스가 아니라 불활성가스인 아르곤을 사용하므로 수소폭발위험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장비 또는 작업도중 발생할지 모를 누출 등에 의해서 핫셀 

내에 수소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 그러나 핫셀 내에는 배기계통이 항상 

운전 중이므로 누출된 수소가스가 핫셀 내에서 축적되지 않고 배기계통을 

통해 바로 배기된다. 단지 배기구가 핫셀 바닥부위에 있음으로 해서 핫셀 

상단부분에 수소가스가 축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므로 수 

소감지기를 설치하여 수소가스의 누출시 즉시 이를 감지, 폭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핫셀 내에서는 누출된 수소가스로 인한 폭발의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 및 장비들의 수소 폭발 

가능성을 검토해본 결과 수소 폭발의 기본요건 즉, 점화원, 혼합가스 형 

성 및 폭발농도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소가스 

폭발에 의한 사고는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소가스 폭발 및 화재의 동 

시발생 사고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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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

DFDF 시설에서의 화재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DFDF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방사선 위험이 가장 커지게 

될 가능성은 화재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누출이다. DFDF 시설에서 취급되 

는 핵연료는 자체로서는 인화성 및 발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융점도 상당 

히 높고，시설 내부에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진화할 수 있는 화재방 

호설비（halon 소화설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DFDF 핫셀 내에 

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화재로 인해 핵연료 파손 

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누출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DFDF 시설에서의 화재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본 평가에서는 화재 

로 인한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해 보수적인 가정을 통해 화재사고시의 

누출방사능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 피폭선량을 평가한다. 화재는 

크게 핫셀내 화재 및 배기팬실 화재로 나누어 평가한다,

1） 핫셀 내 화재

핫셀 내에는 기본적으로 산화 • 환원로 및 소결로에서 사용되는 수소 

가스 외에는 가연성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핫셀에서 화재 발생시에도 

확산가능성이 없어 국부적인 화재에 그치며, 가능성은 적지만 화재가 발 

생했을 경우에도 핫셀 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halon 소화설비에 의해 

즉시 진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본 평가에서는 화재 

로 인한 잠재적인 방사선피폭을 평가하기 위해 핫셀 내의 화재로 인해 핫 

셀 내의 배기필터가 연소하여 배기필터에 축적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에 대해 평가하였다.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 

다.

•핫셀 내 화재로 인해 핫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필터는 영향을 받지 

만 배기팬실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필터의 성능은 영향을 받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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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셀 내의 배기필터에는 최대 50 kg분의 핵연료를 취급할 때 발생 

하는 방사성물질이 최대로 죽적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수적 

인 평가를 위해 운전기간에 따른 방사성핵종의 붕괴는 고려하지 않 

는다.

• 핫셀 내 화재시에도 핫셀의 기밀성은 유지되므로 방출된 원소는 핫 

셀배기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한다. 설령 핫셀 외부로 누출되더 

라도 핫셀의 운전구역 및 서비스 구역의 대기는 건물의 배기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한다. 핫셜 내 화재시에도 핫셀의 배기는 다른 

핫셀의 배기와 합쳐져 냉각되므로 배기팬실의 핫셀 배기필터 또는 

건물의 배기필터는 손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출된 원소는 대부분 

이 HEPA 필터에 의해 제거되며 극히 일부분만이 하나로의 스택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된다. 핫셀 배기계통에는 활성탄 필터가 설치되 

어 있으나 사고시에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불 

활성 기체는 공정운전시 모두 방출하여 핫셀 내에는 잔류하지 않으 

나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사고시 핫셀 내에서 취급된 핵연료에 포 

함된 모든 불활성 기체가 방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사고시 방사성물질은 2시간 이내에 전량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한 

다.

위와 같은 가정 하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은 Table 3.2.12에 나 

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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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2 Release radionuclides during an in-cell fire

핵종

사고시 

부유선원
(Ci)

HEPA 여과기
방출선원

(Ci)DF=1000

H-3 2.00E-02 1.000E+00 2.00E-02
C-14 3.00E-02 1.000E+00 3.00E-02
Se-79 6.41E-06 3.000E-04 1.92E-09
Kr-85 2.42E+02 1.000E+00 2.42E+02
Tc-99 4.14E-05 3.000E-04 1.25E-08
Ru-106 1.94E-06 3.000E-04 5.82E-10
Cd-113M 4.65E-04 3.00犯-04 1.40E-07
Te-125M 1.92E-03 3.000E-04 5.76E-07
Sb-125 4.73E-03 3.000E-04 1.42E-06
Sb-126 1.02E-06 3.000E-04 3.06E-10
1-129 1.65E-05 1.000E+00 1.65E-05
Cs-134 9.30E-05 3.00犯-04 2.79E-08
Cs-135 1.98E-08 3.000E-04 5.94E-12
Cs-137 3.57E-03 3.00犯-04 1.07E-06

Total 2.42E+02 2.42E+02

2) 배기팬실 화재

배기팬실의 화재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터에 

축적된 최대 방사능량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핫셀내의 배기체처리장치 

및 HEPA 필터에 의해 운전중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대부분 제거되어 배기 

펜실의 배기필터에 축적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의 양은 무시할만한 수준이 

다. 따라서 배기팬실의 화재에 의한 방사능 피폭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다.

(3) 단기 대기확산인자

사고시 의 방사선 안전성을 평 가하기 위 한 단기 대기 확산인자는 부지 에 

서 측정된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미국 NRC 규제지침 1.145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본 분석에서는 사고의 특성상 2시간 이내에 모든 방사선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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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한다는 가정 하에 제한구역경계에서의 2시간 이내의 단기대기확산인 

자를 사용한다. 또한 사고시 방사성물질은 하나로 굴뚝을 통해 방출하므 

로 고도방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계산하는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년간 측정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nonfumigation 조건하에서의 

고도방출에 대한 x/Q를 부지제한구역의 거리에 해당하는 모든 16개 풍향 

소구역에 대해 계산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1---- . exT)『 _ —1
幻 미Ao凡 6XPL 2o/ J

여기서，

Uh : 방출높이에서의 풍속 (m/sec) 
he : 유효굴뚝높이 (m)

수평, 수직방향의 확산계수 (m)

(3.26)

각 소구역에 대해 각각의 풍속 및 대기안정도에 따라 계산된 X/Q를 큰 값 

부터 작은 값까지 순차적으로 분표시켜 누적확률분포를 유도한다. 이 분 

표에서 가장 작은 x/Q에 해당하는 누적확률분포값이 해당 소구역의 풍향 

분표값이 된다. 각각의 16개 소구역에서, 그 소구역 총 자료의 0.5 %를 

초과하는 x/Q 값이 그 소구역 X/Q 값이 되며 16개의 최대소구역 x/Q 값 

중 최대의 값이 최대소구역 X/Q 값으로 결정한다.

같은 방법으로，풍향에 관계없이 모든 x/Q 값을 모든 방향에 대해 누 

적확률분표를 유도한다. 이 분포에서 총 시간의 5.0 %를 초과하는 값이 

5% 부지 x/Q 값으로 결정한다.

또한 본 부지가 내륙에 위치하므로 fumigation 조건하에서의 모든 16 
개 풍향소구역에 대해 계산한다.

= _______ 1_______
幻 (2itYl2Uh<Jyhe

여기서，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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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t :깊이가 h。인 층에서의 대표적 인 풍속 (m/seC)

oy :수평방향의 확산계수 (m)

Fumigation 조건하에서의 \/Q 값이 nonfumigation 조건하에서의 乂/Q 

보다 큰 경우에 사고 발생후 30분 이내의 각 풍향소구역에 대한 x/Q 값은 

fumigation 조건하에서의 x/Q 값을 적용한다.

사고시 2시간 이내에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민의 피폭선량의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X/Q 값은 위에서 구한 최대소구역 X/Q 값과 於 부 

지 X/Q 값중에서 큰 값을 적용한다. 2시간 이후의 대기확산인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 1.111 에 따라 계산된 장기 대기확산인자 값과 

2시간 대기확산인자 값을 내삽하여 계산한다.

본 평가에서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 1.145에 따라 개발된 

PAVAN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기 대기 확산인자를 계산하였으며 방출지 

점주위의 지형효과를 고려하였다. 기상자료는 2002년 1년간 하나로 기상 

대에서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방향별 최대의 X/Q 값을 갖는 거리에 대 

한 대기확산인자 값을 각각 nonfumigation 조건하에서의 소구역별 대기확 

산인자 ((X/Q)99.5), fumigation 조건에서의 소구역별 대기확산인자((X 
/Q)f) 및 모든 방향에 대한 대기확산인자((X/Q)95)에 대해 Table 3.2.13 
에 나타내었다.

Table 3.2.1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nonfumigation 조건하에서의 소구 

역별 대기확산인자 값이 fumigation 조건하에서의 소구역별 대기확산인자 

값이나 모든 방향에 대한 대기확산인자 값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0〜2시간 사이의 대기확산인자 값은 소구역별 대기확산인자 값중 

최대값을 갖는 W 방향 400 m 지점에서의 값인 1.38xl(y2을 사용한다.

(4) 사고 시의 피폭선량 계산 방법

본 항에서는 사고 시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부지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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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인)이 받는 피폭선량을 계산하는 모델을 기술한다. 소외 개인의 

피폭선량은 외부 및 호흡 피폭선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Table 3.2.13 Atmospheric dispersion factor under the accident 
condition(단위 : sec/nf)

방 향 거 리 (m) (X/Q)99.5 (X'Q)f (X/Q)95

S 700 7.56x10—3 5.60X104

SSW 800 3.17x1(厂4 1.83X104

SW 1000 1.03x10내 2.70x10—4

WSW 700 6. 30x10—3 5. 60x1(”

W 400 1.38x10내 1.43X10'3

WNW 400 8. 67x10-3 1.43x10—3

NW 700 2.27x103 5. 60〉＜10-4

NNW 600 4.5於10내

5,47x1(厂3

7. 24x10-4
5.01X103

N 700 5.60x1(”

NNE 700 6.34x10내 5. 60X10-4

NE 900 2. 78X10-3 3. 68x1(”

ENE 800 2. 92x10-4 1.74x1(”

E 300 8. 59x10내 2.37X10-4

ESE 300 6.13X10-5 2.24X10-4

SE 300 7.84x1(” 2. 30X10 4

SSE 800 1.53X10-3 3. 88X1C卜

외부선량은 불활성기체에 대해서만 고려하며 피폭받는 개인이 지표면 

위에 무한하게 퍼져있는 방사선원의 중심에 있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다. 

즉, 무한 반구형의 방사성운(semi-infinite hemi-spherical cloud)의 농 

도는 일정하며，선량을 계산하는 지점에서의 방사능 농도는 방사능 확산 

중심선상의 최대 지표면 농도로 가정한다. 주어진 기간동안 감마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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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 실효선량은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Dwb = IO12 x x/Q x3.17xlO-8 ^DCFwbi x 幻) (3.28)
l

여기서，

Dwb : 사고기간동안 불활성기체로부터 소외개인이 받는 실효 선량 

(mrem)
1012 ： 환산인자 (pCi/Ci)
X/Q: 주어진 계산기간 동안의 대기확산인자(sec/nf)
3.17x10내 : 환산인자 (yr/sec)
DCFwbi : 방사성핵종 /에 대한 실효선량환산계수 (mrem-rtf 
/pCi-yr)
Qi : 사고기간 동안의 환경으로의 방출 방사능량 (Ci)

방사성운내에서의 호흡시 흡입된 핵종으로부터 받게되는 개인 피폭선 

량은 예탁실효선량 및 갑상선피폭선량에 대해 계산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th = 1012 x x/Q x B x 玄(、DCFm x 幻,) (3.29)
I

여기서，

Dth : 예탁실효 또는 갑상선 피폭선량 (mrem)

1012 : 환산인자 (pCi/Ci)
X/Q: 주어진 계산기간 동안의 대기확산인자 (sec/irf)
B : 피폭중 호흡율 (rf/sec)
DCFthi- 방사성 핵종 /에 대한 예탁실효 또는 갑상선 선량 환산계수 

(mrem/pCi-inhaled)
Qi : 사고기간 동안의 환경으로의 방출 방사능량 (Ci)

사고후 소외 개인들의 시간에 따른 호흡률은 Table 3.2.14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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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4 Respiration rate after accident

사고후 경과시간 호듭률 ( nf/sec)

0 〜 8 hrs 3.47 父 10-4

8 〜 24 hrs 1.75 x 104

1 〜 30 days 2.32 x 10-4

(5) 사고해석 결과

사고에 의한 영향을 평가한 결과 핫셀내 화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핫셀내 화재에 따른 최대개인 외부피폭선량과 내부 

피폭선량은 각각 Table 3.2.15 및 3.2.16에 나타나 있다. 사고해석 결과 

는 법규상의 기준치 및 조사재시험시설의 설계 기준치(법규의 1/100) 모 

두를 만족한다.

Table 3.2.15 External dose due to radioactive materials during an 
in-cell fire

핵종
방출선원 

(Ci)
외부피폭 환산인자 

(mSv/sec PER pCi/nf)
유효선량

(mSv)

Kr-85 2.42E+02 4.403E-15 1.47E-02

Total 2.42E+02 1.47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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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2.16 Internal dose due to radioactive materials during an 
in-cell fire

핵 종
방출선원

(Ci)

유효선량 
환산인자 
(mSv/pCi- 
inhaled)

갑상선 
등가선량 

환산인자 
(mSv/pCi- 
inhaled)

유효선량
(mSv)

갑상선 

장기등가선량 
(mSv)

H-3 2.00E-02 6.660E-10 6.660E-10 6.38E-05 6.38E-05

C-14 3.00E-02 2.290E-10 2.290E-10 3.29E-05 3.29E-05

Se-79 1.92E-09 4.070E-08 1.41犯-08 3.75E-10 1.30E-10

Tc-99 1.24E-08 1.480E-07 8.880E-09 8.80E-09 5.28E-10

Ru-106 5.82E-10 1.040E-06 9.990E-08 2.90E-09 2.78E-10

Cd-113M 1.40E-07 4. 970E-08 3.32E-08

Te-125M 5.76E-07 5.840E-10 1.310E-09 1.61E-09 3. 61E-09

Sb-125 1.42E-06 1.780E-07 2.040E-08 1.21E-06 1.39E-07

Sb-126 3.06E-10 1.040E-07 1.330E-08 1.52E-10 1.95E-11

1-129 1.65E-05 3.550E-06 7.030E-05 2.80E-04 5.55E-03

Cs-134 2.79E-08 2.440E-07 2.330E-07 3.26E-08 3.11E-08

Cs-135 5.94E-12 5.990E-08 1.70E-12

Cs-137 1.07E-06 1.700E-07 1.630E-07 8.72E-07 8.36E-07

Total 5.00E-02 3. 79E-04 5.65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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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 결과

DFDF 시설에서 연간 최대 50 kg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할 경우, IMEF source term을 기준으로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정상운전시 및 사 

고시 시설로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민의 피폭선량을 평가하였 

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을 수행할 때 핫셀의 in-cell 필터로 

입 력되는 공정 장치로부터의 부유선원과 IMEF 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유선원을 비교하면 IMEF 시설의 핫셀 부유선원은 10,900 Ci/yr이고, 

DFDF 시설의 부유선원은 242 Ci/yr로 평가되었다. 핫셀 부유선원 측면에 

서 DFDF 시설의 부유선원은 IMEF 시설의 부유선원의 약 2 %에 불과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을 수행할 때 배기계통에서 정화된 

후 하나로 굴뚝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환경방출량과 IMEF 시설의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환경방출량 비교하면 IMEF 시설의 안전성분석 보고서의 기준 

방출선원은 476 Ci/yr이고, DFDF 시 설의 방출선원은 242 Ci/yr로서，방출 

선원 측면에서 DFDF 시설의 방출선원은 IMEF 시설의 방출선원의 50 %정도 

로 분석되었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을 수행할 때 정상운전 시 환경영향 

에 의한 최대 개인피폭선량과 IMEF 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정 

상운전 시 최대 개인피폭선량을 비교하면 IMEF 시설의 최대 개인피폭선량 

은 과기부 고시 2002-23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기준치의 0.44 % 
에서 25.11 %로 법규를 만족하며, 또 DFDF의 최대 개인피폭선량은 IMEF 
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최대개인피폭선량의 0.34 %에서 39.07 %에 불 

과하므로 모두 기준값을 만족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을 수행할 

경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으나，보 

수적으로 해석하여 핫셀 내 화재에 따른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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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선량은 1.47E-02 mSv, 내부피폭선량은 유효선량: 3. 79E-04 mSv, 갑상 

선 장기등가선량은 5.65E-03 mSv로 평가되어 사고해석 결과는 법규상의 

기준치（유효선량 : 3 Sv, 갑상선 : 2.5 Sv）을 만족할 뿐 아니라 조사재시 

험시설의 설계 기준치（법규의 1/100） 모두를 만족한다.

2. DFDF 핵물질 소내 수송

건식재가공 핵연료 개발을 위한 실험은 고방사성 물질인 경수로 사용 

후핵연료를 초기물질로 사용함으로 고방사능 차폐시설인 핫셀 내에서 원 

격으로 조작되어야 하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적절한 공학적 요건을 갖춰 

야 한다. 이에 따라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시험은 원자력연구소 내에 위 

치한 조사재시험시설（IMEF）과 조사후시험시설（PIEF）, 화학분석실을 활용 

하여 수행되며 필요시 핵물질을 연구소 내에서 시설간 운반하여야 한다.

조사재시 험시설에서는 인수된 절단 연료봉을 탈피복하여 건식재가공 

핵연료 분말，압분체，소결체，연료봉 및 연료다발 등을 제조하는 실험을 

수행한다. 이렇게 제조된 소결처L 핵연료봉 및 핵연료다발은 최종적으로 

하나로에서 노내시험을 수행한다（현재는 소결체 조사시험만 가능）. 핵연 

료 제조시험중 필요한 품질검사 및 핵물질계량 등은 가능한 한 IMEF M6 
핫셀에서 수행하되，이곳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조직 및 구조검사, 화학성 

분 분석 등은 이러한 시험이 가능한 PIEF 핫셀, IMEF 핫셀 및 화학분석실 

로 시료를 이송하여 수행된다.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중 핫셀 내에 

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당 핫셸내에 수집•보관하다 

가 핵물질량을 계량한 후 밀봉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내의 monolith 
혹은 중■저준위 폐기물저장시설로 옮겨 저장한다.

본 보고서는 단계기간 중 17회 작업을 수행한 RD-15 padirac cask를 

사용한 절단 연료봉 및 시료의 포장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작업절차 등 

을 분석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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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D-15 padirac cask 특성

RD-15 padirac cask는 Fig. 3.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복잡한 외 형을 

갖고 있으며，RD-15 내부에 들어가는 바스켓도 구조 및 작동방법도 단순 

하지가 않다. 바스켓의 구조는 실린더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로 구분된 

타. 이 cask는 padirac 전용시스템을 갖춘 찾셀에 접속하여 핵물질을 적 

재 및 하역할 수 있는 건식 cask로서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 중량 : 2. 6 ton

• 내경 : 340 mm

• 내부 길이 : 400 mm

• 납차폐 두께 : 150 mm

• 철판 두께 : 5 mm

• 컨테이너 내경 : 250 mm

• 컨테이너 길이 : 4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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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D-15 paridac cask작업 절차

(1) 작업자 안전조치

•작업자는 특수방사선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방사선안전판리 

실에 출입관련사항을 기록한다.

• 작업자는 방호복，방호화 및 방호장갑을 착용하고, TLD 및 휴대 

용 선량계를 지참한다.

•작업자는 관련 작업구역에서 해당작업 만을 수행한다. 작업구역 

을 변경시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행한다.

(2) RD-15 padirac cask를 앗셀의 rear door에 접속(Fig. 3. 2. 4

참조)

• Padirac cask 를 supporting table 에 거치하고, 이를 cel 1 
shielding door에 접속시킨다.

- Supporting table을 정위치에 위치시킨다. 레일상에 바퀴가 

정위치에 위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송용기 type 에 따른 

supporting table의 높이 등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 0/H crane(30/5 ton)을 사용하여 cask를 정치한다.

- Cask를 크레인으로 들은 상태에서 cask의 tilting bolts를 

당긴 다음 수송용기를 수평위치로 눕히고 다시 tilting 
bolts로 고정한다.

- Cask sliding door의 guiding pin을 푼다.

- Supporting table을 cell door로부터 원거리 위치까지 뒤로 

후진시킨다.

- Cask를 테이블 위의 V 형상 받침대 위에 내려놓는다. Guide 
pin이 2 개 모두 shield notch에 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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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는 safety latch가 자동적으로 풀리게 된다.

- Table shield 높이를 조정한다.

- 중심핀(centering pin)이 수송용기 사양에 따라 정위치에 있 

는지 확인한다.

一 Supporting table을 전진시켜 cask가 cell shielding door에 

접촉되도록 한다. Cask가 cell sliding door와 정확히 일치 

하지 않으면 앞의 높이조정을 재 수행한다.

• Actuating rod를 체결한다(Fig. 3. 2. 5 참조).

- Cask 바닥에서 6각 렌치를 사용하여 안전 보호판을 

제거한다.

- Transfer system이 잠겨 있는지를 확인한다.

- Actuating rod 선단의 보호 캡을 벗겨내고 나사가 나 있는 

transfer system spigot에 actuating rod를 돌려서 체결한 

다. Pl표시가 actuating rod 상부에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맨들은 수평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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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4 Connect of RD-15 paridac cask to hot cell rear door.

Fig.3.2.5 Connect of RD-15 paridac cask to actuating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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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fer 통로의 개폐

- Supporting table의 전원을 연결하고 구동스위치를 동작시킨다.

- Supporting table 의 차폐체와 cell sliding door 및 cask 

sliding door가 열리게 된다.

- 상단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상향구동은 자동으로 멈추게 된다. 

그러나 작동중 항상 긴급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과정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 안전장치의 점검

- Cask sliding door의 적색 V 표시를 확인하여 개방위치를 확인한 

다. sliding pin을 사용하여 차폐체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확한 위치에서 개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핵연료 컨테이너 적재

•체 결

- Actuating rod 를 수평상태에서 정지위치까지 밀어 넣는다 

(Fig.3.2.6).

- Container holder를 telescopic support와 분리시킨다.

- 셀 플탠지와 접속되면，handle을 약 10。정도 시계방향으로 회 

전시키면서 flange guide를 찾는다.

- 다시 이 위치에서 75O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cell flange에 컨 

테이너가 체결되도록 한다.

- Container는 cell flange에 체결되고, basket은 container와 분 

리가 되게 된다.

- 이때 actuating rod를 약간이라도 잡아당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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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 Double shield door(DPTE 270)를 풀고 개방한다(Fig. 3.2.7).

- 이송작업을 수행한다.

- Double shield door를 닫고 잠근다.

Fig.3.2.6 Inserted position of the actuating 
rod.

현

Fig.3.2. 7 Opening the double shield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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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 리

• Actuating rod 분리

- Actuating rod를 약간 잡아당기면서 actuating rod의 핸들쪽 선 

단에서 actuating rod 내부의 작용선인 push rod 선단이 돌출되 

어 있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container가 container holder에 결 

합될 정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 Actuating rod를 가볍게 밀면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핸들이 

수평방향으로 톨아오도록 한다.

- Container를 다시 telescopic support 내부로 골어들인다.

- 25° 정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킨다.

- 100 mm 정도 뒤로 잡아당긴 다음 핸들을 다시 수평방향으로 회전 

시킨다.

- Actuating rod를 완전히 잡아 빼고 transfer system을 잠근 다음 

actuating rod를 분리시킨다.

- Protective cap을 actuating rod 선단에 체결한다.

• Cask를 hot cell로부터 분리

- Cask의 door를 닫는다.

- Hot cell의 door를 닫는다.

一 RD-15 cask를 padirac adaptor로부터 분리한다.

- RD-15 cask를 인양하여 truck bay에 위치한 truck(5 ton)에 안치 

한다(Fig.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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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8 Loading the padirac cask on truck.

4) 핵물질 하역

• Truck에 안치된 cask를 truck bay로 운반하여 supporting table 

위에 안치시킨다.

• 찾셀의 rear door에 RD-15 padirac cask를 접속시키고 rod-cuts 
를 하역한 후 cask를 분리한다. 이때의 작업절차는 적재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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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종별 배기체 포집단위공정 기술개발

1. DFDF 배기체 처리장치 운용

가. 배기체 처리장치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제조공정과정의 산화 • 환원 및 소결과정에서는 휘발 

성 및 준휘발성 핵분열 기체폐기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배 

기체 처리장치를 IMEF M6 핫셀에 설치하였다. 배기체 처리계통은 건식공정 산화 

물 핵연료 제조공정 중 산화 • 환원 및 소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체를 처리하기 

위해 산화• 환원로 및 소결로에 후단부에 배기체 처리장치를 각각 설치하였다.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제조공정 중 산화• 환원 공정 중에 발생하는 핵종제거를 

위한 배기체 처리계통도를 Fig. 3. 3.1 에 제시하였고 핫셀에 설치된 배기체 처 리장 

치의 모습을 Fig. 3. 3.2에 나타내었다. 산화 • 환원 공정 중에 발생하는 배기체는 

먼저，온도구배관(Thermal Gradient Tube, TGT)을 이용하여 준휘발성 핵종을 응 

축시켜 처리한 다음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Metal Wool로 ■충진된 미립자 제거징'틀 

통하여 부유입자를 제거한 후 12를 Silver Impregnated Zeolite가 충진된 요오드 

제거장치로 표집한다. 그런 다음 Molecular Sieve 5A로 충진된 삼중수소 흡수장 

치로 HT0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HEPA 필터를 설치하여 미처리된 배기체를 처리 

한 후 핫셀의 주환기계통으로 방출한다.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제조공정 중 소결 공정중에 발생하는 핵종제거를 위 

한 배기체 처 리계통도는 Fig. 3. 3. 3에 제시하였고 이의 배기체 처 리장치의 모습을 

Fig. 3. 3.4에 나타내었다. 소결로에서 배출되는 배기체는 먼저 석탄회 세라믹필터 

가 장착된 세슘포집장치를 이용하여 방사선 및 붕괴열이 높은 세슘을 처리한다. 

그런 다음 은첨착 제올라이트가 장착된 사용한 요오드제거장치로 배기가스 중 요 

오드화합물을 제거한 후 이어 온도구배관을 이용하여 준휘발성핵종을 응축시킨 

후 최종적으로 HEPA 필터를 설치하여 미처리된 배기체를 처리한 후 핫셀의 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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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통으로 방출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3.3.1 A schematic diagram of off-gas treatment 
system for the OREOX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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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Off-gas treatment system for 
the OREOX furnace.

Fig. 3. 3. 3 A schematic diagram of off-gas 
treatment system for the sintering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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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Off-gas treatment system 
for the sintering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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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기체 처리계통의 단위포집장치

산화•환원로 또는 소결로에서 방출되는 미립자, 휘발성 및 준휘발성 방사성 

핵종을 포집하기 위하여 각각 필터 및 핵종별 단위포집장치를 설계하였다. 배기 

체 처리계통의 단위포집장치 별 설게기준을 마련하고 물질수지도를 작성한 무 이 

를 근거로 단위포집장치의 크기 및 표집재의 소요량을 산정하였다. 포집장치에 

대한 공정 흐름도는 단위포집장치들의 운전온도를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다음으 

로 처리기체에 의한 오염 및 성능저하 등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각 

단위포집장치 들은 효율적인 보수 • 유지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분리가 가능할 뿐 

만 아니라 표집재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접속부위의 용접을 배제하고 SW明elock으 

로 체결하였으며 manipulator의 접근성，운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1) 세숨 Trap

준휘발성 핵분열 생성물 중 특히 세슘은 방사선적 위험도가 높고 아울러 화 

학반응，주변기체의 조성과 온도 등에 따라 다양한 화합물 형태를 취하면서 여러 

시설물에 잘 흡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정의 안정 운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 Cs Trap은 내경 80 mm. 높이 약 250 mm 
의 스테인레스 스틸 316으로 만든 충전탑으로 탑 하부에는 포집재가 누출되지 않 

도록 지름 2 mm의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는 두께 3 mm의 금속판을 설치하였다. 

또 탑 하부에는 탑 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세슘의 포집재로는 석탄회를 이용하여 제조한 세라믹 기포여과체를 사용하였 

다. 소결로와 세슘 Trap 사이에서 준휘발성 핵종인 세슘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 

하여 소결로에서 세슘 Trap에 이르는 배관을 500 °C로 가열 가능하도록 설계하 

였다. 즉 소결로에서 세슘 Trap까지의 배관을 직경 3.2 mm인 Sheath Heater(0.25 
L洪, 스테인레스스틸 316)로 감은 후 Temperature Controller에 의한 Heater의 

On-off 운전에 의하여 배관의 온도를 약 500 °C로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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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p 내의 설계온도는 800 °C, 설계압력은 3 kg/cm2 이다.

(2) 요오드 Trap

요오드(I2〉Trap은 내경 100 mm, ■높이 약 250 mm의 스테인레스 스틸 316으로 

만든 충전탑으로 탑 하부에는 포집재가 누출되지 않도록 지름 2 mm의 작은 구멍 

이 뚫어져 있는 두께 3 mm의 금속판을 설치하였다. 또 탑 하부에는 탑 내의 온도 

를 측정할 수 있는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포집재로는 은첨착 제올라이트를 사용 

한다. 충전층 내의 온도는 약 120 °C이며 I2 Trap의 설계온도는 200 °C, 설계압 

력은 3 kg/cm2 이다.

(3) 삼중수소 Trap

삼중수소 Trap의 경우 내경 80 mm, 높이 약 250 mm의 스테인레스 스틸 316 

으로 만든 충전탑으로 탑 하부에는 포집재가 누출되지 않도록 지름 2 mm의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는 두께 3 mm의 금속판을 설치하였다.

(4) 미립자제거 Trap

배기체 중에 부유하고 있는 미립자의 제거에는 HEPA 필터가 사용된다. HEPA 
필터는 불연성의 고성능필터(여과성능 : 0.3 pm 입자 99.97 %)를 이용한다. 고성 

능필터의 크기는 80 mm(L) x 50 mm(W) 父 100 mm(H)이고 입구, 출구 양단은 1/2" 
유니온을 사용하였다. 압력손실은 공기유량 0.1 nf/분인 경우 9.5 mrnAq이다.

(5) 열구배관(Thermal Gradient Tube, TGT)

열구배관은 소결공정 중에 발생하는 핵분열생성물의 포집을 위한 것이다. 열 

구배관은 직경 0.95 cm (3/8"), 길이 30 cm의 가느다란 스테인레스 스틸 튜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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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결로에서 발생하는 휘발성핵종, 준휘발성핵종들을 응축시킬 수 있도록 내부 

표면 처리되어 있다.

다. 단위포집장치의 설계기준

배기체처 리장치 내의 단위표집장치 별 설계기준은 Table 3. 3.1 과 같다.

Table 3.3.1 Design criteria for off-gas treatment equipments

단위 포집 장치 포집 재

설계기준

비고포집 능
선속도, 

cm/s
온도,

°C 제염 계수

미립자 
제거장치

Metal Wool 〉100/zm < 1,200 실온 10

Cs 포집장치 석탄회필터 - < io 〜 800 100

12 포집장치

Silver
Exchanged
Zeolite

50 
mg/g-bed < 20 〜 150 100

삼중수 
흡수장치

Molecular
Sieve 5A

200 
mg/g-bed. < 5 실온 1000

온도구 배관
Stainless 

Steel 
Tube

- 50 10

HEPA 필터 Glass Fiber - 3 실온 3000

0. 3 /jm, 
포집 효율 
99.97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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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핫셀배기설비

핫셀배기설비는 셀내 필터（전처리필터 + HEPA 필터）및 배기팬실의 2차 필터 

（HEPA 필터 + 활성탄 필터 + HEPA 필터）로 구성된다. HEPA 필터는 0.3 /zm 미립자 

에 대해 최소 99.97 %의 제거효율을 가지며 활성탄 필터는 대31에 대한 제거효율 

이 최소 99.9 % 이다.

마. 핫셀 배기체 실험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제조공정 시 발생하는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분열생 

성물을 처리하기 위한 산화•환원로및 소결로 배기체 처리장치의 hot test 결과생 

산을 위하여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포집 장치 성능확인, 관련 장치의 미비점 보 

완 및 배기체 관련 세부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ORIGEN 2 code를 이용하여 소 

결로 및 산화•환원로 배기체 단위 처리장치별 핵종 방출량 및 방사능을 계산하였 

다.

（1） 소결로 세슘 포집 실험

（가）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물질의 이력 및 특성을 Table 3.3.2 및 

3.3. 3에 나타내었다. Table 3.3.4 및 3. 3. 5에 ORIGEN 2 code를 이용하여 건식재 

가공 소결 공정시 사용된 연소도 27,300MTO/MTU（17년 냉각） 및 

65,000MWD/MTU（2.8년 냉각）인 사용후핵연료의 세슘량 및 방사능을 계산하여 나타 

내었다. Table 3. 3. 4에 나타난 것처럼 연소도 27, 300MWD/ MTU（17년 냉각） 핵연료 

의 경우 Cs-137의 방사능이 Cs-134의 방사능 보다 약 170배 높았다. 그러나 연소 

도 65,000MWD/ MTU（2.8년 냉각） 핵연료의 경우 Cs-137과 Cs-134의 방사능은 거의 

비슷하였다. 고연소도 65,000MWD/ MTU（2.8년 냉각） 핵연료는 27,300 MWD/MTU（17 
년 냉각） 핵연료 보다 총 중량은 약 1.6배, 방사능은 약 4.4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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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F 소결로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세슘표집장치에 석탄회필터를 장착 한 후 

총 2차에 걸쳐 세슘 포집장치를 운전하였다. 1차 운전은 탈왁스 처리한 G23-5B(5 

차 하나로 조사시험용) 압분체 400g에서 발생되는 방사성세슘을 표집하기 위해서 

세슘포집 장치 내에 석탄회 필터를 장착하여 Table 3.3. 6에 제시된 실험조건으로 

표집실험을 수행하였다. 2차 운전은 탈왁스 처리한 K23-M03(고연소도 S/F) 압분 

체 260g에서 발생되는 방사성세슘을 포집하기 위해서 1차 실험과 동일한 실험조 

건으로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한편 소결로 요오드 처리장치의 운전 조건을 

Table 3. 3. 7에 제시하였다.

Hot-cell 내에 방사성세슘을 표집하기 위하여 설치한 세슘 포집장치는 필터 

unit의 교체 편리성을 고려하여 성능 시험장치에서 필터하우징의 분리가 가능하 

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정확한 반응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필터의 상단면에 

thermocouple를 설치하였고 핫셀 밖 작업구역에 설치된 배기체 처리장치 제어반 

에서 반응온도를 조절하였다. 핫셀에 설치한 석탄회필터 units와 필터가 장착된 

SUS-304 재질의 필터 하우징의 모습을 Fig. 3. 3. 5에 나타내었다. 한편 Fig. 3.3.6 

에 M6 핫셀 외부 작업구역에 설치한 소결로 배기체 처리장치 제어반의 모습을 나 

타내었다.

한편 hot-cell내에서 방사성세슘 포집 전 • 후의 세슘 표집통의 감마 방사능 

양을 on-line으로 측정하여 방사선 세슘 포집효율을 구하였다. 감마방사능 측정 

장치는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증폭기，다중파고분석기, 고전압 공급 장치, 액 

체질소 이송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마 분광 분석기 (Gamma-ray 

Spectrometry System)는 검출기로 HPGe (High Purity Germanium) 검출기가 사용 

되며 증폭범위 2. 5에서 1500까지 coarse와 fine gain으로 연속적으로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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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3. 2 The past record of spent fuels

고리 1 호기 사용후핵연료(G23 집합체)

(27,300-39,600(MWd/tU))

울진 2호기 사용후핵연료(K23-M03)

(65,000(MWd/tU))

- 방출년도 : 1986.10. 24

- 초기농축도 :3.21 wt.%

- 기타 관련 이력(option)

• Cycle 4 ~ Cycle 7)

- 집합체 형태: 14 x 14

- PIEF 시설로 이송일 ：1960, 6.1

- 방출년도 ：2001. 5. 15

- 초기농축도 :4.21 wt%

- 기타 관련 이력(option)

• 제 8주기 (’ 97. 6.14-’ 98. 8.23)(436일 )

• 제 9주기(’ 98.10.24-’ 00.1.7)(441 일)

• 제 10주기 (’ 00.3.3-' 01.5.15) (439일 )

- 집합체 형태: 17 x 17

Table 3.3.3 The characteristics of spent fuels

핵연료
연소도

(MWd/tU)
냉각기 간 

(yr)
사용량

(g)

G23-5B 27,300 17 400

K23-M03 65,000 2.8 260

Table 3.3.4 The cesium weight and activity in spent fuel G23-5B

Nuclide g/MTU Ci/MTU g/400g Ci/400g
Cs-133 9.60E+02 0.00E+00 3.84E-01 0.00E+00
Cs-134 2.53E-01 3.28E+02 1.01E-04 1.31E-01
Cs-135 3.62E+02 4.17E-01 1.45E-01 1.67E-04
Cs-137 6.57E+02 5.72E+04 2.63E-01 2. 29E+01
Total 1.98E+03 5.75E+04 7.92E-01 2.30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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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 The cesium weight and activity in spent fuel K23-M03

Nuclide g/MTU Ci/MTU g/260g Ci/260g
Cs-133 1.87E+03 0.00E+00 4.86E-01 0.00E+00
Cs-134 1.55E+02 2.00E+05 4.02E-02 5.21E+01
Cs-135 6.55E+02 7.55E-01 1.70E-01 1.96E-04
Cs-137 2.21E+03 1.92E+05 5.74E-01 5.00E+01
Total 4.94E+03 3.92E+05 1.29E+00 1.02E+02

Table 3. 3. 6 The operating condition of cesium trapping equipment 
released from the sintering furnace

포집 온도 700 °C
가열 속도 5°C/min,

분위기 가스 Ar+4% H2

포집 재

석탄회필터

- 비표면적 ; 9. Ini2/g
- 기공율 : 26%

一 압력강하 : 1.42cm/H20
- 무게 : 105.5g

필터규격 58mm(0) X 90mm(H)

공탑 가스속도 16.7 cm/sec(at 700 °C )

Table 3.3.7 The operating condition of iodine trapping equipment released 
from the sintering furnace

포집 온도 150 °C

가열속도 5 °C/min,

분위기 가스 Ar+4% H2

포집 재

Silver Exchanged Zeolite
- 포집재 형태 : granular, 20mesh
- 은함량 : 35%
- 포집재량 : 3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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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y ash fi1ter units

(B) Filter housing

Fig. 3.3.5 Photographs of the fly ash filter units(A) and filter 
housin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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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ET PRESS

IMEF 배기체 처리장치 제어반
-• IM.折 PRESS --------. ------

한국 권자력 언구소 DUPIC

Fig. 3.3.6 The control panel of IMEF off-gas 
treatment system.

(나) Hot-cell 성능시험결과

1차 세슘포집처리장치 운전 후 석탄회필터의 색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한 결 

과 적갈색에서 검회색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환원분위기하 cold test 시험결과와 

같았고 방사선의 영향에 의한 필터의 파손도 없었다. 사용후핵연료(G-23-5B) 
400g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세슘을 포집한 무 방사성세슘 포집 무 필터 units를 

'감마 핵종 측정 장치(x-ray Spectrometry system)를 이용하여 필터 units의 바닥 

면부터 상층부까지 거리에 따른 감마 핵종의 방사능 분포를 측정한 결과를 Fig. 
3. 3. 7에 나타내었다. Fig. 3, 3.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터 바닥 면부터 상층부까 

지 갈수록 Cs-137의 count rate가 감소하였다. 이는 필터의 바닥 면에 많은 양의 

세슘 Cs-137이 포집되어 있으며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고 Cs-134, Cs-137 포집효율은 각각 99. 4%, 99.1% 이 었다.

2차 세슘 포집처리장치 운전 후，필터 housing 바닥면부터 상층부까지 거리 

에 따른 감마 핵종의 방사능 분포를 측정 한 결과를 Fig. 3.3.8에 나타내 었다. 

Fig. 3.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필터 바닥 면부터 상층부까지 갈수록 Cs-137 및 

Cs-134의 count rate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Cs-134, Cs-137 포집효율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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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었다. 석탄회필터의 후반부까지 세슘이 일부 포집된 이유는 1차 및 2차 운 

전시 소결로 가동 전에 미리 세슘포집장치의 온도를 600°C 이상 가열시키지 않아 

석탄회필터의 낮은 포집온도(약 400〜500°C)로 인해 소결로에서 발생된 세슘과 

석탄회필터와의 낮은 반응속도로 인하여 후단에서 세슘이 포집된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세슘포집장치 후단에 있는 요오드 표집장치내 AgX 포집통을 바닥면부터 

상층부까지 감마 핵종의 방사능 분포를 측정한 결과 Cs-137 및 Cs-134가 감지되 

지 않았다. 이로써 석탄회필터가 소결로에서 방출된 방사성세슘을 99%이상 포집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배기체 처리장치의 포집재 교체 및 시료채취

건식공정 핵연료 제조 공정시 발생하는 핵분열 생성물의 포집 성능 및 성능 

에 관한 hot test 결과 생산을 위하여 산화■환원로 및 소결로 배기체 처리시스템 

내의 포집재를 신규로 교체 및 시료를 채취하였다. Table 3.3.8에 신규 교체한 

포집재 및 채취한 시료를 나타내었다. Fig. 3.3.9에 산화• 환원로 배기체 처리시 

스템 중 요오드 처리장치 내 AgX 표집재를 시료 채취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기존의 HEPA 필터를 신규로 교체하였고 산화.환원로 배기체처리시스템 

의 HEPA 필터를 교체한 모습을 Fig. 3. 3.1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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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Count rate for fission products of gamma 
radio-nuclides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basket bottom(1's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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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8 Newly change of trapping materials and sampling

산화 •환원로 소결로

신규 교체
요오드 포집재，삼중수 포집재，HEPA 
필터, bubbler 수용액

요오드 포집재，HEPA 필터 

bubbler 수용액

시료 채취
요오드 포집재，삼중수 포집재, 

bubbler 수응액

요오드 포집재， 삼중수 포집재， 

bubbler 수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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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 포집통 탈착） （포집 전） （포집 후）

Fig. 3.3.9 Sampling of iodine trapping material for the OREOX off-gas 
treatment system.

（산화 •환원로） （소결로）

Fig. 3.3.10 Change of HEPA filter for the OREOX 
off-gas trea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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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기체 단위 처리공정 포집 실험

가. 세슘 포집 기술

(1) 서설

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핵연료 제조는 공 

정 중 산화•환원이 반복되는 0RE0X 공정 및 환원분위기에서 운전되는 소결공정 

중에 Cs20, CsI, Cs, Cs2U04, Cs2Mo04 및 CsOH 등의 핵분열 세슘화합물들이 발생된 

다. 따라서 석탄회가 실제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제조공정 배기체 처리장치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분말형태의 석탄회를 입상의 필터로 제조하여 다양한 핵분열 

세슘 화합물들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세슘을 산화 및 환원분위기에서 열역학적 

으로 안정한 형태의 pollucite(CsAlSi2C)6)를 형성하여야한다. 또한 각 핵종별 석 

탄회 필터의 반응생성물의 결정 구조 및 미세 구조 등에 관한 이해도 필요하다. 

또한 약 1000°C 정도의 고온에서 장시간 조업이 예상되고 화재 등 사고시를 대비 

하여 석탄회 필터에 포집된 세슘의 재휘발등 세슘의 고온 안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Hot-cell내 석탄회 필터 unit를 장착한 세슘 포집장치를 운전하여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소결로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세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유 

사한 실험조건에서 세슘 포집 실험을 수행하여 제반 운전 조건을 확립하여야한 

다. 따라서 산화 및 환원분위기 조건하 two-zone 관형 가열로에서 세슘 화합물 

종류 및 포집온도 변화에 따른 세슘의 포집특성을 XRD, XRF, SEM, EDX(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장착 주사 전자현미경 (SEM-EDX, Jeol사 

JSM-5300), TGA 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석탄회 필터를 이용하여 세슘 포집 실험시 제반 운전 조건을 구하기 위 

하여 분위기 가스，반응 온도, 공탑 가스 속도，필터의 두께， 반응시간 등을 변 

화시켜 세슴 포집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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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재료 및 방법

(가)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세슘화합물별 석탄회 필터의 포집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체상 

세슘의 공급원으로 사용한 시약은 CsI 및 CsOH 이었다. 시약은 모두 Aldrich사 

제품으로서 순도는 99.9% 이 었다. 이들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Table 3.3.10에 제 

시하였다. CS2O의 발생원으로 제조한 cesium silicate는 Cs2SiC)3(Cs20 • SiC)2)의 조 

성이 되도록 CsN03(Aldrich사, 순도 99%)와 Si02를 정량적으로 혼합하여 1200°C의 

전기로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냉각 후 분말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hygroscopic한 성질 때문에 진공 항온 항습기에서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석탄회 필터제조에 사용한 결합제는 poly vinyl alcohol (Yacuri, GR, Japan, 
n=1500)를 사용하였다. 또한 석탄회를 다공질이며 성형이 용이한 물체에 결합하 

기 위해 개포형 (open cell type) 구조의 25 ppi (pores per inch) 폴리우레탄 스 

펀지를 사용하였다. 개포형 구조 다공질(porous) 스펀지를 선택한 이유는 내부의 

기공들이 서로 연결된 형태로 기체의 통과가 용이하기 때문이었다，본 실험에 사 

용한 스펀지를 Fig. 3.3.11에 나타내었다.

석탄회 필터 제조 공정도를 Fig. 3. 3.12에 제시하였다. 제조 순서는 먼저 석 

탄회와 결합제를 균질하게 혼합하여 슬러 리 용액을 만든 후 이를 25 ppi (pores 
per inch) 폴리우레탄 스펀지에 고루 분사시킨다. 그런 다음 여분의 slip 용액을 

제거한 후 105°C에서 12시간 건조과정을 거쳐 성형시킨다. 석탄회 성형물 내 석 

탄회 입자의 집합체가 융점 이하의 가열에 의해 치밀한 강도 높은 다결정체로 만 

들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1200°C에서 1시간 소결과정을 거쳐 석탄회 필터를 가공 

하였다. Fig. 3.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실험에서 사용한 석탄회 필터의 크 

기는 직경이 44mm, 두께가 lOran，무게는 약 7g 으로서 갈색을 띄고 있었다. 그리 

고 Mercury Porosimeter(AUTOPORE II, Micomeritries Co. )로 즉정한 본 석탄회 

필터의 비표면적과 기공률은 각각 9.31m2/g과 27% 이었다. 또한 제조된 필터의 

기 공 수는 13-40 pores/cm 이 고 색 깔은 갈색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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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실험에 사용한 석탄회 필터는 27%의 기공도를 지녀 배기체가스의 원활 

한 흐름 즉，압력강하에 따른 가스의 유동현상을 일정하게 하여 필터와 기체상 

세슘증기와의 반응성 해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석탄회 필터가 상온에서 유속 및 

필터두께에 따라 받는 압력강하를 측정하여 Fig. 3. 3.14에 나타내었다.

Table 3.3.9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CsI and CsOH

Item CsI CsOH
Molecular weight 259.82 149.91

Melting point, °C 621 272.3

Boiling point, °C 1280 -
3

Density, kg/m 4500 3675

AH/, kcal/mole -80.5 -97,2

Vapor pressure 738 °C ImmHg -

873 °C lOmmHg -

1055 °C lOOmmHg -

1280 °C 760mm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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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Photograph of polyurethane sponge.

- 177 -



Fig. 3.3.12 Flow chart for manufacturing fly ash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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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Photographs of fly ash ceramic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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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14 Pressure drop of filter units according to the flow 
rates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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況너을 이용하여 제조된 필터의 표면을 20배 및 1000배로 확대하여 이의 미세 

구조 및 형상을 관찰하였다. Fig. 3. 3.15의 20배로 확대한 SEM 형상에서는 0.1mm 
내외의 기공이 필터 내부까지 상호 연결되어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000배로 확대한 SEM 형상을 보면 석탄회의 형상인 구형이 1200°C에서 소결 

되어 반쯤 용융된 모습과 기공이 형성된 모습을 보였다.

（나） 실험 장치

Fig. 3.3.16에 제시된 것처럼 세슘 포집실험은 two-zone 관형 가열로 내에서 

석탄회 필터를 이용하여 세슘화합물의 종류，분위기 가스，반응온도 및 시간，공 

탑 가스 속도 및 필터의 두께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슘 포집실험 장치의 개략도를 Fig. 3. 3.17에 제시하였 

다. 관형 가열로의 내경은 50mm이고 가열로는 크게 세슘 발생부분，세슘 표집부 

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세슘발생로의 가열영역에서 세슘화합물을 기화시 

키고 두 번째 세슘 포집로의 가열영역에 석탄회 필터를 알루미나매트를 이용하여 

필터의 외부를 감싼 후 이를 장착하여 기화된 세슘화합물이 표집되도록 구성하였 

다.

（다） 실험방법

산화 및 환원분위기하 석탄회 필터와 각 세슘화합물 별로 휘발되는 기체상 

세슘과의 최저 반응온도를 분석하였다. 실험은 two-zone 관형로의 발생영역에서 

는 CsI, CsOH, Cs2SiO3를 각각 휘발시키고 세슘 포집영역에서는 석탄회 필터층의 

포집온도를 각각 500°C부터 1000°C까지 변화시켜 세슘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세슘 포집실험 후 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석탄회 

필터를 XRD（X-ray diffractometer, D-5000, siemens Co. ）로 분석하였다. XRD 분 

석조건은 사용된 X선은 CU-Ka선, 주사 속도는 2° /min, 2e값은 15° 에서 60°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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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측정하였다.

(A) X 20

(B) X 1,000

Fig. 3.3.15 SEM images of the fly ash filter： (A) X 20, (B) X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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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Photograph of two-zone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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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trapping gaseous cesium.

또한 석탄회 세슘 반응생성물의 성분 분석을 위해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RS-303, Siemens Co. )를 사용하였다. XRF분석 조건은 Rh target을 

사용하였고 출력 3kw의 파장 분산형이었다.

또한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5200, Jeol Co. )을 이용하여 세 

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표면 형상을 분석하였고 EDX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장착 주사 전자현미경 (SEM -EDX, JSM-5300, Jeol Co J 을 이용하여 

산화 및 환원분위기하 900°C에서 Cs2SiO3로부터 휘발된 세슘화합물을 포집한 석탄 

회 필터의 표면 조성을 분석하였고 석탄회 필터의 단면에 대하여 Cs Al, Si 및 0 

원소를 mapping하였다.

또한 석탄회 필터에 포집된 세슘의 고온 안정성 분석을 위하여 산화 및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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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하 900°C 포집온도에서 CsI, CsOH, Cs2SiO3 로부터 휘발된 세슘화합물과 반 

응한 필터를 TGA (Ther mogr av i me tr i c analyzer, TG-DTA 92, Set ar am Co. ) 로 분석 

하였다. TGA의 분석 조건은 10°C/min의 가열속도로 1200°C까지 가열시킨 후 6시 

간 동안 유지시켰으며 공기유량은 분당 10cc가 되도록 하였다. 무게 감량 계산시 

열분석기의 부유효과를 보정하여 계산하였다. 세슘 포집량은 각각의 CsI, CsOH 
및 Cs2SiO3로부터 휘발된 세슘 산화물을 석탄회 필터를 이용하여 포집한 후 반응 

된 생성물에 대하여 석탄회 필터 단위 그램당 석탄회 필터에 표집된 세슘화합물 

(cesium compound)의 무게 증가분으로 표기하였다.

석탄회 필터를 이용한 세슘 포집실험은 cesium-silicate glass (Cs2SiC)3)를 

기체상 세슘의 공급원으로 하여 내경 50mm 의 two-zone 관형 가열로 (Fig. 3.3.16) 
에서 배기체의 유속(0.05〜0.8m/seC), 배기체의 종류(공기, 4% H2/Ar), 필터의 

두께(0.03〜0.1m), 온도(700〜1000°C) 등을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필터의 두께는 필터의 수를 변화시켜서 그 두께를 조절하였다.

포집실험은 필터 및 cesium-silicate glass를 관형 가열로 내에 장착하고 일 

정 한 온도까지 10 °C/min으로 가열시 킨 다음, carrier gas를 적 정 유속으로 흘려 

주어 반응을 시켰으며, 반응 후 관내의 온도가 600 °C 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적으 

로' carrier gas를 흘려주면서 관내의 온도를 서서히 냉각시켰다. 석탄회 필터를 

투과한 세슘은 냉각기 벽에 응축 또는 증류수에 흡수시켰다.

세슘 산화물 (Cs20 기준)의 휘발량은 실험 종료 후 남아있는 cesium- 
silicate의 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하였으며，필터의 단위 질량당 세슘 산화물의 

포집량은 다음 식에 의거 산출되었다.

Cesium trapping quantity {g — Cs ^O/g — filter}=

filter weight before trapp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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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ot-cell내 방사성 세슘 포집실험은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소결체 제 

조공정의 정상적인 운전조건하에서 소결로의 운전이 시작할 때부터 세슘 포집장 

치의 운전을 시작하였다. 환원분위기하 400g의 사용후핵연료를 함유한 소결체에 

서 발생하는 방사성 세슘을 포집하였으며 이 때 배기체의 유속은 0. 18m/sec 이었 

고 포집공정의 온도는 750°C에서 석탄회 필터 unit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세슘 

포집장치 운전 후 필터 하우징을 감마 방사능 측정 장치로 측정하여 석탄회 필터 

의 방사성 세슘 포집성능을 평가하였다. 필터를 투과하여 배기체 line에 응축된 

세슘은 증류수로 세척하여 얻은 수용액 중의 세슘 농도를 원자흡수분광광도계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산화분위기하 석탄회 필터의 표집 특성

1) X-선 회절분석

Table 3.3.11에 산화분위기하에서 500°C 부터 1000°C 까지의 포집온도별로 

Cs2SiO3) CsI 및 CsOH로부터 각각 휘발된 세슘화합물과 반응된 석탄회 필터의 

X-ray pattern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3.3.11에 제시된 것처럼 산화분위기하 

에서 500°C부터 1000°C까지의 포집온도별 Cs2SiO3) CsI 및 CsOH로부터 휘발된 세 

슘화합물과 반응된 석탄회 필터의 X-ray pattern 결과는 포집온도 500°C의 경우 

석탄회 필터와 세슘화합물간의 반응물은 형성되지 않았고 필터 자체의 

cristobalite(SiC)2), quartz(SiO2), mullite(3A1203 • 2SiO2) 상만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포집온도 500°C에서는 석탄회 필터와 기체상 세슘이 반응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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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1 Phase analysis results of fly ash fi1 ter reacted 
with cesium volatilized from various cesium 
compounds in air atmosphere

Cs2SiO3 CsI CsOH

500 °C
cristobalite cristobalite cristobalite
quartz quartz quartz
mullite mullite mullite
pollucite pollucite pollucite

600 °C cristobalite cristobalite cristobalite
quartz quartz quartz
mullite mullite mullite

700 °C
pollucite pollucite pollucite
cristobalite cristobalite cristobalite
quartz quartz quartz
mullite mullite mullite

800 °C
pollucite pollucite pollucite
cristobalite cristobalite cristobalite
quartz quartz quartz
mullite mullite mullite

pollucite pollucite pollucite

900 °C
cristobalite cristobalite Cs-nepheline
quartz quartz cristobalite
mullite mullite quartz, mullite

pollucite pollucite pollucite

1000 °C
cristobalite cristobalite Cs-nepheline
quartz quartz cristobalite
mullite mullite quartz, mu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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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표집온도 600°C부터 1000°C까지는 석탄회 필터가 세슘화합물과 반응 

하여 새로운 결정성 물질인 pollUCite(CSAlSi206)상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포집온도에 따라 석탄회 필터에 포집된 세슘산화물이 반응하여 형성된 

pollucite(CsAlSi206) 상의 피크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3.3.18에 Cs2SiO3 로 

부터 휘발된 세슘화합물과 반응된 석탄회 필터의 X-ray pattern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0°C부터 석탄회 필터가 세슘산화물과 반응이 개시 

되어 구조 변화가 시작되어 새로운 피크인 polluCite(CSAlSi206)가 생성되기 시작하였 

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pllucite(CsAlSi2O6) 피크가 점차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였 

다.

또한 CsOH로부터 휘발된 세슘화합물을 포집한 석탄회 필터의 경우는 Table 

3.3.11에 제시된 것처럼 600°C부터 800°C까지는 pollucite(CsAlSi206) 그리고 90 

0°C부터 1000°C까지는 Cs-nepheline(CsAlSiC)4)과 pollucite(CsAlSi206)를 형성하였 

다. 산화분위기 조건하 900°C에서 CsI, Cs아!로부터 휘발된 세슘화합물을 표집한 

석탄회 필터의 X-ray pattern 결과를 Fig. 3.3.19 및 Fig. 3. 3. 20에 각각 나타내 

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석탄회 필터는 Cs2SiO3) CsI, CsOH로부터 휘발된 세슘화합물 

을 표집온도 600 °C부터 포집할 수 있음을 XRD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제조공정의 산화•환원로 배기체 

처리시스템에 석탄회 필터를 적용할 경우 600 °C 이상의 온도에서 운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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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XRD patterns for the fly ash filters reacted 
with gaseous cesium in air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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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Silicon oxide cristobalite 
M : Mullite

Fig. 3.3.19 X-ray diffraction pattern of fly ash filter 
reacted with gaseous cesium volatilized from 
CsI at 900°C in air atmosphere.

Fig. 3.3.20 X-ray diffraction pattern of fly ash filter 
reacted with gaseous cesium volatilized from 
CsOH at 900°C in air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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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 구조 분석

석탄회 필터를 이용하여 산화분위기에서 600-1000°C 각각의 포집온도별로 

Cs2SiO3) CsOH로부터 각각 휘발된 세슘화합물을 포집한 후의 석탄회 필터의 모습 

을 Fig. 3. 3. 21에 나타내 었다. Cs2SiO3로부터 휘 발된 세슘증기와 반응시 킨 석 탄회 

필터의 외관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갈색에서 암갈색으로 변화였고 CsI의 경우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갈색에서 암갈색으로 변화였다. 또한 CsOH와 반응시킨 석탄회 

필터의 외관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갈색에서 암갈색으로 변화였다. Cs2SiO3, CsI 

및 CsOH로부터 각각 휘발된 세슘화합물을 900 °C 에서 포집한 석탄회 필터들의 표 

면 구조를 보다 미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況내으로 1000배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Fig. 3.3. 22의 세슘산화물을 포집 한 후의 석 탄회 필터의 SEM 형상을 보면 1200°C 
에서 소결과정을 거치면서 반쯤 용융된 구형의 형상과 기공이 전체적으로 분표 

되어있고 또한 게의 등딱지 모양 같이 생긴 작고 bulky한 crystal 모양의 

pollucite(CsAlSi206) 형상과 일부 침상구조의 mullite(3Al203 • Si02) 형상도 관찰 

되었다. 또한 CsI 및 CsOH로부터 각각 휘발된 세슘화합물을 포집한 후의 석탄회 

필터의 SEM 형상은 Cs2SiO3로부터 휘발된 세슘산화물을 포집한 후의 SEM 형상과 

비슷하였다.

이상의 결과로서 Cs2SiO31 CsI 및 CsOH로부터 휘발된 세슘화합물들이 포집된 

석탄회 필터의 표면 형상은 세슘화합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포집 반응이나 포집 메커니즘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3) SEM-EDX 분석

EDX(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장착 주사 전자 현미경을 이용 

하여 산화분위기하 Cs2SiO3로부터 휘발된 세슘화합물을 900°C 에서 포집한 석탄회 

필터의 표면 성분을 분석하였다. Fig. 3. 3. 22의 SEM 결과에서는 석탄회 필터의 표 

면에 작고 bulky한 pollucite(CsAlSi2〔)6) 표면 형상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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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rapping CS2O)

정鞠•終

(after trapping CsOH)

Fig. 3.3.21 Photographs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volatilized from CS2O, CsOH with different trapping 
temperatures in air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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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SEM images of fly ash fi1ters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volatilized from Cs2Si(〕3, CsI and CsOH in air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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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500 )

0 Mg Al Si Ca Fe Cs Totals
wt.%. 33.30 0.82 8.02 14.09 4.31 1.24 37.32 100.00
Atomic

%
62.31 1.01 8.90 15.01 3,22 1.15 8.40 100.00

Fig. 3.3.23 SEM-EDX analysis of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cesium in 
air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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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에 나타낸 SEM의 표면 성분을 EDX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Cs 농 

도는 37.32wt.% 이었다. 석탄회 필터에 세슘이 pollUCite(CSAlSi206)로 포집된 X- 

선 회절 분석 결과를 근거로 Fig. 3.3.23의 EDX 결과인 Cs； 37.32wt. %, 

Al;8.02wt.%, Si； 14.04wt.%를 산화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 Cs20； 

41.84wt.%, AI2O3； 11.58wt. %., SiO2； 30.15wt.% 이었고 나머지 MgO, Fe2(h 및 CaO 

이 16.43wt.% 를 차지하였다. 한편 순수한 pollucite(CsAlSi206) 의 조성은 

Cs20；50.27wt.%, Al203；23.16wt.%, Si02： 26.57 wt.% 이다. 세라믹 필터에 포집된 

41.84wt.%의 Cs20를 MgO, Fe203 및 CaO의 불순물 값을 제외한 후 이를 보정하여 

계산하면 Cs20 값이 50.21wt.%로서 순수한 pollucite(CsAlSi206) 내 Cs20 함량의 이 

론치인 50.27wt.%와 잘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고찰하여 보면 석탄회 필터가 

순수한 pollucite(CSAlSi206)에 함유된 세슘 산화물의 조성만큼 세슘산화물을 포 

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석탄회 필터를 이용하여 세슘의 표집반응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Fig. 3.3.24에 나타난 것처 럼 석탄회 필터의 기공 표면의 단면에 대하여 Cs, 

Al, Si 및 0 원소를 대상으로 mapping을 한 결과 석탄회 필터의 기공 표면 위에 

이들 원소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석탄회 필터의 

aluminium, silicone, oxygen map들과 cesium map이 완전히 일치함을 보였다. 따 

라서 석탄회 필터의 기공 속에 세슘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포집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X-선 회절 분석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세슘은 POllUCite(CSAlSi206)를 형 

성하기 위해서 alumina(Al203)와 siliCa(SiO2)와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고온 안정성 분석

Fig. 3.3.25〜3.3.27은 산화분위기하에서 Cs2SiO3, CsI 및 CsOH로부터 휘발된 

세슘화합물을 포집한 필터를 TGA에 넣은 후 1200°C에서 6시간 동안 유지시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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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회 필터의 고온안정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실험에 사용한 석탄회 필터만 

을 같은 조건에서 열처리했을 경우 무게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3.3.25 

및 3.3.26은 Cs2SiO3, CsI 로부터 각각 휘발한 세슘을 포집한 석탄회 필터를 120 

0°C 에서 6시간 동안 고온 탈착 실험을 한 결과 세슘 휘발에 의한 무게 감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녹， -卜

사 많
■

'빼聲 
技公典:咸 
燕，

( Si ) ( 0 )

Fig. 3.3.24 Cesium, aluminium, silicone and oxygen concentration map of 
the cross section of fly ash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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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TGA curve of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cesium 
volatilized from CS2S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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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6 TGA curve of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cesium 
volatilized from 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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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TGA curve of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cesium 
volatilized from CsOH.

이는 석탄회 필터에 열적으로 안정한 pollucite(CsAlSi206) 상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산화분위기 조건에서 석탄회 분말과 CsN03를 혼합하여 합성한 세 

슘 반응생성물을 1200°C에서 6시간 동안 고온 탈착 실험한 결과와 잘 일치하였 

다. 한편 Fig. 3. 3. 27에 나타난 것처 럼 CsOH로부터 휘 발된 세슘증기 가 표집된 석 

탄회 필터를 1200°C에서 6시간 동안 고온에서 탈착 실험을 한 결과 세슘 휘발에 

의한 무게 감소가 약 0.3wt.%로 나타났다. 무게 감소가 생긴 이유는 Fig. 3.3.18 
의 X-ray 회절분석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석탄회 필터에 pollucite(CsAlSi206)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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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cesium nepheline(CsAlSiO<) 상이 형성되어 세슴휘발에 따른 무게 감소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환원분위기하 석탄회 필터의 포집 특성

1) X-선 회절 분석

환원분위기하에서 500°C부터 1000°C까지의 포집 온도별로 Cs2SiO3, CsI 및 

(노애로부터 각각 휘발된 세슘화합물을 포집한 석탄회 필터의 X-ray pattern 결과 

를 Table 3. 3.12에 나타내었다. Table 3. 3.12에 나타난 것처 럼 환원분위기하 50 

0°C부터 1000°C까지 포집온도별로 Cs2SiO3) CsI로부터 휘발된 세슘화합물과 반응 

된 석탄회 필터의 X-ray pattern 결과는 포집온도 500°C의 경우 석탄회 필터와 세 

슘화합물간의 반응물 피크는 형성되지 않았고 석탄회 필터 자체의 cristobalite 

(Si02), quartz(SiO2), mullite(3Al203 • 2SiO2) 상만이 검출되었다. 반면에 포집온 

도 600°C 부터 pollucite(CsAlSi206) 상이 검출되기 시작하여 1000°C 까지 

pollucite(CsAlSi206) 상이 나타났다.

반면에 CsOH로부터 휘발된 세슘화합물을 표집한 석탄회 필터의 경우는 600°C 

부터 800°C 까지는 pollucite(CsAlSi206) 그리고 900°C 부터 1000°C 까지는 

Cs-nepheline(CsAlSiO4) 과 pollucite(CsAlSi206) 상을 형성하였다. Fig. 3.3.28에 

Cs2SiO3로부터 휘발된 세슘화합물과 반응된 석탄회 필터의 X-ray pattern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0°C부터 석탄회 필터가 세슘과 반 

응하여 구조 변화가 시작되어 새로운 피크인 pollucite(CsAlSi206)7} 생성되기 시 

작하여 온도가 높아질수록 pollucite(CsAlSi206) 피크가 점차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CsOH로부터 휘발된 세슘화합물을 포집한 석탄회 필터의 경우는 800°C 

부터 1000°C 사이에서 Cs-nepheline(CsAlSiC)4)과 pollucite(CsAlSi2(〕6)를 형성하였 

다.

이상의 결과로서 석탄회 필터는 환원분위기에서 Cs2SiO3) CsI 및 CsOH로부터 

휘발된 세슘화합물을 포집온도 600°C부터 포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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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소결로 배기체 처리시스 

템 세슘포집처리장치에 석탄회 필터를 적용할 경우 적어도 포집온도를 600°C 이 

상에서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3.3.12 Phase analysis results of fly ash filter reacted 
with cesium volatilized from various cesium 
compounds in hydrogen atmosphere

Cs2SiO3 CsI CsOH

500 °C
cristobalite cristobalite cristobalite
quartz quartz quartz
mullite mullite mullite
pollucite pollucite pollucite

600 °C cristobalite cristobalite cristobalite
quartz quartz quartz
mullite mullite mullite

700 °C
pollucite pollucite pollucite
cristobalite cristobalite cristobalite
quartz quartz quartz
mullite mullite mullite

800 °C
pollucite pollucite pollucite
cristobalite cristobalite cristobalite
quartz quartz Cs-nepheline
mullite mullite quartz, mullite
pollucite pollucite pollucite

900 °C
cristobalite cristobalite Cs-nepheline
quartz quartz cristobalite
mullite mullite quartz, mullite
pollucite pollucite pollucite

1000 °C
cristobalite cristobalite Cs-nepheline
quartz quartz cristobalite
mullite mullite quartz, mu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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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XRD patterns for the fly ash filters 
reacted with gaseous cesium in hydrogen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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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구조 분석

석탄회 필터를 이용하여 환원분위기에서 600-1000°C 각각의 표집온도별로 

Cs2SiO3로부터 각각 휘발된 세슘화합물을 포집한 후의 석탄회 필터의 모습을 Fig. 

3. 3. 29에 나타내 었다. Fig. 3.3.29에 나타난 것처 럼 환원분위 기하 세슘증기와 반 

응시킨 석탄회 필터의 외관은 회색이었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세슘이 포집된 영역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 3.30에 환원분위 기 하 Cs2SiO3, CsI 및 어애로부터 각각 휘 발된 세슘화 

합물을 900°C에서 포집한 석탄회 필터들을 미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況니을 이용 

하여 100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Fig. 3.3.30에 나타난 것처 럼 세슘산화물을 

포집한 후의 석탄회 필터의 SEM 형상을 보면 미세 기공들과 소결과정에서 용융된 

구형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또한 작고 bulky한 crystal 모양의 

pOllUCite(CSAlSi206)가 관찰되었다. 또한 CsI, CsOH를 포집한 후의 석탄회 필터 

의 표면 형상은 세슘산화물을 표집한 후의 SEM 형상과 비슷하였고 CsOH의 경우 침상 

구조의 mullite(3Al203 -Si02) 형상도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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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9 Photographs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in hydrogen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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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0. SEM images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volatilized from CS2SW3, CsI and CsOH in hydrogen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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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M-EDX 분석

EDX(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장착 주사 전자 헌미경 

(SEM-EDX, Jeol사 JSM-5300)을 이용하여 환원분위기 조건에서 Cs2SiO3로부터 휘 

발된 세슘화합물을 900°C에서 포집한 석탄회 필터의 표면 성분을 분석하였다. 

Fig. 3.3.31의 SEM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이 거 칠고 bulky한 

pollucite(CsAlSi206)^ 표면 형상을 관찰하였다. Fig. 3.3.3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EDX를 이용하여 SEM의 표면 성분을 분석한 결과 Cs 농도는 24.86wt.%이었다. 

석탄회 필터에 세슘이 pollucite(CsAlSi206)S 포집된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근 

거로 Fig. 3.3.31의 EDX 결과인 Cs； 24.86wt.%, Al; 13.08wt.%, Si； 23.18wt.% 

를 산화물 기준으로 각각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 Cs20는 27.84wt.%, Al203는

18. 90wt. %, Si(〕2는 49. 60wt. % 이 었고 나머지 Fe2〔)3 및 CaO이 3.66wt.%를 차지하 

였다. 한편 순수한 pollucite(CsAlSi2C)6)의 조성은 Cs20；50.27wt.%, Al203; 23.16 

wt.%, Si02； 26.57wt.%의 조성이다. 석탄회 필터에 포집된 27.84wt.%의 Cs20를 

Fe此 및 CaO의 불순물 값을 제외한 후 이를 보정하여 계산하면 28.95 wt.% 

로서 순수한 pollucite(CsAlSi206) 조성 중에 함유된 Cs20 의 이론치인 

50.27wt.%의 약 58%를 차지하였다.

석탄회 필터를 이용하여 세슘을 포집 시 포집 반응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 

기 위해서 Fig. 3,3.32에 제시된 것처 럼 석탄회 필터의 표면단면에 대하여 Cs, 

Al, Si 및 0 원소를 대상으로 mapping을 하였다. Fig. 3. 3, 3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석탄회 필터 표면에 대해서 aluminium, silicone, oxygen map들을 분석한 결 

과 석탄회 필터의 표면 위에 이들 원소들이 일정하게 분포되었다. 또한 석탄회 필터 

의 aluminium, silicone, oxygen map들과 cesium map이 완전히 일치함을 보였다. 

따라서 석탄회 필터의 기공 표면 위에 세슘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포집되어 있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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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500 )

0 Al Si Ca Fe Cs Totals
wt.% 33.30 13.08 23.18 4.50 2.09 24.86 100.00

Atomic % 55.08 13.23 22.51 3,06 1.02 5.10 100.00

Fig. 3.3.31 SEM-EDX analysis of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cesium in 
hydrogen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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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 ( Al )

( Si ) ( 0 )

Fig. 3.3.32 Cesium, aluminium, silicone and oxygen concentration map of 
the cross section of fly ash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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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온 안정성 분석

Fig. 3. 3. 33〜3. 3. 35은 환원분위기 조건에서 Cs2SiO3, CsI 및 CsOH로부터 휘 발 

된 세슘화합물을 포집한 필터를 TGA에서 1200°C에서 6시간 동안 유지시켜 석탄회 

필터의 고온안정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Fig. 3.3.33 및 Fig. 3.3.34에 나타난 바 

와 같이 Cs2SiO3( CsI로부터 휘발한 세슘을 포집한 석탄회 필터를 1200°C에서 6시 

간 고온 탈착실험을 한 결과 산화분위기 고온안정성 결과처럼 세슘 휘발에 의한 

무게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CsOH로부터 휘발된 세슘증기가 포집된 석탄 

회 필터를 1200°C에서 6시간 동안 고온 탈착실험을 한 결과 Fig. 3. 3. 35에 나타 

난 것처럼 세슘 휘발에 의한 무게 감소가 약 0.2wt.%로 나타났다. 무게 감소가 

생긴 이유는 Table 3.3.12의 X-ray 회 절 분석 결과에 나타났던 것처럼 석탄회 필터 

에 pollucite(CsAlSi20s)상 외에 cesium nepheline(CsAlSiC)4)상이 형성되어 세슴휘 

발에 따른 무게 감소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 배기 조건에 따른 세슘의 포집효율

1) 포집온도의 영향

산화 및 환원분위기하 삭탄회 필터의 반응온도에 따른 포집량의 변화를 

Fig. 3. 3.36에 나타내 었다. Fig. 3.3.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화 및 환원분위 기 

모두 석탄회 필터의 세슘 포집량은 반응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집량이 증가하 

는 흡열반응의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체상 세슘이 석탄회 필터에 머 

무르는 체류시간이 증가할수록 세슘 포집량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온도에 따른 

세슘 S집량의 의존성을 보여주었다. Fig. 3.3.36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세슘 포집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금속의 이동도 

(mobility)가 증가하게 되어 금속반응물의 반응자리(reaction si호이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온도 증가로 인하여 흡열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화학적 반응성이 향상되어 그 S집량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석탄회 

필터와 세슘산화물 간의 표집반응은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속도가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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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것이다. 본 실험 조건하에서 석탄회 필터와 세슘 포집효율은 배가스내 

세슘증기로부터 필터의 외부 표면까지의 mass transfer에 의하여 조절될을 보여 

준다.

Fig. 3. 3. 37에 산화 및 환원분위기하 반응온도 700〜1000°C에서 필터 깊이 

(0.01 〜0.05m)에 따른 석탄회 필터의 단위 무게당 세슘화합물의 포집량을 나타내 

었다. Fig. 3.3.37에 나타난 것처럼 필터 깊이에 따른 각 온도별 석 탄회 필터의 

세슘 포집량을 살펴보면 반응온도가 높을수록 세슘 포집량은 증가하였고 동일 필 

터 깊이에서도 온도가 높을수록 세슘 포집량이 증가하였•다. 동일 반응온도에서 

세슘 발생원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필터 즉 필터 깊이가 감소할수록 세슘 포집 

량과 세슘 표집면적이 증가하였다. 이는 기체상 세슘가스가 필터 내부에서 머무 

르는 접촉시간이 감소되어 일어난 것이다.

또한, Fig. 3.3.38에 나타난 것처 럼 산화 및 분위 기하 세슘발생량 0.6g 

-Cs20/h, 반응시간 3시간 및 필터 깊이 0.05m의 실험 조건에서 포집실험을 수행 

한 결과 산화 및 분위기하 모두 포집온도 700°C에서는 세슘 포집효율이 각각 

73%, 75% 이었고 800〜1000°C 에서는 모두 99.9% 이상의 세슘 표집효율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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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33 TGA curve of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cesium 
volatilized from CS2S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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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 TGA curve of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cesium 
volatilized from CsI.

- 212 -



2

0
0

0>Jr4e
」9cllll

<l>l

1200

1000

800

600

400

200

1

0

2 4 6
-2

8
0

0

Time, hr.

Fig. 3.3.35 TGA curve of fly ash fi1 ter after trapping cesium 
volatilized from Cs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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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6 Effect of filter bed temperature on cesium trapping 
quantity as a function of trapping time in air and 
hydrogen atm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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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탑 가스 속도의 영향

Fig. 3. 3. 37은 산화 및 환원분위기하 반응온도 800°C，반응시간 3시간 실험 

조건에서 각각의 공탑 가스 속도에 따른 필터 깊이 별 석탄회 필터의 단위 무게 

당 세슘화합물의 포집량을 보여주고 있다. 석탄회 필터의 세슘 표집량은 공탑 가 

스 속도가 낮은 경우 대부분의 세슘화합물이 필터의 전반부에 표집되는 반면에 

공탑 가스 속도가 크면 필터의 후반부까지 포집됨을 보여주고 있다. Fig. 3.3.39 
는 휘발된 세슘 화합물을 4% H2/Ar gas에 혼입하여 800°C에서 0. l&n/sec의 유속 

으로 3시간동안 반응한 석탄회 필터 5개 각각의 표면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Fig. 3.3.40에 나타난 것처럼 환원분위기하에서 석탄회 필터의 색이 변한 이 

유는 석탄회 중의 Fe203가 Fe◦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다.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 

의 색은 회색에서 검회색으로 변한다. 필터 깊이가 감소할수록 석탄회 필터의 세 

슘 표집면적이 증가한 반면에 필터 깊이가 증가할수록 세슘 포집 면적이 점점 줄 

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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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0 Photographs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in hydrogen atmosphere.

또한 Fig. 3,3.42에 공기분위기하 공탑 가스 속도가 증가할수록 단위 필터 

무게 당 표집되는 세슘화합물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더L 이러한 결과 

는 공탑 가스 속도가 증가할수록 세슘화합물이 필터내부에서 머무르는 접촉시간 

이 감소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한편，Fig. 3.3.43에서 나타난 것처럼 산화 및 분 

위기하 세슘발생량 0.6g-Cs2 0/h, 반응시간 3시간 및 필터 깊이 0.05m의 실험 조 

건에서 공탑 가스 속도 0.05m/sec부터 0.8m/seC까지 포집실험을 수행한 결과 세 

슘의 포집효율은 99. 9%로 나타났다.

환원분위기하 0.2m/Sec의 공탑 가스 속도에서 800°C의 반응온도에서 3시간 

세슘을 표집한 석탄회 기포필터의 앞면과 뒷면의 XRF 분석결과를 Table 3. 3.13에 

나타내었다. Table 3.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회 필터에 포집된 세슘 화합 

물의 형태는 Cs2◦였고 필터 전면 및 후면의 세슘 함유량은 각각 21.6wt.%, 
15.7wt.% 이었다. 필터 전면 및 후면의 세슘 함유량이 다른 이유는 필터 깊이에 

따른 포집 반응 시 세슘의 농도구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시료를 XRD로 분석한 결과，Fig. 4-36에 나타난 것처럼 석탄회 필 

터와 기체상 세슘이 반응하여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pOllUCite(CsAlSi206)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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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공탑 가스 속도에 대한 석탄회 필터의 세슘 포집특성은 실제 방사성 

세슘 성능시험에서 필터 tmit의 설계, 운전 정보, 필터 교환주기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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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1 Effect of superficial gas velocity on trapping 
rate of cesium as a function of filter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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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3.13 Compositions of the front and back side of the 
fly ash filter unit after trapping cesium by 
XRF

Component wt. %
Front Back

Si02 34.6 38.8
A12O3 25.3 26.0
CS2O 21.6 15.7
Fe2〔）3 7.1 6.9
CaO 7.2 7.9
MgO 1.9 2.3
Others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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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3 X-ray diffraction patterns for filters trapped 
cesium in air atmosphere.

IF : front-side of the first filter unit
2F : front-side of the second filter unit
5F : front-side of the fifth filter unit

나. 크립톤 포집 기술

(1) 서설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크립톤과 제논 가스는 그 발생량과 

방사능으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핵종으로 분류되며 0RE0X 공정에서 방출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핵분열로 인해 생성되는 전체 기체 중 방사능 노블 가스는 약 

10%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방사능 노블 가스의 90%는 Xe-133 나머지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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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85이다. Xe-133은 반감기가 5. 3일로 짧아 배출 후 몇 개월간의 냉각기간이 지 

나면 우려하지 않아도 될 미미한 수준까지 붕괴된다. 하지만 Kr-85는 10.8년의 

긴 반감기로 인해 누출된 후에도 장기간 동안 대기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100 
년 이상의 기간동안 안전한 저장과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불활성기체인 크립톤은 

화학적인 반응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크립톤을 분리 • 회수하기 위한 대부분의 

공정은 물리화학적인 기본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크립톤 가스 처리를 위한 물리화학적 기본원리가 실제 공정에 적용된 처리방 

법에는 저온증류/정류，용매흡수, 고체 매질 흡착, 그리고 막투과법이 있다. 이 

번 실험에서는 여러 처리 방법 중에서 고체 매질 흡착의 방법으로 크립톤 가스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크립톤 가스 처리를 위한 적절한 매질을 선정하고 선정된 매 

질을 처리하여 흡착능력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제올라이트의 기본구조는 Si04와 A104 사면체로 이루어진 다공성 알루미노 실 

리케이트 결정이다. 정사면체의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규소이온은 +4가의 양전하 

를 띠기 때문에 4개의 산소원자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중성을 나타 

나게 한다. 그러나 +3가의 알루미늄 이온들은 4개의 산소원자들에 의해 결합되어 

정사면체의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1 가의 음전하를 갖는다. 그러므로 각 알루 

미늄 사면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위에 +1 또는 +2가의 전하 

를 갖는 금속양이온이 존재하므로 구조적으로 안정하게 되고 이들 양이온은 제올 

라이트의 고유한 특성인 이온교환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이온으로 쉽게 치환될 수 있다.

제올라이트의 특이한 결정 구조는 산업적으로 유용한 각종 물리화학적 특성 

들을 유발시킨다. 일반적으로 제올라이트는 구조상의 공동 내에 많은 양의 물을 

함유하지만 쉽게 탈수가 된다. 이 탈수된 제올라이트는 적합한 크기와 형태의 무 

기 및 유기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흡착하게 된다. 제올라이트의 흡착 및 분자체의 

특성과 관련된 응용 분야로는 각종 가스의 탈수 목적을 위한 건조제로의 이용, 

특정 가스의 발생장치에 응용，천연가스 및 LPG에서의 S02 및 C02 등의 불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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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거에 응용，파라핀류 탄화수소의 추출에 응용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올 

라이트의 흡착능은 양이온의 위치와 종류，기공분표와 크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진다.

Kr-85 분석은 독일 연방 방사선 방호국(BfS)에서 활용하고 있는 BfS-IAR 방식 

을 참고하였다. 이 분석법은 세계기상기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되었으며，일본 MRI 및 독일의 기상대에서 

도 원천기술로 활용하고 있는 대기중 크립톤 가스 모니터링 방법이다.

BfS-IAR 방법에서 크립톤 가스 시료의 분리，정제단계는 표집단계에서 채취된 

혼합가스 시료를 분리•정제하여 순수한 크립톤 가스만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Fig. 3. 3. 44는 이러한 BfS-IAR 방법의 시료의 분리 • 정제에 대한 개념도이다. 크립 

톤 가스 표집 시스템에서 채취된 혼합가스 시료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제거 

하기 위하여 먼저 가스를 전처리 칼럼인 wet column(이산화탄소 제거)과 silica 
column(수분 제거)에 통과시킨다. 전처리 칼럼을 통과한 시료는 저온흡착과 가열 

탈착을 반복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활성탄이 충전된 trap을 일차적으로 

통과하게 된다. 저온흡착단계에서 시료 중 산소와 질소의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하 

고 크립톤을 포함한 나머지 가스 성분은 흡착에 의해 trap내 활성탄에 다시 흡착- 

포획된다. 이때 흡착된 가스는 가열탈착단계에서 탈착되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C1 으로 이동한다. Trap의 출구 line에는 TCD(Thermal Conductivity Detector)를 

설치하여 trap을 통과하는 가스의 조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Trap의 저온 

흡착단계에서 질소와 산소 등은 그대로 purge되고，가열탈착단계에서 크립톤을 포 

함한 혼합가스가 탈착되어 trap을 빠져나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Trap에서 탈착된 

크립톤 혼합 가스는 GC1 으로 이동되어 이차 분리된다. GC1 에서 분리된 가스 중 체 

류시간 차이를 이용한 밸브 조작으로 크립톤 주성분 가스만을 가스 크로마토그래 

피 GC2로 이송하고 일산화탄소，제논 등 다른 가스는 그대로 외부로 purge한다. 

이 단계에서 일산화탄소, 제논，라돈 등의 가스 성분이 주로 제거된다. GC1 에서 

분리되어 GC2로 이송된 크립톤 혼합 가스는 여기서 다른 가스성분과 최종적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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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Chromatogram of Trap 1

(a-2) Enlarged Chromatogram of Kr fraction in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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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hromatogram of G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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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 Determination of the amount of stable Kr by GC3

Fig. 3.3.45 Gas chromatic separation of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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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가) 매질 선정 실험

매질선정실험에 쓰인 제올라이트로는 4A( Beads, Sigma Aldrich社)， 

5A(Beads, Sigma Aldrich®:) 그리고 13X(pellets, Union Carbidejjit)를 사용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제올라이트를 Fig. 3.3.46에 나타내었다. 제올라이트 내부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S는 증류수로 세척하고 105 °C 의 oven 에서 24 

시간동안 건조시켰다. 건조시킨 제올라이트는 데시케이터에서 보관 후 100°C의 

수증기에 12시간동안 접촉한 후 105°C 에서 24시간동안 건조시킨 후 다시 데시케 

이터에 보관하였다.

크립톤 혼합가스를 제올라이트가 충진된 흡착 칼럼에 통과시킨다. 흡착칼럼 

을 통괴•하고 나오는 가스를 분석하기 위해 TCD(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가 설치된 Donam DS6200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였으며 가스의 흐름은 

Lokas 面t 의 GMATE2000A MFC (mass flow controller) 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흡착 

실험은 상온에서 수행하였으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column은 GS-Molsieve, 
30mx0.53mm를 사용하였다. 훕착실험에 사용된 크립톤 혼합 가스는 Ar balance-4% 
H2, 115ppm Kr 이 며 carrier gas는 Helium(99.99%) 4,6mL/min을 사용하였다. 가 

스 크로마토그래피 오븐의 온도는 50°C, detector의 온도는 125°C로 설정하였다. 

칼럼은 oven 온도 150°C에서 6시간 이상, 35°C 24시간 carrier gas를 통해 전처 

리하였다.

제올라이트를 종류별로 흡착 칼럼(내경: 15mm, 외경: 29mm, 내측높이: lOOnrni, 
외측높이: 140mm)어1 각각 10g씩 채우고 이 칼럼에 크립톤 혼합 가스를 30mL/miri의 

속도로 통과시킨다. 제올라이트가 충진된 흡착 칼럼을 통과한 크립톤 혼합가스를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하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연속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 

을 두고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장치를 Fig. 3.3.47, Fig. 3.3.48, Fig. 
3.3.49 그리고 Fig. 3.3.5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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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Zeolite 4A(Beads, Sigma 
AldrichMt)

(b) 13X(pellets, Union Carbide范t)

(c) 5A(Beads, Sigma Aldrich^t)

Fig. 3.3.46 Photographs of Zeo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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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7 The adsorption system of Kr and GC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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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 Chroma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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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CD Controller.

Fig. 3.3.48 Gas Chromatograph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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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9 Mass Flow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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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3.50 Krypton Adsorption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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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올라이트의 크립톤 흡착곡선을 Fig. 3.3. 51에 나타내었다. 크립톤 가스 

처리공정에서 흡착효율 80%일 때를 흡착공정 운전상의 파과농도로 보고 흡착효율 

이 80%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제올라이트 13X, 4A 그리고 

5A의 순으로 흡착효율이 80%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 제올라이트 

13X7} 52분，4A가 60분 그리고 제올라이트 5A가 72분으로 나타났다.

흡착효율이 80%로 떨어질 때까지 각 매질의 효율을 계산한 결과를 Fig.
3.3.52에 나타내었다. 각 매질별 단위 질량당 흡착량은 제올라이트 13X가 

48. 429mg Kr/g zeolite, 4A가 66. 485mg Kr/g zeolite 그리고 5A가 73. 302mg Kr/g 
zeolite 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통해 제올라이트 13X, 4A보다 5A가 크립톤 흡착 

에 있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올라이트 5A는 97.4%, 4A는 95.7% 그리고 

13X는 95.1%로 나타났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올라이트 5A가 13X, 4A보다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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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52 The krypton adsorption efficiency of each ze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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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올라이트의 탈알루미늄 처리

제올라이트의 전처리는 열 • 화학적 처리에 따른 구조적인 안정성을 증진시키 

고 제올라이트 내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흡착하고자 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흡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제올라이트의 탈알루미늄(dealuminization)은 제올라이트의 골격 

구조내의 알루미늄을 다른 원자로 치환하며，제올라이트의 열적 안정성을 향상시 

킨다. 또한 알루미늄 원자수의 감소로 제올라이트 내의 에-기의 농도 감소하여 

산의 세기가 증가하게 되며 세공내의 양이온에 의해 유효세공크기가 감소되어 세 

공내의 반응중간물질의 mobility가 감소됨에 따라 부생물질의 생성 억제 효과를 

가지게 된다. 탈알루미늄 처리는 주로 EDTA 처리법, 수열 처리법，산 처리법, 그 

리고 SiCl4 처리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실험에서는 탈알루미늄의 방법중에서 산 처리법을 이용하였으며 염산용 

액의 농도별 탈알루미늄 처리시킨 제올라이트의 크립톤 가스 흡착량을 측정하여 

흡착특성을 살펴보았다. 제올라이트는 앞선 매질 선정 실험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 

인 Aldrich面t의 Molecular Sieve 5A, 8-12mesh를 사용하였다. 앞에서와 같이 제 

올라이트 내부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공는 증류수로 세척하고 10 
5°C의 oven에 24시간동안 건조시켰다. 건조시킨 제올라이트는 데시케이터에서 보 

관 후 100°C의 수증기에 12시간동안 접촉시킨 후 105°C에서 24시간동안 건조시켰 

다. 탈알루미늄 처리를 위해 0.5N, IN, 2N 그리고 5N의 염산용액을 준비하였다. 

건조된 제올라이트는 염산용액 lOniL당 lg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12시간동안 

50-60rpm으로 교반하여 표면을 처리하였다. 탈알루미늄 처리를 한 제올라이트는 

중성이 될 때까지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105°C에서 24시간동안 건조하였다. 제올 

라이트 탈알루미늄 처 리 실험 방법을 Fig. 3. 3. 53에 나타내 었다.

제을라이트의 탈알루미늄 처리에 사용되는 염산용액의 농도에 따라 처리후 

제올라이트의 질량이 감소하였다 . 0.1N 염산용액에서는 질량감소가 10% 정도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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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N, 3N에서는 처리 후 감소 질량이 80%에 달하였다. 탈알루미늄 처리 염산 용 

액농도에 따른 제올라이트 질량 감소를 Fig. 3.3. 55에 나타내었다.

5A, 8-12 mesh 합성제올라이트를 署는 증류수로 세척

105 °C 에서 24시간 건조（수분제거）

100°C 에서 12시간 접촉

105°C에서 24시간 건조（수분제거） 

염산용액에서 12시간 교반(10mL HCl/g-zeolite, 50-60rpm)

증류수로 세척

105 °C 에서 24시간 건조

50 °C vacuum 보관

Fig. 3.3.53 Dealuminization trea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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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탈알루미늄 처리를 하지않은 제올라이트.

(b) 탈알루미늄 처리를 한 제올라이트.

Fig. 3.3.54 Photographs of zeo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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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5 The effect of the HCI solution concentration on 
zeolite weight los.

탈알루미늄 처리를 한 제올라이트를 사용한 크립톤 가스 흡착성능을 분석하 

기 위한 실험장치는 앞서 매질 선정 실험과 같은 실험장치로 구성했다. 제올라이 

트 흡착 칼럼을 통과하고 나오는 크립톤 가스를 분석하기 위해 TCD(Thermal 
Conductivity Detector)가 설비편 Donam DS6200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였 

으며 가스의 흐름은 Lokastt 의 Gnate2000A MFC (mass flow controller) 를 이용하 

여 조절였다. 흡착실험은 상온하에서 수행하였으며 GC의 column은 GS-Molsieve, 
30mx0. 53mm을 사용하였다. 흡착실험에 사용된 가스는 Ar balance-4% H2, 115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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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lOmL/min이며 carrier gas는 Helium(99.99%) 4.6mL/min을 사용하였다. Oven의 

온도는 50°C, detector의 온도는 125°C로 설정하였다. Column은 oven 온도 150°C 
에서 6시간 이상，35°C 24시간 carrier gas를 통해 전처리하였다.

제올라이트를 종류별로 흡착 칼럼에 각각 10g씩 채우고 이 칼럼에 크립톤 혼 

합 가스를 30mL/min의 속도로 통과시킨다. 제올라이트가 충진된 흡착 칼럼을 통과 

한 크립톤 혼합가스를 솔레노이드 벨브를 이용하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연속적 

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결과를 Fig. 3.3.56에 

나타내었다.

0.5N 염산용액으로 처리한 제올라이트의 크립톤 흡착량은 17mg Kr/g 
zeolite, IN 염산용액로 처리한 제올라이트의 크립톤 흡착량은 35mg Kr/g 
zeolite, 2N 염산용액으로 처리한 제올라이트의 크립톤 흡착량은 152mg Kr/g 
zeolite, 5N 염산용액으로 처리한 제올라이트의 흡착량은 0. lmg Kr/g zeolite였 

다. 그리고 염산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은 제올라이트의 크립톤 흡착량은 55mg 
Kr/g zeolite로 나타났다. 0.5N 염산용액，1N 염산용액 그리고 5N 염산용액으로 

처리한 제올라이트의 경우 처리하지 않은 제올라이트에 비해 크립톤 흡착량이 감 

소하였다. 2N 염산용액으로 처리한 제올라이트의 경우 염산용액으로 처리하지 않 

은 제올라이트에 비해 약 3배가량 흡착량이 증가하였다.

탈알루미늄 처리 유무와 탈알루미늄 처리에 사용한 염산용액의 각각의 농도 

에 따른 제올라이트의 표면적, 기공크기 및 부피는 BET(Brunauer-Emmett-Tel 1 er) 
측정장치(Micrometrics ASAP 2400)를 이용하였다. 또한 이들 시료의 표면결정화 

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 Siemens, D5000)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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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7 The effect of the dealumination on krypton 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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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8 Micrometrics
ASAP 2400.

Fig. 3.3.59 X-ray 
diffraction, 
Siemens, D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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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 측정 결과를 Fig. 3.3.60과 Fig. 3.3. 61에 나타내었다. 탈알루미늄 처 리 

한 제올라이트의 경우 100A 이하의 작은 기공이 많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처리하지 않은 제올라이트를 탈알루미늄 처리한 경우의 기공분포 곡선과 

비교할 때 대체로 큰 기공이 많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올라이트의 

총 세공 용적 중 100A을 경계로 하여 각각 차지하는 세공 용적 비율을 계산하면 

탈알루미늄 처리하지 않은 제올라이트의 100A 이하의 기공에 의한 세공 용적은 

22.3%이고, 2N 염산용액으로 탈알루미늄 처리한 제올라이트의 경우 42.5%로 총 

세공 용적 중 모세기공이 갖고 있는 세공 용적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제올라이트를 2N의 염산용액으로 탈알루미늄 처리하는 경우 제올라이 

트의 결정구조 변화에 따른 세공확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 

하기 위해 제올라이트의 결정구조 변화를 알 수 있는 XRD를 Fig. 3.3.62에 나타 

내었다. Fig. 3.3.63에 제올라이트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탈알루미늄 처리에 따 

라 제올라이트 표면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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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treated with HCI solution

(b) treated with 2N HCI solution

Fig. 3. 3. 62 X-ray diffraction of xeo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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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탈알루미늄 처리를 하지 않은 
제올라이트

(b) 탈알루미늄 처리한 제올라이트
Fig. 3.3.63 SEM images of zeolit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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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1. 산화 및 환원분위기에서 석탄회 필터를 이용하여 규산 세슘, 요요드화 세슘 및 

수산화 세슘으로부터 휘발된 기체상 세슘화합물을 포집실험 한 결과 반응생성 

물이 pollucite(CsAlSi206) 및 Cs-nephe 1 ine(CsA 1SiO4) 임을 확인하였다. 석탄회 

필터는 세슘화합물의 종류 및 분위기 가스에 상관없이 모두 600°C부터 기체상 

세슘을 포집하였고 이들을 況M으로 표면 형상을 관찰한 결과 석탄회 필터 표면 

에 비슷한 형상으로 세슘이 표집되었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석탄회 필터를 배 

기체 세슘 포집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포집온도를 최소 600°C 이상 운전하는 것 

이 필요하다.

2. SEM-EDX 분석을 통하여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 표면의 세슘함유량을 분석 

한 결과 이론적으로 구한 pollucite(CsAlSi206) 중 세슘함유량과 거의 일치하 

였다. 또한 석탄회 필터의 표면 위에 세슘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포집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3. 석탄회 필터의 세슘 포집량은 포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는 표 

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가하여 일어나는 것으로，석탄회 필터 

의 세슘 포집반응은 흡열반응에 의한 화학 흡착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산화 및 환원분위기하에서 세슘발생량 0.6g-Cs20/h, 반응시간 3시간 및 필터 

깊이 0.05m의 실험 조건에서 포집온도(800°C 〜1000°C)어1 따른 석탄회필터의 

포집성능을 시험한 결과 산화 및 환원 분위기 모두 세슘 표집효율이 99.9% 이 

었다.

5. 산화 및 환원분위 기하 세슘발생량 0.6g-Cs2O/h, 반응시 간 3시 간 및 필터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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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m의 실험 조건에서 공탑 가스 속도(0.05m/sec 〜 0.8m/sec)에 따른 세슘 

표집실험을 수행한 결과 공탑 가스 속도가 감소할수록 대부분의 세슘화합물이 

필터의 전반부에 포집되는 반면에 공탑 가스 속도가 증가할수록 필터의 후반부 

까지 포집되었다. 그리고 공탑 가스 속도(0.05m/sec〜0.8m/sec)에서 포집효율 

은 99.9% 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실제 운전시에 공탑 가스 속도가 증가할 

수록 필터 층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사용후핵연료 400g 가공 중에 발생된 방사성 세슘을 석탄회 필터층(58mm(0) X 

90 mm(H))을 이용하여 포집온도 750°C, 공탑 가스 속도 0.18m/sec 조건하에서 

포집 실험한 결과 방사성 세슘 포집효율은 99%로 나타났다. 따라서 석탄회 필 

터가 방사성 세슘 포집시 향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7. 크립톤 가스 흡착을 위한 매질 선정 실험에서 각 매질별 단위 질량당 흡착량 

은 제올라이트 13X7} 48. 429mg Kr/g zeolite, 4A가 66. 485mg Kr/g zeolite 그 

리고 5A가 73.302mg Kr/g zeolite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통해 제올라이트 

13X, 4A보다 5A가 크립톤 흡착에 있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제올라이트 5A를 이용한 탈알루미늄 실험에서 0.1N 염산용액에서는 질량감소 

가 10% 정도였으나 2N, 3N에서는 처리 후 감소 질량이 80%에 달하였다.

9. 0.5N 염산용액，1N 염산용액 그리고 5N 염산용액으로 처리한 제올라이트의 경 

우 처 리하지 않은 제올라이트에 비해 크립톤 흡착량이 감소하였다.반면에 2N 

염산용액으로 처리한 제올라이트의 경우에는 염산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은 제 

올라이트에 비해 약 3배가량 흡착량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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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ET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제올라이트를 2N의 염산용액으로 탈알 

루미늄 처리하는 경우가 염산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제올라이트의 

표면적은 감소하였으나 미 세기공과 세공용적 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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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고방사성폐기물 특성분석 및 처리기술 개발

1. 폐피복관(hull)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

가. 페피복관의 발생, 분포핵종 및 방사능 양

(1) 폐피복관의 발생

가압경수로형 사용무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무핵연료 봉을 절단 

하여 얻은 rod cut을 질산용액에 넣어 용해시키면 핵연료는 질산용액에 용해되 

고, rod cut은 고체폐기물인 폐피복관(hull) 상태로 발생된다(chop and leach 

method) 용해과정에서는 폐피복관 이외에도 spacer, end-cap, spring과 같은 

structural component와 절단과 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폐피복관 조각이 

나 structural component 조각들로 구성되는 cladding debris(혹은 fine) 등이 

발생한다.

건식핵연료제조공정에서는 가압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봉을 절단하여 얻은 

rod cut을 slitting한 후 산화，환원분위기에서 연속적으로 반복 열처리하는데 

이 열처리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분말이 핵연료 피복관으로부터 분리되며, 피복 

관은 미량의 사용후핵연료가 잔존하는 폐피복관 형태로 발생된다.

폐피복관에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이외에도 피복관 원료물질 중에 분함되어 

있는 원소의 방사화로 생성되는 방사화생성물(예컨대 Fe-59, Ni-63, Co-60등)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핵분열생성물 등을 포함하는 핵연료 잔재 등이 피복관 내면 

에 고작되어 있어, 폐피복관은 CL-방사능은 물론 Y- 방사능도 대단히 '높은 

TRU 폐기물로 분류된다.

(2) 폐피복관에 존재하는 핵종[3-4-1]

폐피복관에는 원자로 내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연소하면서 생기는 핵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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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악티나이드, 방사화생성물 등과 같은 방사성물질들이 존재한다.

（가）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

핵분열에 의하여 생성되는 원소의 종류는 약 30종에 이르며 동위체까지 포함 

하면 약 100여종 이상이 된다. 거의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은 처음에는 P-선 및 

Y-선을 방출하면서 붕괴되어 안정한 핵종으로 변환되어 간다. 중요한 핵분열 생 

성물로서는 1-131（ 반감기:8일）， Ce-141（32.5 일）, Zr-95（65일）， Ce-144（284
일 ）, Ru-106（1 년 ），Cs-134（2. 1년 ），Eu-154（8. 6년） , Kr-85（ 10. 8년），H-3（12. 3 
년）,Sr-90（29년），Cs-137（30년），Te-99（20만년），1-129（1 천7백만년） 등이 있다. 

1-129와 같이 장 반감기를 가지면서 핵분열 수율이 낮은 핵종이 수 종류 존재하 

기는 하지만，위험도 측면에서 더 중요한 핵종은 30년 이상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핵종들이다.

（나） 악티나이드（actinide）

악티나이드 원소는 원자로 내에서 우라늄이 중성자를 몹수하면서 생성되는 

플루토늄（Pti）, 넵피움（Np）, 아메리슘（Am）, 큐리움（Cm） 등이 해당한다. 악티나이 

드 중에서 플루토늄은 핵연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회수하고 있지만，그 밖의 

물질들은 현재로선 그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 

다.

악티나이드는 대부분 a-붕괴를 하면서 안정한 동위원소체인 납으로 변환되어 

간다. 발생되는 악티나이드의 종류와 발생량은 원자로 형에 따라 다르다. 예컨 

대, MAGN0X로에서는 플루토늄의 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메리슘과 큐리움의 양 

은 미미하다. 가압경수로형에서는 연료가 더욱 다량의 중성자 조사를 받으므로 

원자번호가 큰 악티나이드의 발생량이 많다.

a-선은 투과력이 약하기 때문에 방사선 방호상 그다지 두꺼운 차폐가 필요하 

지 않다. 그러나 ci-선은 에너지가 크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체내에 흡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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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위험하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로서 다량의 악티나이드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a-선이 호흡기나 음식물의 섭취를 통하여 인체에 침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고정화 시킨 후 격리 저장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악티나이 

드 중에는 수년에서 수억 년에 이르는 반감기를 가지는 핵종 들이 있다. 방사능 

관점에서는 장반감기 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능 양이 단반감기 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능보다 될씬 작다.

（다） 방사화생성물（activation product）

방사화생성물은 원자로 내에서 중성자가 구조재, 냉각재，피복재 등에 흡수 

되면서 생성된 후 13-선, X-선을 방출하면서 붕괴되어 간다. 방사화생성물에 의한 

총방사능은 핵분열생성물의 총방사능에 비하여 대단히 작다. 반감기는 아주 짧은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그 중에는 비교적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 

다. 예컨대 Ni-63（반감기 100년）은 철강이 조사를 받아 생성되고 C-14（반감기 

5730년）는 감속재，철강，공기 등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질소가 조사를 받아 생 

성된다.

（3） 폐피복관에 분포하는 방사능 양[3-4-1]

사용후핵연료에 표함되어 있던 핵분열생성물 및 악티나이드의 대부분은 플루 

토늄과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하여 재처리하는 용해과정에서 용매에 녹아 액체폐 

기물로 된다.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인출하는 당시에는 대단히 높던 방사능은 저 

장풀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저장되는 동안 단반감기 핵종의 대부분이 붕괴 및 

소멸되므로 방사능 총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원자로에서 방출된 후 최초 1개월 

사이에 방사능준위는 약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그 후 500년 정도 경과하면 

10만분의 1로 다시 100만년 정도 경과하면 100만분의 1로 감소한다.

악티나이드는 재처리 하는 경우 방사능 양이 100만분의 1정도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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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과정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약 99.9% 회수되며 남아 있는 아메리슘과 

큐리움 등이 방사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초 수백 년 동안에 방출되는 방사능은 대부분 핵분열생성물에서 방출되는 

것으로 주로 Cs-137, Sr-90 등의 핵종이다. 300〜3000년 동안에는 Am-241 이 중요 

한 핵종이며 이후로는 Tc-99m, Zr-93, Cs-135 등의 붕괴가 현저해지며，10만년 

정도 후에는 1-129도 붕괴되어 간다. 이때 주요한 악티나이드 핵종은 Np-237로서 

원자로에서 방출될 때 존재하던 것 이외에 Am-241 의 딸 핵종으로 새로이 생성된 

것도 함께 존재한다.

핵분열생성물 및 악티나이드의 붕괴에 수반되어 방출되는 a-선, P-선，궁-선 

에 기인하는 열량은 대단히 크다. 최초 수백 년 간의 열 발생은 주로 핵분열생성 

물에 기인한다. 악티나이드에 의한 발열량은 매우 작지만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발생된다. 방출되는 열량은 각 핵종의 붕괴속도 이외에 방출되는 방 

사능의 에너지에도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a-입자의 붕괴 에너지는 유-，Y-방사선 

에 비하여 매우 크다. 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무핵연료 증에 존제하는 우 

라늄과 '플루토늄 전량이 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열발생량은 재 

처리를한 경우보다 약 10 배 이상 크다.

피복관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방사화(Fe-59，Ni-63, Co-60 등) 및 우라늄 

과 플루토늄,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하는 연료파편의 고착 등으로 인하여 피복관으 

로부터는 대단히 높은 a-방사능 및 Y-방사능이 방출된다.

폐피복관으로부터 이 러한 핵 연료파편을 제거하고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수 

하여 재순환시킴과 동시에 핵분열생성물을 고준위방사성 폐액에 녹여내는 공정 

을 거치면 악티나이드에 의한 방사능 양은 상당부분 감소한다. 하지만 악티나이 

드의 일부는 여전히 피복관에 남아 있어 장수명 방사능을 가지는 고준위폐기물로 

취급된다.

- 255 -



나. 습식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피복관(hull)의 방사화학적 

특성분석 [3-4-2]

Chop and leach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PWR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공정에서 

는 폐피복관 이외에도 핵연료봉의 봉단마개 또는 스프링 등과 같은 구조물로부 

터 나오는 인코넬과 스테인레스강 성분의 구조개(structure material) 및 fine 

material이나 cladding debris 등이 제처리 폐기물로 발생한다.

인코넬과 스레인레스강이 주성분인 structure material의 경우 Co-60과 같은 

방사화생성물이 structure material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와 같은 방사화생성물로 인하여 structure material은 상당히 높은 y- 선량을 

가지고 있다. Structure material에는 핵분열생성물도 어느 정도 부착되어 있는 

데 이는 핵연료 용해조에서 용해되는 과정에서 부착된 것이며 이로부터 

structure material 등은 핵연료 용해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방사능에 오염된다 

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Restani [3-4-2] 등은 연소도 30, 000 MWd/tU 냉각기 간 5년인 PWR 사용후핵연 

료의 습식재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피복관(hull)에 대하여 연구하고 열적, 방사 

학적 특성을 보고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Dose rate 및 감마핵종의 방사능 측정

5년의 냉각기를 거친 지르칼로이 연료봉의 습식 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피 

복관의 경우에 대한 dose rate 및 감마핵종의 방사능 측정 결과를 Table 3.4.1 에 

나타내었다. 0.5m 떨어진 지점에서의 감마 dose rate는 약 10 — 50 mR/hr(평균 

25+8 mR/hr)이었다.

Structural component의 경우에는 900±750 mR八로 폐피복관의 경우보다 평 

균값이 약 30배 정도 높으며 그 편차도 상당히 컸다. 감마스펙트로미터를 사용하 

여 측정한 결과 이러한 편차의 폭은 Co-60과 Mn-54로부터의 방사능 편차의 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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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o-60과 Mn-54로부터 방출되는 방사능량은 궁극적 

으로 조사전 핵연료 element의 structural material에 포함되어 있는 Co-59와 

Fe-54의 함유량에 따라 다르다.

지르칼로이 폐 피복관으로부터의 방사능은 원자로 내에서 방출되는 핵분열생 

성물 등으로부터 유래한 방사능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방사화생성물 중에서는 

Sb-125가 유일하게 눈에 될 정도로 총방사능량에 기여하고 있다. Structural 

material의 경우에는 전체 방사능 증에서 방사화생성물에 의한 방사능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Table 3.4. 2). 방사화생성물로부터의 방사능에 비하여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핵분열생성물로부터도 방사능이 방출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핵연 

료를 용해시키는 과정에서 비롯된 방사능이다.

(2) a-autoradiography[3-4-3]

지르칼로이 폐피복관 표면에서의 정성적인 TRU 방사능 분표를 측정하기 위하 

여 a-autoradiography 를 사용하였다. 폐피복관을 길이 방향으로 절단한 후 

stamping 장치를 이용하여 폐피복관 표면에 a-방사능에 민감한 필름을 부착시키 

면 a-입자 들이 방출되는 과정에서 필름에 궤적이 생긴다. 이 궤적은 필름을 에 

칭함으로써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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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Dose rate and radioactivities from UP-2 reprocessing of 
a spent fuel element (cooling period： 5years,burnup： 
30,000MWd/tU)

Material

y-dose rate 
at 50 cm and 

standard 
deviation 

(mR/h)

Fission product 
activity and 

standard 
deviation 

(mCi/kg waste)

Activation product 
activity and 

standard deviation 
(mCi/kg waste)

Cs-137 Ru-106 Co-60 Mn-54

Zircaloy-4 25±8 540土29% 460±36% 64土30% 3. 4土16%
Stainless Steel

Inconel 900+750 300土85% 370 18,500+55% 325+100%

Zircaloy-4(73^) 
+

Stainless Steel,
Inconel(37^)

〜 200 〜 480 〜 440 〜5,000 〜 90

Table 3.4.2 Mean fission and activation product activities in Zircaloy-4 
hulls and assembly hardware of from UP-2 reprocessing of a 
spent fuel element (cooling period： 5years, burnup： 
30,000MWd/tU)

Material

Fission and activati 
(mCi/kg zircaloy-4 for 

assembly

on product activity 
uills, mCi/kg waste for 
hardware)

Sb-125 Cs-137 Ru-106 Cs-134 Ce-144 Co-60 Eu-154 Mn-54

Hulls Zircaloy-4 760 542 458 162 70 64 21 3.4

Structure
Material

Stainless 
Steel 

Inconel
300 370 18,500 325

Cladding
Debris

Zircaloy-4(73 %、
+ Stainless

Steel,
Inconel(37%)

480 440 5,00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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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칼로이 폐피복관은 그 오염의 정도가 균일하지는 않지만, 내부와 외부 

모두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 폐피복관 내부에서 가장 바깥 부분에 위치하는 표 

면층에는 국부적으로 대단히 높은 d-방사능으로 오염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주위의 오염 분포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폐피복관 

표면으로부터 이러한 고방사능 부분(hot spot)을 제거하여야만 폐피복관의 특징 

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고방사능 부분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실제 핵연료 

잔재들이 침적되어 있는것을 알수 있다 (Fig. 3.4.1 〜 Fig.3.4.2). 이들 핵연료 

잔재들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실제 cellulose nitrate 필름 

을 반복적으로 접촉시키면 상당량의 방사능이 제거될 수 있다.

폐피복관을 길이방향으로 반으로 절단한 경우 양쪽에서의 a-방사능 분표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습식처 리인 경우, 핵연료를 용해조에서 용해하는 과 

정에서 침적되는 방사능 물질의 양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한 

쪽보다 월씬 더 많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ull의 변형 정도 

역시 오염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Fig. 3. 4. 2).

지르칼로이 폐피복관의 외부 표면은 내부표면에 비하여 될씬 균일하게 오염 

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외부표면에서의 오염이 주로 핵연료 용해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의 침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르칼로이 폐피복관의 내부에는 충분히 세척 또는 용해되지 않은 핵연료의 

잔재와 지르칼로이와 핵연료 간 상호작용에 의한 부식물질 및 핵분열 과정 중 

recoil process 또는, 열확산에 의하여 Zr02 층에 침투되는 소량의 핵분열생성물 

들이 침적되어 있다.

(3) 지르칼로이 폐피복관에 대한 악티나이드 분석[3-4-2]

지르칼로이-4 폐피복관 시편을 3M 질산/2M 불화수소 용액에 녹인 후 용액을 

동위원소 희석법 (isotope dilution analysis method)으로 분석하거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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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metry 기술을 적용하여 지르칼로이-4 폐피복관에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다.

1 cm

Fig. 3. 4.1 Periscope image of the inside of a Zircaloy hull(cut 
length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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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 Periscope image of the inside of a Zircaloy hul1(two halves).

(가) 우라늄과 플루토늄에 대한 동위원소희석 분석법

분석에 사용하는 각각의 시편에 대한 지르칼로이 용액으로부터 두 개씩의 시 

편용액을 준비하고 하나의 시편용액에는 spikes U-233과 Pu-242를 넣는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분리는 음이온 교환 컬럼 방법에 의하여 nitrate 착화 

합물 상태로 행해진다. 이를 위하여 플루토늄을 NaNOz를 이용하여 4가의 산화상 

태로 전환시키고 우라늄은 6가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Nitrate 착화합물의 안 

정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음이온교환 컬럼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산에의 용리 

(elution)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원소(element) 들은 계속하 

여 이온교환수지를 통과시킴으로써 정화시키며 정화된 용액은 rhenium ban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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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발시켜 mass spectrometer(MS) 용의 시료로 사용한다.

상기 시편에 대하여 MS를 사용하여 측정해 낸 spike된 우라늄과 플루토늄 과 

unspike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질량비로부터 dilution principle에 의하여 방사 

성동위원소 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결과를 Table 3.4. 3에 나타내었다. 우라 

늄과 플루토늄의 분포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르칼로이 시편을 조사하였다. 육 

안 조사의 결과와 a-autoradi ography 결과로부터 얻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함량은 

각각 380 ~ 2,130mg U/kg Zry, 6.3 — 25.3mg Pu/kg-Zry이다. 특히 한쪽이 막힌 

폐피복관이나 심하게 찌그러진 폐피복관의 경우에는 a-핵종의 농도가 더 높은 것 

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용해되지 않은 핵연료가 보다 용이하게 폐피복관 내부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시료에서의 Cs-137의 방사능 변화는 심하지 않으 

며 우라늄 양과의 관계를 그래프에 나타내면 어느 정도의 직선적인 경향만을 보 

일 뿐이다. (Fig. 3.4.3) 반면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85 : 1이 라는 어느 정도 일 

정한 존재 비를 유지하고 있다. (Fig. 3. 4. 4) 이는 핵분열생성물의 침적은 fissile 
material의 침적과 어느 정도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cladding waste에 남아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양을 알아보기 위하여 

Cs-137을 기준 핵종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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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3 Uranium, plutonium concentrations and isotopic 
compositions in Zircaloy-4 hull

Uranium 1,132 mgU/kg-Zry Plutonium 13.6 mgPu/kg-Zry

Uranium
Isotopes

U-234 0.025 wt%

Plutonium
Isotopes

Pu-238 1.33 wt%

U-235 1.19 wt% Pu-239 61.01 wt%

U-236 0.38 wt% Pu-240 23.12 wt%

U-238 98.41 wt% Pu-241 10,08 wt%

- - Pu-242 4.46 wt%

total 100wt% total 10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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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 Cs-137/uranium ratio in PWR Zircaloy hulls (5 years after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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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4 uranium/plutonium ratio in PWR Zircaloy hulls.

5년의 냉각기를 거친 핵연료에서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평균 함유량은 각 

각 1,130mg U/kg-Zry, 13.6mg Pu/kg-Zry이다. 표준편차를 감안하더 라도 Gue 등 

이 passive neutron measurement 방법에 의하여 즉정한 값인 10.7mg Pu/kg-Zry와 

도 상당히 잘 일치하고 있다.

(나) a-spectrometry 기술

지르칼로이 시편 용액을 tetra-ethylene glycol(TEG)와 혼합한 후 스테인리 

스로 된 회전판에 놓고 휘발시킨다. Oven에서 가열 후 조제물에 대하여 실리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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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면 처리한 검지기를 사용하여 a-spectrum을 측정한다. 총 a-방사능은 지르 

칼로이 시편용액을 약 50배 정도로 희석한 후 측정한다.

Am-241과 Pu-238의 peak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Am-241 에 의한 방사능양은 시 

료용액으로부터 먼저 Pu-238을 제거한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4가인 플루토늄은 

tri -octyl -amine( T0A) 또는 thenoyl tri-fluoro-acetone(TTA) 를 사용하여 추출한 

다. 플루토늄을 제거하고 남은 용액에는 3가의 아메리슘과 큐리움이 들어있는데 

이 용액을 휘발시키고 남은 조제물을 질산에 녹인다. 질산용액에 대하여 a 

-spectrometry 기술을 적용하여 Am-241 과 Cm-244의 양을 구한다. 냉각기가 5년인 

폐피복관에 대한 실험 결과 총 a-방사능양은 6.7 mCi/kg-Zry이고 이중에서 에는

4. 5 mCi/kg-Zry, Am-241 은 0.9 mCi/kg-Zry, Cm-244는 1.25 mCi/kg-Zry를 차지하 

여 각각 67%, 14%, 19%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Am-241 과 Cm-244 방사능 측 

정 시에 소량의 Am-243과 Cm-242가 포함되어 있다. Am-243은 Am-241 의 low 

energy tail에서 사라져 버린 후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 Cm-242의 방사능은 

항상 0.1 mCi/kg-Zry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4) 지르칼로이 폐피복관의 세척

평균적인 P-방사능 값을 가지는 2〜3개의 폐피복관 시편을 초음파 수조 

에서 6M 질산용액으로 15분간 세척하면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방사능 총량이 핵종 

에 따라 약 10-40% 정도 감소한다[3-4-3]. 세척 후 하나의 폐피복관을 택하여 

잔여 우라늄과 플루토늄 양을 검사한 결과 폐피복관 표면에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던 a-핵종이 대부분 제거되었고，특히 우라늄의 경우에는 약 40ppm 정도로 상 

당히 낮은 값을 유지하였다. 폐피복판에 잔존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양을 이 

들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절한 세척과정을 거침으로써 페피복관에 잔존하 

는 卜핵종의 양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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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피복관 표면으로부터 깊이에 따른 핵종농도 분포[3-4-2]

차폐된 상태에서 SIMS를 사용하여 지르칼로이-4 시편의 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농도분포를 정성적으로 측정하였다. SIMS는 우선 

일차이온이 시편의 표면에 충격을 가하여 시편의 표면을 부식시키면 

부식된 부분으로부터 시편의 화학조성에 따라 서로 다른 2차 이온이 

방출된다. 원자 또는 분자상태의 이차이온은 quadrapole mass 

spectrometer를 거쳐 질량에 따라 분리된다.

SIMS에 의한 깊이 분포를 Fig. 3.4. 5 ~ Fig. 3. 4. 9에 표시하였다. 이들은 02+ 
이온으로 지르칼로이 표면에 충격을 가한 경우이다. 이차이온의 강도는 충격을 

가할 때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 및 원자번호 등에 따라 달라진다.

Fig. 3. 4. 5에서는 Zr-90과 Zr-94 및 Zr0+-106, Zr0+-108 들이 초기에는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다가 어느 깊이 이상에서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부터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층의 두께를 알 수 있다.

Fig. 3.4.6에서는 핵분열생성물 중 상당 부분이 폐피복관의 안쪽 표면에 

recoi 1 particle로서 implant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사한 핵종 중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인 Sr-88은 표면으로부터 가장 깊은 곳(약 12/zm)을 통과하여 들어가 

며 Cs-137은 약 10/zm를 통과하여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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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ing Cycles

Fig.3.4. 5 SIMS depth profile on the inside of a Zircaloy hull 
(Intensities normalized to mass 106(Z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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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6 SIMS depth profile on the inside of a Zircaloy 
hull(fission product intensities vs. surface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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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7 SIMS depth profile on the inside of a Zircaloy hull 
(uranium concentration compared to the fiss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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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8 SIMS depth profile on the outside of a Zircaloy hull 
(oxide layer thickness around 7〜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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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9 SIMS depth profile on the outside of a Zircaloy hull 
(uranium concentration compared to the fiss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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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133과 Cs-137의 분포 경향은 상당히 유사한데 이로부터 이들 핵종의 이동 

과정에서 확산거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U0+를 

2차 이온으로 detection 하였을 때 우라늄 농도의 변화를 Fig. 3. 4. 7에 나타내었 

다. 폐피복관의 내부표면에서 우라늄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우라 

늄의 대부분이 산화층 위에 침적되어 있거나 또는 산화층 안에 포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actinide 들의 거동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폐피복관을 세척하는 경우 우라늄은 다른 핵분열생성물보다 월씬 큰 폭으로 감소 

하게 되어 폐피복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제거된다.

폐피복관의 내부 표면에 분포하는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폐피복관 표면에 부착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우라늄과 세슘의 양 

사이에 거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폐피복관의 외부표면의 산화층의 두께는 약 7~8；!/111이다(처또3.4.8). 폐피복 

관의 외부표면에서 깊이에 따른 우라늄과 핵분열생성물의 농도는 그 분포 경향이 

서로 유사한데 이는 우라늄과 핵분열생성물이 핵연료 용해과정에서 폐피복관의 

외부표면에 부착되었기 때문이다.

폐피복관의 표면에서 깊게 들어갈수록 모든 핵종의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 

며 이런 현상은 폐피복관의 내부 표면에서 우라늄의 분포와 유사하다 

(Fig.3.4.9).

(6) 지르칼로이 핵연료 폐피복관에 대한 표면구조해석

(가) 산화층 분석

지르칼로이-4 폐피복관 표면에는 얇은 산화막이 형성된다. 이 산화층은 폐 

피복관 표면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여 준다. 산화증은 폐피복관의 외부에서 될 

씬 두껍고 광범위하게 형성된다. 폐피복관의 내부에서는 폐피복관이 조사 받는 

과정에서 U02 핵연료와 반응하여 산화층을 형성한다. 산화층의 두께는 폐피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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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부에서는 약 6.5-11.5 ym이며 내부에서는 약 1~2한n 정도이다. 국부적으로 

는 ZrC）2 증이 약 8//m까지 형성되는 곳도 있는데 이는 손상된 폐피복관 표면이 

핵연료 용해과정에서 산의 공격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환원펀 우라늄은 지르칼로이-4 폐피복관 표면과 작용하는 과정에서 용해되어 

산화층에 금속성의 우라늄이 풍부한 U/Zr합금을 형성한다. 그러나 원자로 운전조 

건 하에서는 낮은 반응속도와 확산속도 때문에 그 총량은 많지 않다. a-emitters 
는 heavy fission fragment와 충돌하여 산화층 내부에 implant 될 수 있다. 이들 

은 폐피복관 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라 그 양이 지수적으로 감소하며 implant 
될 수 있는 깊이는 최대 l/，m 정도이다. Implant 되는 a-emitters의 총량은 핵연 

료와 피복관 사이에 존재하는 상의 경계조건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폐피복관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산화층의 표면이 거칠면 거칠수록 핵 

연료 용해과정에서 방사능 침적물이 잘 부착되며 이때 특히 수화된 초우라늄 이 

온들이 잘 부착된다. 이러한 이온들은 산화층과 거의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착된 후에는 질산용액에 의해서도 쉽게 제거할 수 없다.

（나） 폐피복관 내부표면에 대한 SEM 분석

지르칼로이-4 폐피복관을 8 x 8 mm 크기로 절단，세척하고 압축하여 SIMS 분 

석에 사용한다. 시편은 neutron field에서의 조사와 hydride 칠전 형성 후에는 

약한 상태로 변화한다. 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균열이 수평방향으로 형 

성된다. 조금 큰 균열은 주로 chopper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폐피복관 내부표면은 대부분은 매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부적으로는 

거친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ground material로부 

터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actinide의 경우에도 우라늄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거친 표면에 좀 더 쉽게 부착되며 따라서 매믄한 표면에서의 세척보다 더 어 

려울 것이다. 이러한 지역은 특별히 연약하여 기계적 충격이 가해지면 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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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생기게 된다.

균열형태를 살펴보면 표면층은 10-30/Tm 까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Zr02 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a-Zr(O) 상까지 계속된다. 이 아래에 compact하 

고 단단한 base material이 존재한다.

다. 건식재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피복관의 일반적 특성

(1) 피복관 특성실험에 사용한 사용후핵연료

건식공정에서 배출되는 폐피복관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리 1호기에서 

연소시킨 연소도 27,300MWd/tU(G23-5B) 및 울진 2호기에서 3주기 동안 연소시킨 

연소도 65,000MWd/tU(K23-M03)에서 발생된 두 가지 종류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특성을 각각 분석 및 비교하였다. 이 실험에 사용한 핵연료 피복관의 

이력을 Table 3.4.4 - Table 3. 4. 7에 나타내었다.

Table 3.4.4 History of spent PWR fuel for this experiment (by ORIGEN 
code)

고리 1 호기 사용후핵연료(G23-5B)
(27,300 MWD/MTU)

울진 2호기 사용후핵연료(K23-M03)
(65,000 MWD/MTU)

O 방출년도 : 1986. 10. 24
O 초기농축도: 3.21 wt%
O 기타 관련 이력 (option)

- Cycle 4 〜 Cycle 7

O 방출년도 : 2001. 5. 15
O 초기농축도: 4.2 wt%
O 기타 관련 이력(option)

-제 8주기 ('97.6.14-'98. 8.23, 436일 )

-제 9주기 ('98.10. 24-'00.1.7, 441일 )
-제 10주기 ('00.3.3-'01.5.15, 43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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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5 Comparison the characteristics (by ORIGEN code)

특성 값 27,300 MWD/MTU 65,000 MWD/MTU 비 고

악티나이드원소 

총량

- 9.72x105 g/MTHM
- 6.13x104 Ci/MTHM

- 9.30x105 g/MTHM
- 1.97x105 Ci/MTHM

-Mass: 비슷

-방사능: 약 2. 5배 

증가

핵분열생성물 

총량

- 2.81x104 g/MTHM
- 2.13x105 Ci/MTHM

- 6.82x104 g/MTHM
- 1.76x106 Ci/MTHM

-Mass： 2배 증가

-방사능: 약 8. 5배 

증가
총량

(Activation 
생성물+악티나이 
드+핵분열생성물)

- 1.13x106 g/MTHM
- 2.74x105 Ci/MTHM

- 1.13xl06g/MTHM
- 1.96x106 Ci/MTHM

Table 3.4.6 Characteristics of major component of actinides (by ORIGEN 
code)

동위 원소(%) 27,300 MWD/MTU 65, 000 MWD/MTU 비 고

U-235/Total (U+Pu) 1.06 % 0.32 %
Pu-239/Total (U+Pu) 0.51 % 0.84 %
Pu-241/Total (U+Pu) 0. 06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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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7 Characteristics of fission products (by ORIGEN code)
주요 고려 대상 

핵분열생성물
27,300 MWD/MTU 65, 000 MWD/MTU 비 교

Fission Gas 
(H-3, C-14, Kr-85,

1-129 & 131,
Xe-133)

• 1-131 없음
• 총 방사능 : 3.1X103

Ci/MTHM

• 1-131 미량 함유
• 총 방사능 : 1.5X104

Ci/MTHM
약 5배 증가

Semi-volatile
Fission Product

O Ru-106 • 거의 없음 • Ru-106 방사능 약
104배 증가

O Cs element
- 총 방사능

• 6.05 xl04 Ci/MTHM 
(Cs-137 방사능: Cs-134 
보다 100 배 높음)

• 4.32x105 Ci/MTHM 
(Cs-134와 Cs-137의 
방사능 비슷)

-약 7배 증가

O Rd-106 - 방사능 거의 미미함 - 핵분열생성물이 전체 
activity의 약 12%를 

차지
OSr-90
- 전체 FP 방사능에의 
기여도

- 20.5% - 6.9% 반감기 영향

Rare Earth Element
- 전체 FP 방사능에의 

기여도
- 총 함량

-약 21%

-2.8X104 g/MTHM

-약 30%

-6.8X104 g/MTHM

약 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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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식재처리공정에서 발생한 폐피복관의 특성

폐피복관의 특성은 EPMA로 핵종의 종류，농도 및 이들 핵종의 농도분포를 관 

찰하였으며，전도성 레진을 사용하여 마운팅하였다. EPMA의 probe size 및 측정 

간격은 1押，분석한 핵종의 종류는 표준시편의 사용이 가능한 원소 즉, Nd, Zr, 
Sr, Y, Mo, Ru, Rh, Pd, Cd, Ba, La, Ce, U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핵연료의 

제조, 장전, 취급 및 원자로에서 연소 중에 핵연료와 피복관의 갭이 항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폐피복관 한 개에 대하여 서로 마주보는 부분에 대하 

여 측정하였다. 측정거리는 15〜35/해 정도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며, 피복관 내면 

에서 피복관 쪽으로 측정하였다.

(가) 연소도 27,300MWd/tU 폐피복관의 특성

Fig. 3.4.10은 연소도 27,300MWd/tU의 EPMA 시료이며 그림에 보이는 십자 표 

시는 농도측정 구간을 나타낸다. 측정방향은 그림에서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측 

정하였다. Fig. 3.4.11 ~ Fig. 3.4.12는 연소도 27,300MWd/tU 피복관 내면의 특 

성이다. Fig. 3. 4.11과 Fig. 3. 4.12는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한 피복관의 특성 인 

데, 피복관 재료인 Zr의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피복관 끝단에 약 1 \vt.%정도의 

우라늄이 관찰되었으며, recoiled fission product 층의 두께는 피복관 안쪽으로 

약 5/zm 정도로 관찰되었다. 피복관 내면 가까운 위치에 Mo, Pd, Ru 등의 농도가 

다른 핵종에 비하여 높게 관찰되었다. Fig. 3.4.13 은 동일한 연소도 다른 위치 

의 피복관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Recoiled된 F.P층의 두께는 앞의 시료와 같이 5 
/zm 정도로 관찰되었으며，이 부분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시료에서 우라늄이 관찰 

되지는 않아 연소도 27,300MWd/tU 정도의 핵연료의 경우 핵연료-피복관의 분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Fig. 3.4.14는 피복관 내면에서 플루토늄의 강도를 측정한 사진이다. 이 실 

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Pu 등 TRU 물질은 recoiled F. P와는 달리 피복관 표면 

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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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15는 피복관 내면에 형성된 산화층의 두께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소 

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윗부분은 산소의 농도 profile을，아래 부 

분은 베의 농도 profile을 측정한 그림이다. Fig. 3.4.14를 통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Pu는 피복관 외면에만 존재하므로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한 산소의 농도 

peak을 PuO2의 형태로 고착되어 있는 예의 농도 peak와 일치시켜 산소층의 두께 

를 추정하여 보면, 산화층의 두께는 약 1~2@ 이며, 이 두께에 해당하는 피복관 

내면의 recoiled된 F. P는 산화물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5,으로 표시한 부분은 Fig. 3.4.12 - Fig. 3.4.13을 통하여 관찰한 

recoiled F. P 층의 두께이다.

Fig. 3.4.16은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한 Cs와 I의 농도 intensity인데, 그림 

에서와 같이 피복관 내부에 recoiled된 Cs와 I 핵종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3.4.17은 동일한 시료의 피복관 외면에 형성된 산화막으로 약 70/zm의 

두께를 나타내었으며 방사성 핵종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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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0 Cladding hull of 27,300MWd/tU for measuring the 
concentration of nucl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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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 Concentration profile of Zr of 27,300MWd/tU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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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2 Concentration profile of recoiled F.P of
27, 300MWd/tU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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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Position

Fig. 3. 4.13 Concentration profile of recoiled F.P of
27, 300MWd/tU hull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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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4 Concentration profile of Pu of 27,300MWd/tU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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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pi I I

Fig. 3. 4.15 Relative intensities of oxygen and Pu at the end of the 
hull of 27,300MWd/tU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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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16 Relative intensities of cesium and iodine at the end of 
the hull of 27,300MWd/tU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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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피복관

Fig. 3.4.17 Oxide layer at the out-side of the hull of 27,300MWd/tU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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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소도 65, OOOMWd/tU 폐피복관의 특성

연소도 65, OOOMWd/tU 폐피복관의 경우 Fig. 3.4.18에서와 같이 연소도 

27,300MWd/tU 폐피복관에 비하여 내부 표면에 약 6배 이상 높은 농도의 우라늄 

핵종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오랜 기간 연소로 인하여 피복관-핵연료 상호 

작용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소도 65, OOOMWd/tU 폐피복관 시료의 recoiled 

F.P층의 두께는 Fig. 3.4.19 ~ Fig. 3. 4.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6〜8,으로 관 

찰되어 연소도 27,300MWd/tU 피복관의 경우에 비하여 F.P층의 두께가 약 10-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3. 4.22는 EPMA로 측정한 산화층，피복관 외면에 부착된 U 및 recoiled 

F.P 층의 그림을 스케일에 맞도록 겹쳐놓은 그림이다. 그림에서 붉은색 및 초록 

색 농도 profile은 각각 U 및 산화층을 나타내며，가운데 겹쳐놓은 그림은 

recoiled F. P층，그리고 황색 띠는 산화층의 두께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피복관 내에 있는 산화층은 TRU, recoiled F.P층 모두를 포함하고 있 

으므로 이 산화층만 제거할 수 있다면，중•저준위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이들 산화막들은 況내으로 관찰 결과 Fig. 3.4.23 과 같이 취 

성이 있어 부서지기 쉬운 성질이 있으므로，산화막의 두께 및 특성들을 잘 조절 

한다면 폐피복관 표면에 고착된 TRU 및 F.P 층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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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8 Concentration profile of U of 65, OOOMWd/tU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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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9 Concentration profile of F.P layer of 
65,OOOMWd/tU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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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0 Oxide layer of the hull of 65,OOOMWd/tU 
burn-up.

Acc.V 
20.0 kV

Fig. 3.4.21 Concentration profile of U and oxygen of 65,OOOMWd/tU 
burn-up hull.

- 290 -



산화층
（12傅i）

F.P층 Hun 끝단

（切매）

分 피복관 I 핵연료 숫

Fig. 3.4.22 Concentration profile of U, oxide layer and recoiled F.P 
of 65,OOOMwd/tU burn-up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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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3 SEM image of oxide layer of 65,OOOMWd/tU burn-up.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특성분석 결과 산화층은 TRU, recoiled F. P층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산화층만 제거할 수 있다면, non-TRU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이들 산화막들은 취성이 있어 부서지기 쉬운 

성질이 있으므로, 산화막의 두께조절 및 산화막의 특성을 잘 이용한다면 폐피복 

관 표면에 고착된 TRU 및 F.P 층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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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피복관처리를 위한 기술성 분석 및 기초실험

가. 폐피복관처리를 위한 기술성분석

미국 법규에 따르면 "TRU 폐기물은 원자번호 92번 이상이고 반감기 20 
년 이상인 a 방출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량이 100 nCi/g(=0.1 
mCi/kg-Zry) 이상이고 열발생율이 2 kW/m3 이상인 폐기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습식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피복관에는 약 0.1% 정도의 핵연료가 잔류하게 되 

는데 이로인해 폐피복관에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이 외에 방사화생성물 및 핵분 

열생성물 등이 포함되어 a-방사능은 물론 P-, Y- 방사능도 대단히 높다.

습식 재처리 후 폐피복관에 잔류하는 방사능은 폐피복관 단위 질량을 기준으 

로 할 때 Table 3.4.4와 같다[2]. 이에 의하면 폐피복관은 단위 질량 당 방사능 

이 2,087 mCi/kg-Zry으로서 TRU 폐기물 취급 기준인 100 nCi/g(=0.1 mCi/kg-Zry) 
을 월썬 초과하는 고방사성 물질이다.

이와 같이 건식공정이나 습식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피복관은 모두 방사능 준 

위가 매우 높은 TRU 폐기물로 분류，처리되는데 폐피복관의 표면을 절삭함으로써 

방사능의 양을 TRU 폐기물 기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 또한 폐피복관으로부 

터 방출되는 열발생율이 TRU 폐기물 기준 이하로 낮아질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1) 방사능 양의 감소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폐피복관은 단위 질량 당 방사능이 2,087 
mCi/kg-Zry으로서 TRU 폐기물 취급 기준인 100 nCi/g(=0.1 mCi/kg-Zry)을 월씬 

초과하는 고방사성 물질이다. 한편 폐피복관 표면으로부터 깊이에 따른 핵종의 

분포 상태는 Cs-137, Sr-88, Ba-138, La-139, Eu-154와 같은 핵분열생성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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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폐피복관 표면으로부터 10-15 /zm 내에 존재한다. 또한 U, Pu 등과 같은 CI- 
핵종은 폐피복관 표면으로부터 5/zm 내에 99.5% 존재하고 5/zm - 15/zm 이상에서는 

양이 급격히 감소한다. 나머지 0.5%는 폐피복관 표면으로부터 약 20Am이상 되는 

내부에 존재한다.

Table 3.4.8 Mean activities of fission and activation product and 
a-nuclides in Zircaloy-4 hulls of from UP-2 reprocessing of 
a spent fuel element(cooling period : 5years, burnup : 
30,OOOMWd/tU)

핵분열생성물 방사화생성물 a-핵종

핵종
방사능 

(mci/kg Zr) 반감기 핵종

방사눙 
(mci/kg

Zr)
반감기 핵종

방사능 
(mci/kg

Zr)
Cs-137 542 30.1 년 Sb-125 760 2.70 년 Pu(t) 4.51

Ru-106 458 372 일 Co-60 64 5.27 년 Cm-244 1.24

Cs-134 162 2.10 년 Mn-54 3.4 312 일 Am-241 0.90

Ce-144 70 285 일

Eu-154 21 8.80 년

합계 1253 합계 827.4 합계 6.65

따라서 폐피복판표면으로부터 약 20^ 정도를 절삭하면 폐피복관에 존재하 

는 핵분열생성물 및 a-핵종으로부터 발생되는 방사능의 크기가 대폭 감소되어 페 

피복관으로부터 방출되는 a-핵종의 방사능은 6.65 x 0.005 = 0.03325
mci/kg-Zry로 된다. 이 수치는 TRU 기준인 100 nCi/g( 0.1 mCi/kg)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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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출열량의 감소

TRU 분류 기준인 열발생율 2kW/m3 을 zircaloy 피복관에 적용하면 약 

0.31W/kg( ingot밀도 100%기준)에 해당한다. 연소도 32, 000 MWd/tU, 냉각기 간 15 

년인 PWR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ORIGEN II code로 얻은 폐피복관의 열적 특성을 

Table 3.4. 9에 나타내었다. Table에서 핵연료봉이 방출된지 약 30년이 지나면 피 

복관에서의 발열량이 0.162W/kg로서 TRU분류 기준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Table 3.4.9 Heat generation from the cladding hull after discharge 
(W/kg-Zry)

/€SY □SCHX£ 5.0YR lO.OYR*1 15.0YR 20.0YR I 25.0YR 30.0YR 35.0YR 40.0作I 45.0YR 50.0YR
ZWCTW 8.162688 0.019246 0.008439 0.0(效948 0.001924! 0.000964 0.000491 0.000253, 0.000132 6.98178E^5 3.76256E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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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ircaloy-4 피복관의 표면의 제거

레이저기술을 이용하여 비조사화된 zircaloy-4 피복관의 표면을 제거한 후의 

상태를 Fig. 3.4. 24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레이저 기술을 이용 

하여 폐피복관 표면으로부터 약 50/페 정도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 

다.

(4) 기술성분석결과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피복관에 관하여 laser 기 

술을 이용하여 폐피복관 표면으로부터 20/zm 정도를 절삭하면 폐피복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총 방사능량(Total Radioactivity)은 0.03325 mci/kg-Zry로 되어 TRU 
기준인 100 nCi/g(0.1 mCi/kg)이하로 되며, 방출열량 측면에서도 핵연료 방출 후 

30년이 지나면 발열량이 0.162 W/kg로서 TRU 기준인 0.31 W/kg이하로 유지되므로 

이로부터 hull의 non-TRU 폐기물로의 전환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폐피복관 처리를 위한 기초실험

(1) Ion-gun에 의한 폐 피복관 표면제거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이용하여 방향을 조정한 이온의 흐름을 이온 빔 Uon 
Beam)이라고 한다. 이온 건(Ion Gun)은 Cathode에서 발생된 전자와 외부로부터 

주입된 작용 가스의 분자(혹은 원자)를 충돌시켜 가스 분자를 이온화시키고 이를 

이온빔의 형태로 방출하는 장치이다. 이온 건은 100eV의 에너지를 지닌 이온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이 러한 에너지를 가진 이온이나 전자는 1,000,00아(의 온도 

에 상응한다. 플라즈마 공정과 비교했을 때, 광폭의 빔 소스는 빔의 에너지, 전 

류 밀도와 방향 그리고 공정 압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광폭의 빔 소스는 낮은 공정 압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때문에 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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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부터의 오염도가 낮은 공정에 적합하다.

이온 소스는 우주개발 경쟁시대에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의 궤도 수정용 엔진 

으로 처음 개발되었으나 후에 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서 산업용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현재는 광범위한 용도로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이온 건에서 방출되 

는 이온을 이용한 코팅 및 코팅면 세정도 이를 이용하는 공정의 한 예이다. 이온 

건을 이용한 세정공정은 넓은 면적(수 Inch〜수십 Inch)에 균일한 이온-빔을 조 

사(bombarding)할 수 있고 비교적 높은 이온 에너지(50〜1,500eV)를 얻을 수 있 

으며，또한 대부분의 불활성가스 및 활성가스 일부에서 손쉽게 이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Ion-gun은 경 기도 안성 에 있는 J&L Tech(http://www. jnltech. co. 노이라고 하 

는 중소기업체가 mobile phone에 삽입되는 반도체 기판을 건식 세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장비이다. 약 200〜500Torr의 진공조건에서 filament를 가열시켜 발생하 

는 전자를 이용하여 Ar 기체를 이온화한 다음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세정대상 물 

체에 조사하여 표면에 오염되어 있는 불순물 또는 피막재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이를 이용하여 산화막이 형성된 피복관 표면의 산화막을 제 

거하고자 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피복관은 알코올을 표면에 도표한 후 이를 약 

120°C로 유지되는 열풍건조기에 5시간 정도 방치하여 산화 피막을 형성시켰으며， 

이를 Fig. 3.4.25에 나타내었다. 실험의 초기단계이 었으므로 산화피막의 두께는 

측정하지 못하였으나，형성된 피막의 두께는 2앤를 념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 

다. 실험에 사용한 ion-gtm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의 세정 목적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복관의 산화피막 제거에 알맞은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 

나 Ar ion으로 2시 간 정도 에칭한 후에 Fig. 3. 4.26과 같이 피 막이 모두 제거됨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에칭속도는 1 /zm/hr 정도로 측정 되었다.

이번에 사용한 이온 건은 반도체 기판에 물리적으로 흡착되어 있는 미세한 

이물질을 기판의 손상 없이 제거하는 용도로 제작된 장치이었으므로，물리•화학 

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핵연료 잔류물 및 recoiled된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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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온 건을 피복관 표면제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에니지의 이온을 생성시켜 에칭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장비의 개조 

가 필요하고，에칭의 최적화를 위한 실험과 자동화를 위한 공정개발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또, 이번에 사용한 이온 건은 약 10시간 사용 후에 filament를 교 

체하여야 하는 등 빈번한 유지•보수가 요구되어 hollow cathode와 같은 plasma 

source의 대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공정은 반도체 기판의 세정 목적으로는 산업적으로 정착된 기술이므로, 

피복관 오염표면을 기계적으로 1차 제거한 후, 2차적으로 정밀 세정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공정으로 판단된다.

Fig.3.4.25 Hull sample for etching by plasma ion-gun(before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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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6 Hull sample for etching by plasma ion-gun(after 
etching).

(2) Nd-YAG Pulse Laser에 의한 폐피복관 표면제거

Nd-YAG pulse laser 역시 반도체 웨이퍼，패키징 몰드의 세정 등에 활용되는 

상용기술로 (주)아이엠티(http://www. imt-c. co. kr/)가 개발한 정밀세정 시스템이 

다. 레이저는 금속재료에 국부적으로 수 천도에 이르는 높은 열을 가할 수 있어 

지금까지 레이저에 의한 재료의 가공, 절단，절곡, 벤딩, 판금 및 용접에 이르기 

까지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주〉아이엠티에서 개발한 레이저 세정장비는 레이저 충격파(Laser Shock)를 

이용한 세정방식으로 작은 전류로 일시에 높은 전압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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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세정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기술이며, 역시 반도체 에칭 

잔류물 및 나노 스케일의 미세 이물질 제거에 적합하도록 만든 장치이다.

레이저 클리닝 기술은 기존의 기계적, 화학적 세정 방법과 비교하여 매우 취 

약한 모재에도 손상없이 표면 오염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어떠한 

마모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비접촉식 세정 공정이며, 매우 정밀한 세정이 가능하 

고, 로봇 등을 이용한 자동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건식 세정 공정이므로 현재 

의 원자력 기술개발 추세에도 일치되는 기술이다.

레이저 빔 조사시 재료 표면에서는 광열적，광화학적，기계적 상호작용이 발 

생하며， 이때 오염 물질은 순간적으로 방출하여 제거되며 이를 도식화하면 

Fig. 3.4.27과 같다.

Fig.3.4.27 Cleaning mechanism by pulse 
laser.

Pulse laser에 의한 피복관 내면 제거 실험을 위한 시료는 Fig. 3.4.28 〜 

Fig.3.4.30과 같이 절개하여 평판화한 후 산화시킨 시료, 핵연료를 대신한 세라 

믹 재료, 형태를 변형하지 않은 피복관 등을 이용하였다. 시료표면에 생성된 1 
회 pulse laser 흔적은 Fig. 3.4.31과 같이 폭 약 5mm, 길이 약 15mm 정도를 나타 

내었으며 제거된 두께는 zircaloy-4 피복관의 경우 약 25/zm, 세라믹 재료의 경우 

약 35/zm 정도를 나타내었다. Pulse laser에 의하여 금속 피복관에 형성된 흔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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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를 측정한 결과를 Fig. 3.4.32에 나타내었다. 제거된 표면의 깊이는 표면 거 

칠기 측정 장치인 HOMMEL TESTER T8000 wavesystem™을 이용하였으며，Fig. 3. 4. 33 

에 시험 중인 시료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이 정도의 제거 깊이는 현재 확인한

27,300 MWd/tU Burn-up의 고리 G23 PWR 폐피복관의 경우 산화층 및 recoiled 핵 

분열생성물 층의 두께가 각각 약 3 pm 및 6 /zm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1회의

pulse laser 처리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한 두께로 판단된다.

Fig.3.4.28 Oxidized cladding samples for peel-off 
treatment by pulse las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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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9 Ceramic sample for peel-off treatment by 
pulse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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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0 Surface of hull treated by pulse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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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1 Surface of oxidized hull treated by pulse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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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condition: 
-Power: 10 W 
-Frequency: 10 Hz/s 
-Pressure: 1 atm 
-Beam size: 8 mm

0 1000 2000 3000 4000 5000

Distance, jim

Fig.3.4.32 Removed thickness of oxidized hull surface treated with 
one shot of pulse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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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3 Measuring the removed thickness of oxidized
hull surface.

(3) 기타 방법에 의한 폐피복관 표면제거

과제기간 중에 위에 기술한 방법 외에 폐피복관의 표면을 제거하기 위한 여 

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다. 즉，사포(sand paper), SUS 브러시, SUS wheel 브러 

시 등의 방법으로 폐피복관의 오염된 표면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SUS 
브러시 및 SUS wheel 브러시에 의한 방법은 폐피복관 표면과의 마찰계수가 적어 

거의 폐피복관 표면제거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사포에 의한 제거는 효과적이기는 

하나 자동화, 수명이 다된 사포의 폐기물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어 좀 더 개선의 

여지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Fig. 3.4.34. 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처 리하기 전 

피복관의 두께，Fig. 3. 4.35 〜 Fig. 3. 4.37은 처 리 방법 및 처 리 후의 두께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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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그림이다.

Fig.3.4.34 Thickness of un-treated cladding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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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35 Thickness of treated cladding hull with 
san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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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4. 36 Thickness of treated cladding hull with SUS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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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7 Thickness of treated cladding hull with SUS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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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FDF 폐기물 저장용기 설계

DFDF 핫셀에서는 2000년 초부터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건식공정 산화 

물핵연료 분말 및 펠렛 제조，연료봉 제조와 이들의 제조에 따른 특성시험을 수 

행하고 있다. 이 핫셀에서 취급하는 핵물질의 형태는 절단 연료봉, 분말, 압분 

체, 소결처L 가공 부스러기, 시료 등이 있고，주요 시험장치는 OREOX furnace, 

mixer, press, sintering furnace, 연료봉 용접장치, 계량 및 즉정 장치 등이 설 

치되어있다. DFDF 핫셀에서 시험 중 발생하는 폐장비와 시험이 완료된 후 이 핫 

셀에 설치된 시험 및 유틸리티 장비는 일부 재활용장비를 제외하고 모두 해체하 

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지정장소로 운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현재 핫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50리터 폐기물드럼에 적재하여 핫셀 밖 

으로 반출하고 있으나 이 용기는 부피가 작은 폐기물만을 적재할 수 있다. 따라 

서 폐장비 및 해체폐기물 등 부피가 큰 핫셀 폐기물을 적재하여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서는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전용 저장용기가 필요하다. 이 저장용기는 사용 

후핵연료 분말을 취급한 고방사성 분위기에서 오염된 핫셀 폐기물을 적재하여 장 

기간 저장하여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작업 중 또는 저장 중에 작업자의 

피폭저감, 제염의 용이성, 오염의 확산방지 및 장기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 

여야 한다.

가. 핫셀 폐기물 저장용기의 설계기준

DFDF 핫셀에서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공정 중 또는 제조시험이 완료된 

무 해체시 발생하는 고방사성 고체폐기물은 발생장소에서 수집, 분류, 포장하여 

연구소내의 지정 저장시설인 RWTF로 운반하여 저장한다. 이때 발생하는 고체폐기 

물은 폐기물의 부피에 따라 50리터 폐기물드럼 또는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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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저장용기에 적재하여 운반한다. 앗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부피가 적은 

폐기물은 기존에 사용중인 50리터 폐기물드럼 (Fig. 3. 4. 38)에 넣어 핫셀 천장에 

위치한 반출구에 solid waste cask(Fig. 3.4.39)를 안치하여 폐기물드럼을 적재 

한 후 RWTF의 monolith(Fig. 3.4.40)로 운반하여 저장한다.

부피가 커서 50리터 폐기물드럼에 적재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은 특수하게 설 

계/제작된 저장용기에 넣어 MTF로 운반하여 저장한다. 이러한 핫셀 고체폐기물 

의 포장 및 소내 수송은 원자력법 및 과기부 고시, 방사선안전관리규정，핵물질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방사성폐기물관리규정 등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되어야 한 

다. 본 절에서는 DFDF 핫셀에서 핵연료 제조시험 중 또는 제조시험 완료 후 발생 

하는 고체폐기물로 부피가 커서 50리터 폐기물드럼에 적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제작할 예정인 저장용기의 설계기준을 개략적으 

로 기술한다.

- 312 -



Fig. 3.4.38 50 liter drum for ILW/HLW 
radioactive waste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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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9 Solid waste cask for 50 liter 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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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설계기준

설계하고자 하는 고체폐기물 저장용기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 과 

정에서 DFDF 핫셀에서 발생하는 부피가 큰 고방사성 고체폐기물（시험장치 해체폐 

기물 포함）을 연구소 내에 위치한 RWTF로 운반하여 저장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 

/제작될 수송/저장 검용용기이다. 이 용기의 적재대상 폐기물은 PIEF와 IMEF 핫 

셀에서 기 사용중인 50리터 폐기물드럼에 적재 할 수 없는 부피가 큰 고방사성 

고체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저장용기의 크기는 DFDF 핫셀에 설치된 시험장치중에서 해체했을 때 부피가 

가장 큰 sintering furnace와 OREOX furnace를 적재할 수 있도록 용기의 내경이 

1,080 mm, 내부 높이가 900 mm로 설계한다. 또한 RWTF 저장구역에 설치된 크레인 

의 취급용량이 10톤임을 고려하여 폐기물 적재후 총중량이 7톤 이하가 되도록 설 

계 한다.

DFDF 핫셀에서는 핵연료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반출되는 고체폐기물에 

핵연료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저장용기당 운반대 

상 내용물에 DFDF 핫셜에서 시 험목적으로 사용된 사용후핵 연료（ 연소도 : 35, 500 
MWD/MTU, 농축도: 3.21%, 14년 냉각） 약 2 g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약 1 Ci）이 

표함된다고 가정한다.

저장용기는 IAEA의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TS-R-1）, 국내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 

령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과기부령 제 30호），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과기부고시 저U0아-23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과기부고시 저120아-19호） 등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저장용기는 저장대상 폐기물의 방사능 값을 산출하여 표장물의 종류를 결정 

하고 저장용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차폐 • 격납 및 열전달 특성을 갖추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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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고방사성 물질을 장기 저장하는 저장용기임을 고려하여 격납계통이 0.3 
kg/m2 하에서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격납계통의 모든 밀봉장치 • 

밸브 및 개구부는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밀봉을 보장할 수 있 

도록 설계한다.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운반물은 외부표면 300 cm2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제거성 오염의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또는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cm2당 4 Bq 이하, 그외의 알파방출체의 경우 cm2당 0.4 Bq을 초과할 수 없도록 표 

면제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저장용기는 수평 또는 수직상태로 운반이 가능하 

며, 운반시 취급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 용기 외부에 크레인 취급을 위한 인 

양고리(lifting lug)와 지게차 취급을 위한 지게차용 홈(forklift pocket)을 부 

착한다.

저장용기의 전체적인 형상은 기 보관중인 폐기물용기와의 조화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원통형으로 하고, 본체(cask body)와 뚜정(shield lid)으로 구성한다. 

본체와 뚜정은 장기저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모두 스테인리스강 구조물로 내부에 

는 납으로 주조한 형태로 제작되어 차폐성능을 유지시킨다. 뚜정은 볼트로 고정 

되며 내부에 삽입된 오링 (o-ring)을 압착하여 밀봉을 유지하며，인양고리는 용기 

의 총 중량의 3배에 해당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표장물 종류 결정

저장용기는 IAEA의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TS-R-1),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과기부령 제 30호),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과기부고시 저U0아-23호)，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과기부고시 제20아-19호)에 따라 포장물의 종류를 결정한다[3-4-4].

A형 운반물로 허용되는 최대 방사능량은 1A1 및 1A2로 과학기술부 및 IAEA 규 

정에 명시된 표에 정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운반물의 형태에 따라 쓰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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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선원과 같은 특수형방사성물질에 해당되며, a2 값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과 같은 일반적인 개봉선원에 적용된다. 종류가 분명한 단일 방사성 핵종 

에 따라 명확하게 Ai 및 A2 값을 제시하고 있으나，사용후핵연료 혹은 방사성폐기 

물과 같은 혼합 방사성 핵종은 과기부고시 2001-23호의 제 8조 및 IAEA ST-1 의 

404항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A2 값을 결정한다.

A — ----- 1------

죡 XG)

f(i) : 혼합 방사성물질 중에서 핵종 i의 방사능 농도비율 

x(i) : 핵종 i에 대한 각각의 A2 값

또한 혼합 핵종 운반물에 대한 A형 운반용기의 허용기준은 IAEA ST-1 의 414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y C(0

c(j) : 핵종 i에 대한 방사능

A2(j) : 핵종 i에 대한 각각의 A2 값 

상기 두 식에서 X(i) 및 쇼이이는 같은 값이다. 그리고，첫 번째 식에서 핵종 i의

방사능 농도비 율은 /(?) = 꼭~ 이 다.

T : 전체 방사능 값

결국에 A2 값에 대한 첫 번째 식은 ▽거 도.) 와 같으며，A형
곡X나) ?X(z)

운반용기의 허용기준에 대한 두 번째 식도 到로 표시할 수 있

다. 저장용기에 적재하는 페기물중에 약 2g의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가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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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가정하고 A2값을 구하였다. Table 3.4.10에는 핵종별 방사능 값을 고려하 

여 산출한 A2 값을 나타내었다. 계산결과，저장용기의 A2 값은 1 A2 보다 작은 

0. 3795 A2 이므로, A형 운반용기에 해당된다.

(3) 발열량

보수적으로 저장용기 당 약 2g의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가 고체폐기물 내에 

표함 되 었다고 가정할 때 이들 핵연료로부터의 발열량은 Table 3. 4.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0.003 Watt에 불과함으로 냉각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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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0 Activity value of nuclides in DUPIC fuel(2 gHM)

Nuclides Activities
(TBq/2gHM) X(i)(TBq) Activities/X(i) Remarks

Be-10 4.956E-14 6.000E-01 8.261E-14
Si-32 5.916E-16 5.000E-01 1.18況-15
P-32 5.917E-16 5.000E-01 1.183E-15
Cl-36 5.996E-10 6.000E-01 9.994E-10
Ar-39 2.888E-12 2.000E+01 1.444E-13
K-40 1.712E-16 9.000E-01 1.902E-16

Ca-41 9.381E-12
Mn-54 2.55 況-13 1.000E+00 2. 553E-13
Fe-55 8.467E-09 4.000E+01 2.117E-10
Co-60 1.114E-06 4.000E-01 2.785E-06
Ni-59 5.216E-10
Ni-63 7.675E-08 3.000E+01 2.558E-09
Zn-65 8.991E-13 2.000E+00 4.496E-13
Se-79 2.239E-10 2.000E+00 1.120E-10
Kr-85 1.928E-06 1.000E+01 1.928E-07
Rb-87 1.210E-14
Sr-90 2.858E-03 3.000E-01 9.526E-03
Y-90 2.85犯-03 3.000E-01 9.529E-03
Zr-93 1.010E-07

Nb-93M 5.562E-08 3.000E+01 1.854E-09
Nb-94 6.939E-12 7.000E-01 9.913E-12
Mo-93 6.346E-13 2.000E+01 3.173E-14
Tc-98 2.886E-16 7.000E-01 4.123E-16
Tc-99 1.462E-08 9.000E-01 1.624E-08
Rh-102 1.012E-09 5.000E-01 2.023E-09
Ru-106 1.459E-08 2.000E-01 7.294E-08
Rh-106 7.294E-07 2.000E-01 3.647E-06 Ru-106
Pd-107 5.375E-09
Ag-108 5.308E-11 9.000E-05 5.898E-07 no relevant data

Ag-108M 5.964E-10 7.000E-01 8.519E-10
Ag-109M 1.712E-11 9.000E-05 1.902E-07 no relevant data
Ag-110 4.461E-13 9.000E-05 4.957E-09 no relevant data

Ag-llOM 3.354E-11 4.000E-01 8.386E-11
Cd-109 4.280E-12 2.000E+00 2.140E-12

Cd-113M 3.124E-07 5.000E-01 6. 24犯-07
Sn-119M 1.684E-12 3.000E+01 5.614E-14
Sn-121M 8.426E-09 9.000E-01 9.363E-09
Sn-126 3.967E-08 4.000E-01 9.919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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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s Activities
(TBq/2gHM)

X(i)(TBq) Activities/X(i) Remarks

Te-125M 3.767E-08 9.000E-01 4.186E-08
Sb-125 1.544E-07 1.000E+00 1.544E-07
Sb-126 5.554E-11 4.000E-01 1.389E-10

Sb-126M 3.967E-10 9.000E-05 4.408E-06 no relevant data
1-129 1.677E-11

Cs-134 4.197E-07 7.000E-01 5. 996E-07
Cs-135 2.739E-10 1.000E+00 2. 739E-10
Cs-137 3.930E-05 6.000E-01 6. 55犯-05

Ba-137M 3.718E-03 6.000E-01 6.197E-03 Cs-137
Ce-142 1.480E-12 9.000E-05 1.645E-08 no relevant data
Ce-144 7.710E-08 2.000E-01 3.855E-07
Pr-144 7.710E-08 2.000E-01 3.855E-07 Ce-144

Pr-144M 9.253E-10 9.000E-05 1.028E-05 no relevant data
Pm-146 1.479E-08 9.000E-05 1.644E-04 no relevant data
Pm-147 1.479E-04 2.000E+00 7.393E-05
Sm-147 3.025E-13
Sm-151 1.986E-05 1.000E+01 1.986E-06
Eu-152 3.035E-07 1.000E+00 3.035E-07
Eu-154 1.176E-04 6.000E-01 1.960E-04
Eu-155 3.206E-05 3.000E+00 1.069E-05
Gd-153 9.777E-14 9.000E+00 1.086E-14

H0-I66M 7.093E-11 5.000E-01 1.41犯-10
Tm-171 5.507E-15 4. 000E+01 1.377E-16
Re-187 3.124E-16
Pt-193 8.189E-17 4.000E+01 2.047E-18
Tl-206 8.430E-16 9.000E-05 9.367E-12 no relevant data
Tl-207 6.291E-13 9.000E-05 6.990E-09 no relevant data
Tl-208 3.857E-10 6.000E-01 6.42 犯-10 Bi-212
Pb-205 9.146E-17
Pb-209 8.871E-15 5.000E-04 1.774E-11 Th-229
Pb-210 1.017E-14 5.000E-02 2.034E-13
Pb-211 6.308E-13 7.000E-03 9.012E-11 Ra-223
Pb-212 1.074E-09 2.000E-01 5.368E-09
Pb-214 5.984E-14
Bi-208 9.788E-16 9.000E-05 1.088E-11 no relevant data
Bi-210 1.017E-14 6.000E-01 1.696E-14

Bi-210M 8.463E-16 2.000E-02 4.232E-14
Bi-211 6.308E-13 7.000E-03 9.012E-11 Ra-223
Bi-212 1.074E-09 6.000E-01 1.789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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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s Activities
(TBq/2gHM) X(i)(TBq) Activities/X( i) Remarks

Bi-213 8.871E-15 5.000E-04 1.774E-11 Th-229
Bi-214 5.984E-14 4.000E-03 1.496E-11 Rn-222
Po-210 9.374E-15 2.000E-02 4.687E-13
Po-212 6.880E-10 6.000E-01 1.147E-09 Bi-212
Po-213 8.680E-15 5.000E-04 1.736E-11 Th-229
Po-214 5.983E-14 4.000E-03 1.496E-11 Rn-222
Po-215 6. 308E-13 7.000E-03 9.012E-11 Ra-223
Po-216 1.074E-09 2.000E-02 5.368E-08 Ra-224
Po-218 5.986E-14 4.000E-03 1.496E-11 Rn-222
AT-217 8.871E-15 5.000E-04 1.774E-11 Th-229
Rn-219 6. 308E-13 7.000E-03 9.012E-11 Ra-223
Rn-220 1.074E-09 2.000E-02 5.368E-08 Po-216
Rn-222 5.986E-14 4.000E-03 1.496E-11
Fr-221 8.871E-15 5.000E-04 1.774E-11 Th-229
Fr-223 8.213E-15 9.000E-05 9.126E-11 no relevant data
Ra-223 6. 308E-13 7.000E-03 9.012E-11
Ra-224 1.074E-09 2.000E-02 5.368E-08
Ra-225 8.870E-15 4.000E-03 2.217E-12
Ra-226 5.986E-14 3.000E-03 1.995E-11
Ac-225 8.871E-15 6.000E-03 1.479E-12
Ac-227 6.324E-13 9.000E-05 7.027E-09
Th-227 6.210E-13 5.000E-03 1.242E-10
Th-228 1.069E-09 1.000E-03 1.069E-06
Th-229 8.866E-15 5.000E-04 1.773E-11
Th-230 1.487E-11 1.000E-03 1.487E-08
Th-231 1.468E-09 2.000E-02 7.33犯-08
Th-234 2.096E-08 3.000E-01 6.98況-08
Pa-231 1.801E-12 4.000E-04 4.501E-09
Pa-233 1.701E-08 7.000E-01 2.43犯-08

Pa-234M 2.096E-08 3.000E-01 6.986E-08 Th-234
Pa-234 2.724E-11 9.000E-05 3.027E-07 no relevant data
U-232 1.074E-09 1.000E-03 1.074E-06
U-233 1.948E-12 6.000E-03 3.247E-10
U-234 9.102E-08 6.000E-03 1.517E-05
U-235 1.468E-09
U-236 1.554E-08 6.000E-03 2. 58犯-06
U-237 8.468E-08 9.000E-05 9.409E-04 no relevant data
U-238 2.096E-08
U-240 1.006E-14 9.000E-05 1.117E-10 no relevant data
Np-235 1.364E-14 4.000E+01 3.409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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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HM=0. 3795 A2

Nuclides Activities
(TBq/2gHM) X(i)(TBq) Activities/X(i) Remarks

Np-236 1.982E-13 2.000E-02 9.909E-12

Np-237 1.701E-08 2.000E-03 8.507E-06

Np-238 5.240E-09 9.000E-05 5.822E-05 no relevant data

Np-239 6.261E-07 4.000E-01 1.565E-06

Np-240M 1.006E-14 9.000E-05 1.117E-10 no relevant data

Pu-236 4.776E-10 3.000E-03 1.592E-07

Pu-238 1.002E-04 1.000E-03 1.002E-01

Pu-239 2.014E-05 1.000E-03 2.014E-02

Pu-240 2.588E-05 1.000E-03 2.588E-02

Pu-241 3.451E-03 6.000E-02 5.752E-02

Pu-242 7.597E-08 1.000E-03 7.597E-05

Pu-243 1.218E-15 9.000E-05 1.353E-11 no relevant data

Am-241 1.298E-04 1.000E-03 1.298E-01

Am-242M 1.048E-06 1.000E-03 1.048E-03

Am-242 1.043E-06 1.000E-03 1.043E-03 Am-242m

Am-243 6.261E-07 1.000E-03 6.261E-04

Cm-242 8.636E-07 1.000E-02 8.636E-05

Cm-243 5.095E-07 1.000E-03 5.095E-04

Cm-244 3.156E-05 2.000E-03 1.578E-02

Cm-245 3.519E-09 9.000E-04 3.910E-06

Cm-246 5.554E-10 9.00犯-04 6.171E-07

Bk-249 1.445E-17 3.000E-01 4.818E-17

Cf-249 5.775E-15 8. 00犯-04 7.218E-12

Total 1.356E-02 3.795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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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1 Decay heat per storage cask(2 gHM)

Nuc. A IS Thermal Power (Watt)

Co 60 1.380E-03
Kr 85 8.795E-08
Sr 90 1.010E-04
Y 90 4.826E-04

Rh 106 2.131E-07
Cd 113 M 1.602E-08
Sb 125 1.470E-08
Te 125 M 9.646E-10
Cs 134 1.301E-07
Cs 137 1.324E-06
Ba 137 M 4.447E-04
Pm 147 1.616E-06
Sm 151 7.091E-08
Eu 152 6.993E-08
Eu 154 3.204E-05
Eu 155 7.103E-07
U 234 7.985E-08

Np 237 1.187E-09
Np 239 4.611E-08
Pu 238 1.012E-04
Pu 239 1.891E-05
Pu 240 2.454E-05
Pu 241 3.260E-06
Pu 242 6.836E-08
Am 241 1.314E-04
Am 242 3.606E-08
Am 243 6.132E-07
Cm 242 9.692E-07
Cm 243 5.693E-07
Cm 244 3.362E-05

Total 2.760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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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장용기 안전성분석

(1) DFDF 폐기물 운반용기의 구조

DFDF 폐기물 저장용기는 차폐체로 납을 사용한 A형 운반용기이다. 용기의 전 

체적 인 형상은 Fig. 3.4.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통형으로，본체(cask body)와 

뚜정(shield lid)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체와 뚜정은 모두 스테인리스강 구조 

물 내부에 납을 주조한 형태로 제작되어 차폐성능을 유지한다. 용기 내부셀과 외 

부셀 사이에 감마선 차폐체로 납을 주조하였으며，용기의 내부직경을 1,080 mm로 

하였고，측면의 차폐두께를 45 mm로 하였다. 저장용기의 본체 크기는 외경이 

1,210 mm, 총 높이 가 1,145 mm이 며，총 중량은 약 3.5 톤이 다. 저 장용기 측면을 

제외한 상부 및 하부의 차폐두께는 납 40 mm로 하였다.

저장용기본체의 측면에는 4개의 인양용 고리(lug)가 부착되어 저장용기의 취 

급에 이용되며, 운반시에는 저장용기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저장용기 뚜정 

은 20개의 M22 볼트를 체결하여 본체에 고정된다. 또한 뚜정과 체결되는 용기 플 

랜지에는 오링(0-ring) 홈을 가공하여 오링으로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뚜정의 상부에도 인양용 고리(lug)를 부착하여 뚜정을 인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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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1 DFDF radioactive waste transport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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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해석

DFDF 핫셀 폐기물 저장용기에 대한 구조해석은 국내 과기부고시 제 

2001-23[3-4-4]호 및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TS-R-1 [3-4-5]를 적용하 

여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기타，미국 NRC 10 CFR Part 71 [3-4-6]의 운반용 

기에 대한 일반기준(general standards for all packages), 정상수송조건(normal 
transport conditions)의 기준을 참조하였다.

(가) 구조설계

1) 저장용기 일반기준에 따른 설계

가) 밀봉뚜정 설계

저장용기의 뚜정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격납경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기능을 가지며, 뚜정은 52 mm 두께의 플랜지 및 볼트, 개스킷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체 플랜지의 상부면에 홈을 내어 오링(0-ring)형의 개 

스킷을 삽입시켜 밀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DFDF 폐기물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은 거의 무시할 수 있으나 방사성물질의 누 

설을 방지하고 격납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기의 설계압력을 0.3 kg/cnf으로 설정 

하였다. 뚜껑볼트는 20개의 M22 볼트로 하고 알루미늄 오링을 사용하였다.

O 오링(0-ring) 개스킷

개스킷은 내압 및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격납경계를 건전하게 유지시켜야 하 

므로 원형단면의 오링(0-ring)을 설치하여 뚜정볼트의 체결로써 고정하는 구조로 

하였으며，재질은 내식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고 충격 등에서도 기밀을 충분히 유 

지시킬 수 있도록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오링은 눌림 여유 등을 고려하여 직경 

을 8 mm, 홈은 폭 8.7 mm, 깊이 10 mm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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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뚜정볼트

뚜정볼트는 내압뿐만 아니라 자유낙하충돌로 인한 충격하중 등에서 받게 되 

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장력 합금강인 M93-B8을 사용하였고, 볼트의 응력계산법 

은 ASME 코드［3-4-기에 따랐다.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을 0.3기압으로 가정할 때 내부압력으로 인해 볼트에 작 

용하는 인장하중은 다음과 같다.

Fp = = ^124.62 xQ 3 = 3,658kgf

여기서，P = 0.3 kgf/cm2 : 내부압력

G = 124.6 cm : 개스킷 유효경

원통형 뚜정에 대하여 운전시 기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스킷 하중은 다음과 

같다.

Fo = 2^bGmP= 2><ji：x0.1x124.6x1x0.3 = 31 kgf

여기서，b = 0.1 cm : 개스킷 유효폭

m = 1 : 오링의 개스킷 계수

운반도중 충돌에 대해 저장용기 뚜정은 용기의 본체와 외경이 같은 상태로 

함께 충돌하기 때문에 뚜정볼트에 충격하중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수적 

인 해석을 위해 뚜정이 충돌로 인해 10g의 가속도를 받아 뚜정 중량의 10배인 충 

격하중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Fw = Ng Wc = 10x1000 = 10,000 kgf

여기서，Ng = 10 g : 뚜정이 견딜 수 있는 가속도량의 g 값

Wc = 1,000 kg : 뚜정과 용기 내부 내용물의 전체무게

따라서, 볼트가 받게 되는 전체하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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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 Fp + Fo + Fw = 3,658 + 31 + 10,000 = 14,000 kg

뚜정볼트에 대한 최소볼트면적은 다음과 같다.

Am = Ft
So

14.000
1,690

8.3 cm2

여기서， So =： 1,690 kgf/cm2 : A193-B8 의 허용응력

M22 볼트 20 개를 기준한 볼트면적은 다음과 같다.

Ar = n = KX1-329^x20 = 58.5 cm2

여기서, Dr = 1.9294 cm : M22 볼트의 골지름

n = 20 : 전체 볼트수량

Ar > Am이므로 볼트의 크기와 수량은 충분하다.

또한， 볼트간 간격이 볼트구멍과 개스킷 사이의 충분한 압력에 견딜 정도로 가

까운지 살펴야 한다. 볼트간 최대간격은 다음과 같다.

B max 6 ■ 
m + 0.5

+ 2 Bd 6x5.2
1 + 0.5

+ 2x2.2 = 25.2 cm

여기서 t = 5.2 cm ： 뚜정 플텐지의 두께

Bd = 2.2 cm : 뚜정볼트의 호칭경］

m = 4 : 오링의 개스킷 계수

16 개의 볼트에 대한 실제 볼트간 간격은 다음과 같다.

Bact = C sin(180/n) = 130.3xsin(180/22) = 18.5 cm

여기서, C = 130.3 cm : 볼트 중심원의 직경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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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실제 볼트간 간격이 최대치보다 작으므로 볼트간 간격도 적당하다.

운전시 개스킷의 기밀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볼트의 조임 토-크는，

0.2 Bd Ft
n

0.2x2.2>〈14,000
22

= 280 kg • cm = 2.8 kg • m

o 뚜정 플랜지

최대 수직응력이론에 의거한 중첩 원리를 적용하여 뚜정 플랜지에 걸리는 전 

체응력을 구하였다. 즉, 원판의 양단은 볼트로 고정되고，개스킷 유효경 안쪽에 

균일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와 양단이 볼트로 고정된 원판에 개스킷 유효경의 

원주를 따라 집중하증이 균일하게 작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최대응력에 대 

하여 중첩시켜 뚜껑 플랜지의 두께를 구하였다.

뚜정 플랜지의 최소두께는 다음과 같다.

Tmin 2TS |Ft - 뿜

2X7TX1133 14,000 124.62 ( 3,658 + 10,000
130.32 2

2

3

= 1.805 cm 次 18 mm

여기서, s = 1,133 kgf/cm2 : SA240 Type304에 대한 설계허용응력

ASME 기준에 따른 최소두께는 다음과 같다.

T Gmm
0.3 P , 1-9 Ft Hcg 11/2

S 十 S G3 J

= 124.6 x 0._3>s0.3 1.9x14,000x2.85
1133 1133xl24.63

1/2
= 1.33 cm ~ 13 mm

여기서, Hcg : 1 (C-G ) = 0.5 x (130.3-124.6) : 2.8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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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뚜정 플랜지의 두께 52 mm는 충분히 안전하다.

나) 인양장치 (lifting device) 설계

저장용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용기 중앙부의 상부 네 곳에 2개조로 설치되 

는 인양고리(lifting lug)는 ANSI N14.6[3-4-則의 규정에 따라 총 중량의 3배인 

하중에 견디도록 안전율이 3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인양고리는 아래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폭이 108 mm, 두께가 20 mm로 저장용 

기 외부에 용접으로 고정된다. 저장용기의 상부에 부착된 4개의 인양고리에 걸리 

는 설계하중은 2개가 1조의 인양고리가 저장용기의 하중을 지탱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인양고리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다.

W = -^caqk- = = 2,000 kg

여기서，Wcask : 4,000 kg : 저장용기의 중량

n = 2 ： 인양고리 1개조의 수량

전단응력은 인양고리의 용접부에 발생하는 전단응력으로 다음과 같다.

T W
A 10.8x2.0

= 93 kg/cm2

여기서, b = 2,0 cm : 인양고리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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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10.8 cm ： 인양고리의 높이(폭) 

굽힘모멘트는 다음과 같다.

M == W L = 2,000x3.5 =7,000 kg • cm

여기서，L = 3. 5 cm : 인양고리 지지부에서 하중작용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굽힘응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 6 M 
~ Z ~ bh2

6x7-000
2.0x10.82

180 kg/cm2

여기서，Z : 단면계수 (bh2/6)

b = 2.0 cm : 인양고리의 두께

h = 10.8 cm : 인양고리의 높이(폭》

따라서 등가응력(equivalent stress)은 다음과 같다.

oe = V(o2 + 3 t2) = V (1802 + 3><932) = 242 kg /cm2

안전율은,

e = = 2,109 = 8 7
5 —' oe _ 242 -

여기서，oy = 2,109 kg/cm2 : 스테인리스강의 항복강도 

따라서, 인양장치는 안전율 3 이상을 만족하므로 구조적으로 충분히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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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시험조건 평가

A형 운반물의 일반 시험조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하중조건에 대하여 구조해석 

과 열해석을 수행하고 저장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구조해석에서는 범용 구 

조해석코드인 LS-DYNA 코드[3-4-9]를 사용하였다. 저장용기의 구조해석 평가에 

사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Table 3. 4.12에 제시하였다.

Table 3.4.12 Mechanical Properties of Cask Consisting Materials

Material
Young's
Modulus

(GPa)

Yield
Stress 
(MPa)

Poisson's
Ratio

Density
(kg/m3)

STS304 195.1 206 0.30 7,830

Lead 15.7 4.42 0.42 11,060

1) 내부압력조건(internal pressure)

DFDF 페기물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조건은 정상운반 중에 내부의 온도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부압력조건에 대한 구조적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 

[3-4-10,3-4-11]. DFDF 폐기물 저장용기는 내용물의 특성상 내부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적인 설계를 위해 0.3기압의 압력이 용기 내부에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해석하였다. 압력조건에 대한 해석에는 Fig. 3.4. 42와 같이 LS-DYNA 코 

드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용기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저장용기 본체의 1/2 단면 

을 모델링하여 절단면인 중앙면의 모든 절점은 대칭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또한 

바닥의 일부 절점만을 구속하여 용기 모델의 모든 부분이 자유로이 변형될 수 있 

도록 하였다. 전체 절점 수는 4,461개이며, 3,400개의 solid 요소로 모델을 구성 

하였다. 용기의 모든 내부 공간에 0.3기압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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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43에는 DFDF 페기물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조건하에서의 응력의 분포 

를 나타내고 있는데 뚜정의 중앙과 셀(shell)의 중앙에 응력이 집중되나 최대 

Von Mises 응력 값이 뚜정중앙부가 1.47 MPa, 셀 중앙부가 1.43 MPa로 아주 작은 

값으로 응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납 차폐체를 둘러싼 외부 

셀에는 최대응력이 1.30 MPa로 더욱 작은 응력이 나타나므로, DFDF 폐기물 저장 

용기가 내부압력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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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Analysis of Waste Storage C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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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3 Stress contour of DUPIC waste cask under internal 
pressur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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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m 자유낙하조건(1.2m Free Drop)

과기부 고시 저 12002-16호의 A형 운반물의 일반시험조건 및 IAEA Safety 
Series No. ST-1 para. 722와 Table XIII에는 5,000 kg 이하의 용기의 경우 용기 

의 최대손상이 예측되는 부분으로 1.2 이의 높이에서 낙하하여 충돌할 때 용기가 

받는 구조적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1.2 m 낙하는 낙하높이가 

비교적 작지만 용기가 직접 충돌할 경우엔 충격하중을 받기 때문에 충돌부분에 

국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만 격납경계인 내부 셀(inner shell)이 건전성을 유지 

하면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낙하조건에 대해 

서는 DFDF 폐기물 저장용기의 바닥면이 충돌하는 하부 수직 자유낙하와 측면으로 

충돌하는 수평낙하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하여 LS-DYNA 코드를 사용하여 해석한 후 

평가하였다.

DFDF 폐기물 저장용기의 자유낙하 해석모델은 Fig. 3.4.42 의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모델 전체에 자유낙하 충돌에 따른 초기 충돌속도 4. 852 m/s를 초 

기속도로 부여하고, 용기가 충돌하는 바닥 면을 무한히 편평한 강체 수평면으로 

가정하고, 용기의 바닥 면이나 측면이 이 강체 평면 위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Fig. 3.4.44 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큰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결과 최대응력은 충돌 후 lo ms에서 외부 셀에서 241.3 MPa로 나타났다. 한 

편，격납경계인 내부 셀에서의 최대응력은 235.3 MPa로 나타났지만 항복응력을 

약간 넘는 작은 값으로 DFDF 폐기물 저장용기가 수직낙하조건에서 구조적 건전성 

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4.45 은 DFDF 폐기물 저장용기의 1.2 m 수평 낙하시 충돌면에 작용하 

는 충격력의 이력을 나타내고 있다. 최대 충격력은 충톨 후 2.0 ms에서 6.42 MN 

이 발생하였고, 수직낙하에 비해 충격력이 월씬 작고 최대 충격력의 발생시간도 

많이 지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수직 낙하시에는 원통형 바닥면이 동시에 

충돌하여 전체 원통형 셀 구조에 충격력이 직접 전달되어 초기충격력이 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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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낙하시에는 원통형의 플탠지 (flange)의 측면이 접선형태로 접촉하여 충돌한 

후 충돌이 진행됨에 따라 플탠지의 원주방향을 따라 충격파가 전파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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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Dro p Analysis o f Wasie Storage Ca

Fig. 3.4.45 Stress contour and deformed shape of DUPIC waste cask 
under 1.2m bottom end-on drop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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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Drop Analysis of Waste Storage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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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7 은 DFDF 폐기물 저장용기의 1.2 m 수평 낙하시 저장용기에 발생 

하는 변형 및 응력의 분표를 나타낸 것으로 충돌하는 바닥쪽에서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평낙하에서는 셀(shell)에 발생하는 최대음 

력은 186 MPa, 뚜정의 안쪽 판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316.3 MPa로 나타났으 

며, 충돌부근의 플랜지에서는 312.5 MPa의 최대응력이 발생하였다. 뚜정과 플랜 

지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은 모두 항복응력 값을 약간 넘지만 이들 모두 

인장강도 보다 낮은 값으로 구조적 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함을 알 수 있다.

3) 누적조건(Stacking)

IAEA Safety Series No. TS-R-1 para. 723에는 저장용기의 모양이 누적을 효 

과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한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서 큰 값에 건뎌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a) 실제 용기 무게의 5배에 해당하는 등가의 하중

(b) 수직으로 투사된 용기의 면적에 13 kPa을 곱한 것과 동등한 하중

DFDF 폐기물 저장용기는 원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a)의 조건에 대하여 저 

장용기 자중 약 3.8톤의 5배인 19.0톤의 하중이 저장용기의 뚜정에 모두 작용한 

다고 가정하면，이때 작용하는 하중 P는 다음과 같다.

P =
51안

A M
5X3.800 kg><9.81 m/sec2 

itx(0.643 m)2
= 112,704 Pa =112.7 kPa

(a)의 조건이 더욱 보수적이므로, 누적조건에서는 112.7 kPa의 압력이 뚜정의 상 

부면 전체에 작용하는 조건으로 해석하였다.

누적조건에 대한 해석모델은 Fig. 3.4.42 의 내압조건 해석에서 사용한 모델 

에 압력조건 및 하중부위만을 뚜정에 112.7 k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바꾸 

어 적용하였다. Fig. 3.4.48 은 누적조건하에서 DFDF 폐기물 저장용기에 발생하 

는 응력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뚜껑의 중앙부와 원통부분의 모서리에 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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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함을 알 수 있다. 누적조건에 대한 해석결과 최대응력은 뚜정의 외부 중앙이 

5.2 MPa, 뚜정 내부 중앙이 4.5 MPa, 원통형 셀 내부에서는 3.8 MPa로 거의 응력 

이 발생하지 않아, DFDF 폐기물 저장용기가 누적조건에 대해 구조적 건전성을 충 

분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LS-Ta V R V 5 I

Fig. 3.4.47 Deformed shape and stress contour of DUPIC waste cask 
under 1.2 m side drop impact.

一
 II

Fl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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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ing Analysis of DUPIC Waste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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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8 Stress contour of DUPIC waste cask under stack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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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통조건(Penetration)

IAEA Safety Series No. ST-1 의 para. 724에는 저장용기의 취약부에 직경이

3.2 cm, 무게가 6 kg의 강철 봉이 1 m의 높이에서 떨어져 충돌할 때에 저장용기 

의 격납경계에 손상의 발생유무를 입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관통조 

건은 박판, 목재 또는 골판지 등으로 된 소형 용기의 경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두께가 10 mm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갖는 경우에는 6 kg 무게의 강철 

봉이 4.3 m/sec의 속도로 충돌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본 관통조건에 대한 해석은 생략하였다.

5) 살수조건(Water Spray)

IAEA Safety Series No. ST-1 para. 721 에는 저장용기에 시간당 5 cm의 강우 

가 최소 1시간 동안 계속되는 곳에 노출될 때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그러나 DFDF 폐기물 저장용기는 내부에 열원이 전허 없고, 용기 외부 전체가 

스테인리스강이며, 밀봉을 유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우의 냉각으로 인한 열전 

달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살수조건은 특별한 하중조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석에 

서 제외하였다.

(3) 열해석

국내 과기부고시 제 2002-16호 제 12조 및 IAEA Safety Series No. ST-1 의 

외부온도조건에서는 A형 운반물에 대하여 -40 °C ~ 70 °C의 온도에서 운반물의 

재질이 잠재적으로 퇴화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저장용기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됨으로 -40 °C - 70 °C의 온도범위에서 퇴화되지 않고 물 

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DFDF 폐기물 저장용기는 내부에 공기가 채워진 건식조건이고 내부에서 방출 

되는 붕괴열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내부압력은 대기압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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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만 발생한다. 정상조건에서 용기의 온도를 보수적으로 70 °C로 가정하여 이 온 

도를 기준으로 내부압력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밀폐된 내부공간에서 공기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내압은

Boyle-Charle의 법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Pi 훅 =P2 융 (1)

P2 = P
T2.VL
' V2

(2)

여기에서，

Ti : Initial temperature (K)
T2 : Final temperature (K)
Pi :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i (kg/cm)
P2 :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2 (kg/cm)
Vi : Initial air space volume at Ti ( /)
V2 : Final air space volume (見 ) 

초기온도 Ti은 상온인 20 °C로 설정하였으며, 최종온도 T2는 70 °C이고 내부는 밀 

폐된 공간으로 Vi = V2이다. 위의 식으로부터 최대 내부온도 70 °C를 갖는 용기의 

압력은 0.2 kg/cnf로 계산되었으며, 설계압력은 0.3 kg/orf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압력은 수송옹기의 내부를 보호하는 구조와 격납(containment) 건전성올 유지 

시키는 데 필요한 기준압력이 된다.

(4) 방사선 차폐해석

(가) 방사선원항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에 사용된 핵연료는 고리 1호기 G23 핵연료

이다. 이 핵연료 집합체는 초기 농축도 3.21 wt%, 연소도 35,500 MWd/MT이고，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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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저장수조에서 냉각되었다.

저장용기에 대한 차폐해석을 위해서는 우선 방사선원을 결정해야한다. 건식 

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 중에 사용된 핵연료물질은 엄격한 관리에 의해 손실 

을 최소화하고 있고, 또 손실된 핵연료물질 중 대부분은 회수된다. 그러나 저장 

용기의 설계를 위해 보수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양은 약 2g 으로 가정한다. 실제 

장비를 해체시 제염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용기에 들어갈 방사선원의 양은 이보다 

매우 적을 것이다. 방사선원 계산에 사용된 전산코드는 Oak Ridge 국립 연구소에 

서 개발한 SCALE 4.4[3-4-12] 전산코드 내에 포함된 0RI肥N-S[3-4-13] 코드를 사 

용하였다. 이 코드는 연소행렬을 지수함수 근사법을 사용하여 각 핵종별 동위원 

소의 생성과 감소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리 1호기 G23 핵연료집합체를 

Table 3. 4.13에 제시된 연소이력을 바탕으로 방사선원 계산을 수행하였다.

Table 3.4.13 Design criteria of G23 spent fuel assembly

Fuel characterization

Fuel type 14 x 14
Rod/assembly 179

Initial enrichment 3.21 wt%
Average burnup 35,502 MWd/MTU (cycle 4 - 7)
Discharge date 1986. 10. 24

Burnup history
Cycle 4 5 6 7

Days of operation 
Cool time (days) 
Specific power 

(MWD/MTU)

261
51

35.76

320
84

35.81

288
75

35.86

286

3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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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마선원

사용후핵연료에서의 감마선 원은 핵연료의 핵분열 생성물과 핵연료집합체 구조 

물이나 핵연료 피복관등에서 방출된다. 또한 경원소가 중성자를 흡수하여 방사화 

되어 방출되는 Activation 감마선 그리고 Actinide 계열의 중원소물질과 자핵종 

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 등이 있다. Table 3.4.14는 연소도 35,500 MWD/MTU, 
냉각기간이 14년인 G23 사용후핵연료 2g에 대한 총 감마선원을 에너지군별 19군 

으로 세분하여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후핵연료 2 g에서 발생 

되는 충 감마선 수는 7.9128니09分zoto«/sec 으로 계산되었다. 또한，Fig. 3.4.49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감마선 에너지 구간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0.8 Mev의 에 

너지를 갖는 감마선이 총 감마선의 약 60 %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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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9 Neutron and gamma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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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4 Photon spectrum for 2 g of G23 spent fuel
(Burnup 35,500 MWD/MTU, Cooling Time 14 years)

Group Energy (Mev)

Photon Spectrum
(photon of nuclides for Light elements,

Actinides, F.P)

Photons/second Normalize
Spectrum Mev / second

1 5.0000E-02 1.9219E+09 2.4289E-01 5.7658E+07
2 1.0000E-01 5.5666E+08 7.0350E-02 4.1749E+07
3 2.0000E-01 3.1927E+08 4.0349E-02 4.7891E+07
4 3.0000E-01 9.3254E+07 1.1785E-02 2.3313E+07
5 4.0000E-01 6.2304E+07 7.8739E-03 2.1807E+07
6 6.0000E-01 8.3595E+07 1.0565E-02 4.1797E+07
7 8.0000E-01 4.7834E+09 6.0452E-01 3.3484E+09
8 1.0000E+00 4.1856E+07 5.2897E-03 3.7671E+07
9 1.3300E+00 4.6413E+07 5.8656E-03 5.4071E+07
10 1.6600E+00 3.8644E+06 4.8838E-04 5.7773E+06
11 2.0000E+00 1.6566E+05 2.0936E-05 3.0315E+05
12 2.5000E+00 1.7187E+04 2.1721E-06 3.8671E+04
13 3.0000E+00 1.0995E+03 1.3895E-07 3.0237E+03
14 4.0000E+00 1.2739E+02 1.6099E-08 4.4586E+02
15 5.0000E+00 1.8470E+00 2.3342E-10 8.3115E+00
16 6.5000E+00 7.3735E-01 9.3186E-U 4.2397E+00
17 8.0000E+00 1.4396E-01 1.8194E-11 1.0437E+00
18 1.0000E+01 3.0466E-02 3.8503E-12 2.7419E-01

Total 7.9128E+09 1.0000E+00 3.6805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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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성자선원

중성자선원은 핵연료가 원자로 내에 있을 때 주로 U-238이 핵분열중성자를 

흡수하여 액티나이드 계열의 중원소가 되거나 자발핵분열로부터 나오는 a입자를 

흡수하여 또 다른 중원소가 된다. 이와 같은 액티나이드족을 초우라늄원소라고 

하며 이들 원소는 지구상에 자연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원자로 내에서 조사된 핵 

연료 안에서만 있게 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에도 이 중원소가 존재하며 실제 

로 이들은 중요한 중성자 방출물질이 된다. ORIGEN-S 계산 결과，Table 3.4. 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을 1.0><1(厂8 에서 최대 20 Mev까지 27 

군으로 분류하였다. 총 발출되는 중성자수 6.21 x 101 neutron/sec 중 자발핵분열 

중성자수와 (a，幻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중성자수는 전체 중성자수에 73.21 %와 

26.79 %에 해당된다. 또한, 방출되는 중성자의 에너지가 3 Mev인 경우가 전체 

31 %를 차지하였다.

(나) 차폐해석 모델

저장용기 설계시 해당 방사선 선원에 대한 효율적인 차폐를 위해서는 차폐물 

질과 차폐물질의 두께를 결정해야한다. 또한 최대 흡수선량이 법규에서 정한 허 

용기준치 이 하로 설 계해야한다. 수송용기의 정 상수송조건에 대한 최 대방사선 량률 

허용기준치는 원자력법 과기처고시 제 2002-16호, IAEA Safety Series와 그리고 

미국의 10CFR 71.47에서 전용적재인 경우 차량 및 수송용기의 표면에서의 200 
mRem/h(2 mSv/h), 용기 표면에서 1 m 거리에서 10 mRem/h(0.1 mSv/h)로 규정하고 

있다. 차폐해석에서는 앞서 계산된 방사선원을 적용하여 Fig. 3.4.50과 같은 보 

수적인 원통형 기하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납의 두께 변화에 따른 차폐변화에 대 

해 분석하였다. Fig. 3.4.50에서 보듯이 우선 방사선원의 형태와 에너지를 미 리 

결정했다. 이때 선원과 차폐매질 사이에 1 cm의 간격을 두고 차폐물질을 배치하 

였다. 차폐물질과 선원 사이의 물질은 공기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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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5 Neutron source spectrum for 2 g of G23 spent fuel
(burnup 35,500 Mwd/t, cooling time 14 years)

Neutron Spectrum
(photon of nuclides for Light elements,

Actinides, F.P)

Alpha-n Spontaneous Total Normalization

1 2.00E+01 0.000E+00 8.642E-01 8.642E-01 1.378E-02
2 6.43E+00 3,408E+00 9.622E+00 1.303E+01 2.078E-01
3 3.00E+00 9.154E+00 1.040E+01 1.956E+01 3.119E-01
4 1.85E+00 2.426E+00 6.005E+00 8.431E+00 1.344E-01
5 1.40E+00 1.355E+00 8.224E+00 9.579E+00 1.528E-01
6 9.00E-01 3.921E-01 9.025E+00 9.417E+00 1.502E-01
7 4.00E-01 6.186E-02 1.767E+00 1.829E+00 2.917E-02
8 1.00E-01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9 1.70E-02 0.000E+00 0.00犯+00 0.000E+00 0.000E+00
10 3.00E-03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1 5.50E-04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2 1.00E-04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3 3.00E-05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4 1.00E-05 0,000E+00 0.000E+00 0.000E+00 0.00犯+00
15 3.05E-0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6 1.77E-0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7 1.30E-06 0.00犯+00 0.00犯+00 0.000E+00 0.000E+00
18 1.13E-0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19 1.00E-06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0 8.00E-07 0.000E+00 0.00犯+00 0.000E+00 0.000E+00
21 4.00E-07 0.000E+00 0.00犯+00 0.000E+00 0.000E+00
22 3.25E-07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3 2.25E-07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4 1.00E-07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5 5.00E-08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6 3.00E-08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27 1.00E-08 0.000E+00 0.00犯+00 0.000E+0O 0.000E+00

Total 1.680E+01 4.591E+01 6.271E+01 1.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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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계산을 위한 코드로 Oak Ridge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QADS[3-4-14]와 

Los Alamos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MCNP4B[3-4-15]를 사용하였다. MCNP(Monte 
Carlo N-Paricle)는 중성자와 양자，전자에 대한 수송방정식을 Monte-Carlo 방법 

을 사용하여 여러 핵종들과 반응하는 입자들의 거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방사 

선 차폐와 핵임계도 및 군정수(group constant) 등과 같은 해를 구하는 코드이 

다. 이 코드의 특징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이며，중성자나 양자 그리고 전자 등과 같은 입자 하나 하나의 거동을 tallying 
에 의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핵적 계수를 계산한다. Monte carlo 방법은 확 

률론적 방법으로 수송방정식을 해결하므로 결정론적 방법인 discrete ordinate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pointwise 핵자료(ENDF/B-VI)를 바탕으로 군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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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ondensing)을 하지 않고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정 

확도가 높다. 방사선 차폐 계산에 대한 MCNP4B는 차폐물질을 통과한 중성자와 감 

마선에 대한 선속이 계산되어진다. 이 계산된 선속은 직접 흡수선량으로 평가하 

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환 계수가 필요하다. 본 설계에서는 Table 4.3.16에서 보 

듯이 ICRP-74[3-4-16]로부터 얻어진 변환계수를 적용하였다.

D= J£DF^E)dE (1)

위 식 (1)과 같이 에너지 구간별 계산된 선속，$(£)와 변환 계수 끄F를 사용하 

여 전체 에너지구간에 대해 적분하여 흡수선량이 계산된다.

QADS 코드는 Point-Kernel 방법을 이용한 3차원 차폐계산 코드이다. 이 방법 

은 감마선 차폐해석에 범용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감마선 계 

산에 대해 QADS 모듈은 point-kernel ray-tracing 기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서 

비충돌선속에 의한 에너지의 전달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근사된 buildup 

계수를 이용한다. 분포된 선원내에 point kernel은 선원의 각 에너지 구간에 대 

해 부피로 적분한다. 식 (1)과 같이 감마선 흡수선량, 公(니은 다음과 같은 식으 

로 표현할 수 있다.

D(r)= f ■ ~—-—I，,|2) (2)

r = 감마선 흡수선량이 계산될 지점

/ = 부피 y 에서 선원의 위치

v = 선원 영역의 부피

P = 에너지 묘지점에서 전체 감쇠계수

DF - Flux to dose conversion 계수

B - buildup 계수

QADS 모들은 방사선원 계산을 모들인 0RIGEN-S와 연동하여 하나의 모들로 실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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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방사선원 계산부터 차폐해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QADS 코드는 감마선에 대한 차폐해석만 고려되므로 중성자와 감마 

선을 모두 사용하는 방사선원 차폐해석에는 부적합하다. 방사선원은 감마선과 중 

성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Table 3. 4.14와 Table 3. 4.15에서 보듯이 선원에 

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수가 중성자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따라서 QADS 
코드를 사용하여 감마선에 대해서 차폐해석을 수행하고, MCNP4B 코드를 사용하여 

감마선과 중성자선원에 대해 참고 계산을 수행하였다.

(다) 해석결과 및 분석

1) 방사선원과 차폐두께에 따른 변화

차폐 해석의 경우 방사선원의 세기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안전기준치 이하로 

방사선량율을 차폐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원의 세기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 

행했다. Fig. 3.4.50 과 같은 보수적인 기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의 질량과 차폐 두께 변화에 따른 흡수선량을 계산하였다. 이때 사용된 방사선원 

은 직경이 1 cm 높이가 5.09 cm 인 원통형으로 가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 2 g과 

Table 3.4.14에 제시된 감마선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적용하여 핵물질 밀도에 따 

른 용기 표면에서의 흡수선량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Fig. 3.4.51에서 보듯이 , 

핵물질 밀도에 따른 흡수선량 변화는 심하지 않았으며，핵물질 밀도가 높을수록 

spatial self-shielding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Fig. 3.4.52는 납두께 및 

방사선원 변화에 따른 차폐해석 결과이며，동일한 차폐두께의 경우 방사선원의 

양이 많아질수록 용기 외팍•표면의 흡수선량이 크게 나타났다.

2) QADS와 MCNP4B 흡수선량 비교

QADS 코드는 감마선원에 대한 차폐 계산을 수행하는 코드이다. 본 설계에서 

사용되는 핵물질 선원은 Table 3.4.14와 Table 3. 4.15에서 보듯이 중성자선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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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할 만큼 아주 작다. 따라서 저장용기 표면의 흡수선량 계산코드로 사용하기 

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본 계산에서는 계산의 정확성과 계산상의 실 

수를 검증하기 위해 몬테칼로 코드인 MCNP4B을 병행해서 사용하였다. MCNP4B의 

계산모델은 QADS 와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QADS 에서는 자체 내장된 

f 1 ux-1o-conversion 계수가 있는 반면, MCNP4B에서는 사용자가 입력 자료를 제공 

한다. 이때 사용된 흡수선량 변환계수는 ICRP-74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Table 
3. 4.16에 나타내었다. Fig. 3. 4. 53는 QADS와 MCNP의 흡수선량을 비교한 그림이 

다. 이 결과，차폐체의 두께가 7 cm 이하에서는 10 % 의 상대오차를 보였으며 10 
cm 일 경우 약 20 %의 계산상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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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6 Gamma-ray and neutron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Gamma Neutron

Energy Factor Energy Factor Energy Factor

1.000E-02 2.407E-04 1.000E-09 2.948E-02 1.500E-01 5.004E-01
1.500E-02 2.965E-03 1.000E-08 3.58犯-02 2. 000E-01 6. 480E-01
2.000E-02 3.695E-03 2.50犯-08 4.104E-02 3.000E-01 8.856E-01
3.000E-02 2.886E-03 1.000E-07 4.536E-02 5.000E-01 1.206E+00
4.OOOE-02 2.301E-03 2.000E-07 4.860E-02 7.000E-01 1.390E+00
5.OOOE-02 2.054E-03 5.000E-07 5.112E-02 9.000E-01 1.490E+00
6.000E-02 1.968E-03 1.000E-06 5.184E-02 1.000E+00 1.51犯+00
8.00犯-02 2.10況-03 2.000E-06 5.148E-02 1.200E+00 1.559E+00
1.000E-01 2.419E-03 5.000E-06 4.968E-02 2.000E+00 1.591E+00
1.500E-01 3.465E-03 1.000E-05 4.752E-02 3.000E+00 1.552E+00
2.000E-01 4.598E-03 2.000E-05 4.464E-02 4.000E+00 1.51犯+00
3.000E-01 6.801E-03 5.000E-05 4.032E-02 5.000E+00 1.512E+00
4.000E-01 8.845E-03 1.000E-04 3.708E-02 6.000E+00 1.523E+00
5.OOOE-Ol 1.076E-02 2.000E-04 3.542E-02 7.000E+00 1.555E+00
6.OOOE-Ol 1.253E-02 5.000E-04 3.362E-02 8.000E+00 1.602E+00
8.000E-01 1.581E-02 1.000E-03 3.161E-02 9.000E+00 1.66犯+00
1.000E+00 1.878E-02 2.000E-03 3.139E-02 1.000E+01 1.728E+00
1.500E+00 2.518E-02 5.000E-03 3.370E-02 1.200E+01 1.861E+00
6.000E+00 6.428E-02 1.000E-02 4.032E-02 1.400E+01 1.980E+00
1.000E+01 9.59犯-02 2.000E-02 6.156E-02 1.500E+01 2.030E+00

3.000E-02 8.964E-02 1.600E+01 2.074E+00
5.000E-02 1.404E-01 1.800E+01 2.142E+00
7.000E-02 2.124E-01 2.000E+01 2.160E+00
1.000E-01 3.262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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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1 Dose rates as a variation of lead thickness and 
sourc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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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3 Comparison of dose rates between QADS and MC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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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용기의 흡수선량률

Fig. 3.4.50의 보수적 인 기하학적 계산 모델을 바탕으로 Table 3.4.14와 

Table 3. 4.15에 제시한 기준 핵물질 선원에 대한 차폐물질의 두께를 결정하였다

남 차폐 물질의 경우 법규에서 정한 용기 표면의 최대 허용흡수선량률 200 
mRem/h이하를 만족하는 두께는 5 cm로 계산되었다.

DFDF 폐기물 저장용기는 내외부에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10 nrn 두께의 셀 사 

이에 40 mm 두께의 납을 채우는 구조로 설계하였으며，Fig. 3.4.54는 본 계산에 

서 사용된 저장용기에 대한 기하학적 모델을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Fig. 3.4.55 
와 Fig. 3.4. 5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기의 상부와 측면표면에서 모두 허용기준 

치 이하를 만족하였다.

DFDF 저장용기에 대한 MCNP 그리고 QADS 코드에 의한 차폐해석 결과를 Table 
3.4.17 및 Table 3.4.18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용기 측면의 표면 선량율은 

MCNP 결과는 94 mRem/h, QADS 결과는 81 mRem/h로 허용치인 200 mRem八i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선 차폐측면에서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평 

가되었고 저장용기의 상부 및 하부도 허용치보다 아주 낮은 값으로 평가되었다. 

차폐해석에서는 모든 납의 두께를 40 mm로 고려하였지만 실제 용기는 측면의 납 

두께가 45 mm로 제작되어 실제보다 월씬 보수적인 해석조건이 되며, 따라서 방사 

선차폐 측면에서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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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4 Radiation shielding analysis 
model for DUPIC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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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7 Summary of dose rates analyzed using MCNP

Position
Dose rate (mRem/r)

Photon Neutron Total

Side 93.85 1.1159E-2 93.87

Top 48.38 7.6009E-3 48.39

Bottom 47.21 7.6839E-3 47.22

Table 3.4.18 Summary of dose rates analyzed using QADS

Position
Dose rate (mRem/r)

Photon Neutron Total

Side 81.44 1.1159E-2 81.45

Top 56.94 7.6009E-3 56.95

Bottom 56.94 7.6839E-3 56.95

(5) 격납해석

(가) 격납공간의 구조

DFDF 폐기물 저장용기는 10 mm 두께의 내외부 셀(shell) 사이에 납을 주조한 

구조로 격납경계(containment boundary)는 저장용기의 내부 셀과 바닥판 및 뚜정 

- 362 -



의 원통형 공간이다. 바닥판과 원통형 셀은 용접으로 접합되어 밀봉을 유지하며, 

상부에 있는 뚜정은 뚜정플랜지의 볼트와 0-링으로써 격납을 유지시킨다.

DFDF 폐기물 저장용기에는 별도의 배기구나 배수구 등의 커플링이 설치되지 

않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납공간은 A형 저장용기로서 구조적인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된다. 셀(shell)과 바닥 판 연결부분의 용접은 ASME Sec. 
K에 적합하도록 하였고，뚜정의 밀봉인 알루미늄 오링(0-ring)은 설계압력인 

0.3 kg/cm2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뚜껑과 본체와의 볼트체결 토- 

크 (torque) 는 2. 8 kg • 이로 하여 충분한 조임 력을 갖도록 하였다.

(나) 격납경계의 요구사항

수송시에 저장용기 내부의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격납경계를 

충분히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설계하였다 . 정상수송조건에서 저장용기의 격납용기 

에서 예측되는 최대온도는 상온이며, 내부에 압력 발생원 또한 전혀 없다. 그러 

나 열해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법규에서 정한 외부온도조건이 70°C이므로 정상 

수송시 이 온도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내부공간의 압력은 전혀 없으나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격 납경 계에 대한 저 장용기의 설계 압력 이 0.3 kg/cm2이 되도 

록 설계함으로 저장용기에서 외부로 방사성물질의 누설 가능성이 전허 없다.

각종 하중조건에서의 격납경계에 대한 구조적인 건전성은 구조해석 및 열해 

석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하였다. 특히，격납경계의 건전성 유지여부에 관건이 되 

는 오링(0-ring)은 내구성 및 내식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내용물 

의 누설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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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사용후핵연료 감용기술과의 연계성 분석

1. 개요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폐기물로서 처분시 심지층 처분해야 하며 고가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줄이거나 방사선 준 

위나 발열량을 낮추어서 처분장 소요 면적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감용 기술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어교에서 모의 핵연료 집합체를 사용한 

건식 밀집포장 기술 실증시험（‘87 - ’92）을 수행한 바 있으나 MRS 계획변 

경，MRS-처분장 연계 등 복잡한 정치적 요인으로 밀집포장 처분계획은 중단 

되었다. 미국 AFCI 프로그램의 경우 Yucca 산을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폐 

기물 처분장으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상되는 저12 처분장의 수 

요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감용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UREX+ 공정으로 잉여우라늄을 제 

거하거나 건식 공정을 이용 잉여우라늄을 제거하는 공정이 활발하게 연구되 

고 있다[3-5-1]. 국내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 

용후핵연료 관리이 용 기술개발과제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환체로 전환 

하여 저장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용기술의 정의를 살펴보면 감용기술 A는 산화/환 

원 분위기하의 열적 기계적 공정만을 이용하여 방사능, 붕괴열을 낮추는 사 

용후핵연료 산화물 건식 처리기술（예: DUPIC기술）을 의미한다. 한편, 감용 

기술 B는 산화물 전해제련기술을 이용하여 96%에 달하는 엄여우라늄을 저준 

위 방사성 물질로 분리하여 고준위 방사성 물질의 양을 줄이는 사용후핵연 

료 산화물 건식 처리기술（예: 러시아 RIAR, 일본 JNC기술 등）로 정의하였다. 

한편 금속 감용공정은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전해용융공정을 이용 산화물에 

서 금속으로 환원시켜 부피， 방사능, 붕괴열을 줄이는 건식 처리기술 

（예:ACP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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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식재가공 기술(감용기술 A) 이용 감용체의 특성 분석

ORIGEN II code를 이용하여 핵연료주기에 관련된 계산과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 성분 및 특성변화를 분석하였다. 연소도 34,770 MWD/MTU, 13년 냉각 

PWR S/F lkg U02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및 붕괴열을 ORIGEN II 
code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들의 핵종별 방사능과 붕괴열 분포 및 반감 

기를 Table 3.5.1 에 나타내었다. Table 3.5.1 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주목해 

야 할 핵종은 방사능과 붕괴열이 큰 핵종인 Cs과 자핵종인 Ba, Sr과 그 자 

핵종인 노이다. 또한 장수명 핵종인 1-129( 반감기: 1.57X107 년)， 

Tc-99(2.13xl05 년) 등 이다.

건식산화물 공정 이용(감용기술 A) 시 산화물저장체의 방사능 및 붕괴 

열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산화물감용체 제조공정( I )，(II), (III) 및 

핵종별 배기체 포집공정의 기준 제조공정을 제시하였다(Fig. 3.5.1 -
Fig. 3. 5. 3). 감용공정(I )은 기존의 DUPIC 공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화환원 

공정(500°C 산화，700°C 환원)과 소결공정(170CTC 환원분위기 소결)을 거쳐 

감용체를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용공정(II)는 감용공정(I)에 1200~ 
1400°C 정도의 고온 산화공정을 도입하여 Ru, Tc 등의 핵종을 추가로 제거 

할 수 있는 공정을 의미한다. 감용공정(III)은 방사능과 붕괴열이 큰 Sr 제 

거공정을 추가한 공정을 의미한다. 각 공정시 예상되는 각 핵종별 방출율은 

Table 3. 5. 2와 같다.

연소도 34,770 MWD/MTU, 13년 냉각 PWR S/F 기준으로 Table 3. 5. 2에 따 

라 계산한 결과를 Table 3. 5. 3에 나타내 었다. Table 3. 5. 3에서 보다시 피 산 

화물 감용체( I )의 방사능 제거율은 45%, 붕괴열 제거율은 38% 이었고，산 

화물 감용체( II)의 경우도 산화물 감용체(I)과 비슷한 방사능 제거율 45%, 
붕괴열 제거율 38%를 나타내었다. 즉，Ru, Tc 등이 추가로 제거되었지만 방 

사능이나 붕괴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고온산 

화공정이 도입된 산화물 감용체(II)는 방사능 제거율, 붕괴열 제거율 측면 

에서 산화물 감용처1( I )과 비슷하나 희토류, Ru, Tc 원소의 추가제거가 가 

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핵분열성 물질의 재활용성이 증대되리라 판단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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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산화물 감용체(I), (II)는 금속 감용체에 비하여 방사능，붕괴열, 부 

피 저감측면에서는 불리하나 감용체 제조성，저장안전성, 핵비확산성 측면 

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산화물 감용체(III)이 가능할 경우 방사능 제거율 76%, 붕괴열 제거율 

70.5%로 붕괴열, 방사능에 있어 금속 감용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예상되며 

저장안정성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Sr 제거공정을 현실화 

하는 것은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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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 Radioactivities and decay heat of the reference spent 
fuel(burn-up： 34, 770MWD/MTU, cooling：13yrs)

Activity Decay heat
Hal드 fife

Ci % Watt %

H 3.52E-01 0.11 1.18E-05 - H-3 :12.32 yr

Co 2.57E-02 OOl 3.97E-04 004 Co-60: 5.27 yr

Kr 3.60E+00 :U4 5.39E-03 0.57 Kr-85; 10.76 yr

Sr， 4.86E+01 1536 5.64E-02 5.98 Sr-90 : 28.0 yr

Y 4.86E+01 1537 2.70E-01 Y-90 : 64.5 hr

Ru 5.69E-02 002 3.38E-06 - Ru-106 :1.0 yr

Rh 5.69E-02 002 5.46E-04 0.06 Rh-106 : 30 sec

Cd 2.73E-02 OOl 4.59E-05 -
Cd409 : 463 day,
Cd-113m : 9 xl vr

Sb 4.64E-01 015 1.45E-03 015 Sb-125 : 2.6 yr

Te 1.13E-01 004 9.51E-05 OOl Te-125m : 57.40 d

Cs 7.23E+01 n84 9.66E-02 1OZ5 Cs-134: 2.1 yr
Cs-137: 에 vr

Ba 6.67E+01 21Mb 2.62E-01 Ba-137m : 2.6 min

Pm 3.51E+00 1O1 1.26E-03 013 Pm-147 : 2.65 yr

Sm 3.01E-01 009 3.52E-05 着 Sm-151: 90 yr

Eu 4.00E+00 iafo 2.83E-02 3^0 Eu-154: 8.6 yr
Eu-155 :4.9 vr

的， 1.88E-02 OOI 5.56E-05 OOl Np-239 : 2.35 d

Pu 6.44E+01 2034 1.06E-01 1104 Pu-239 : 2.4 xlO4 yr
Pu-240 : 6,600 vr

Am 1.95E+00 O.&Z 6.36E-02 6.74 Am-241: 458 yr

Cm 1.46E+00 046 5.21E-02 5.5* Cm-242 :163 d

I 2.91E-05 - 1.35E-08 1-129： 15*7x10戶 yr

Tc 1.21E-02 - | 6.08E-06 Tc-99 : 2.13x10s yr

Total— 3.17E+02 1000 9.44E-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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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2 Expected removal rate of the nuclides in each 
volume reduction process

핵종 산화물 공정 (I) 산화물공정 (II) 산화물 공정(in)

H 100 100 100
Kr 100 100 100
Xe 100 100 100
I 100 100 100

Ru 2 100 100
Cs 100 100 100
Cd 100 100 100
Mo 0 80 80
Se 100 100 100
Sb 100 100 100
Rb 100 100 100
Te 100 100 100
C 100 100 100

Ag 10 80 80
Tc 10 100 100
Pd 0 80 80
Rh 0 80 80
Sr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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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5. 3 Comparison of volume reduction products manufactured via 
oxide and metal processes

항목 금속감용체
산화물 

감용체(I)
산화물 

감용체(II)
산화물 

감용체 (III) 비고

방사능 
제거율

75% 45% 4於 76%

• 산화물:
- 연소도 34, 770MWD/MTU, 

13년 냉각 PWR S/F 기준
• 금속: Cs, Sr 제거
• 산화물: Cs 제거

부피 
감소율

75% 30 〜 50% 30 〜 50% 30 〜 50%
• 집합체 구조물 해체와 
밀도차 효과

• 금속 밀도: 19.04
• U02 밀도: 10.96

붕괴열 
제거율

7 於 38% 38% 70.5% • 금속: Cs, Sr 제거
• 산화물: Cs 제거

장수명 
핵종

I, Tc 제거 I 제거 I, Tc 제거 I, Tc 제거
산화물의 경우 Tc 제거는 
고온산화공정시 가능

저장 
안정성

• ＞훨，스경

분위기 필요
• 안정한 형태 
•상대적으로

? 十

• 안정한 형태 
•상대적으로

우수

• 안정한 형태 
•상대적으로

우수

•U 금속융점: 1132X： 
•U02 금속융점: 期50 °C

기타

•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기술 
개발과제“ 
자료 인용

•공정단순
，핵연료에 비해 
사양 단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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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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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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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 
포집 
장치

Fig. 3.5.1 Manufacturing process(I) of oxide product and its 
off-gas trea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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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Fig. 3.5.2 Manufacturing process(II) of oxide product and its
off-gas treatment system.

알칼리 금속 ( Cs, Rb 등 ) 
알칼리토금속 ( Sr, Ba 등 ) 薦Kr, Xe, I 등

탈피복공정

— 暴

1—OREOX 공 정
표

F-알칼리 금속과
알칼리토금속 1

제거공정 1
— 暴

성형공정

j—소결공정

Fig. 3.5.3 Manufacturing process(III) of oxide product and its 
off-gas trea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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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식재가공기술 이용 감용체의 기준 제조공정 확립을 위한 기초실 

험

본 연구는 감용공정（ni）을 현실화 시키고자 고온 열처리 기법을 이용 

Sr 제거를 시도한 것이다.

가. 실험방법

사용후핵연료내 Sr은 U-matrix에 고용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Sr 화합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SrO의 경우 녹는점 （M. 미이 2439 °C 이며 

물과 만나면 용이하게 Sr（아1）2 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r（0H）2 는 

녹는점（M.미이 375 °C 이고 용해도는 21.83g/100g（100°C） 이다.

상온에서 U02 중 Sr의 제거용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분말 

은 simfuel 소결체를 OREOX 공정 후 milling 한 것을 사용하였다. 용해실험 

은 상온에서 lg의 simfuel 분말（U02 형태）을 50ml 증류수에서 12시간 용해시 

켰다.

또한 U02를 U308으로 산화시킨 후 결정 구조를 이용하여 SrO를 분리시키 

기 위한 실험으로서 simfuel 분말을 산화분위기에서 500, 600, 700, 900 °C 

에서 각각 6시간 동안 유지⑴02 세308）한 후 이를 1400°C에서 6시간 열처리 

하였다. 이를 증류수에 12시간 용해하여 Sr 제거율을 계산하였다.

나. 실험결과

상온에서 U02 증 Sr의 제거용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 초기 Sr 함유량의 

0.3%가 제거되었다. U02와 SrO는 입방정계 결정구조를 갖고 있어 simfuel 분 

말（U02 형태）내 금속으로 석출된 Sr만 용해되었고 U02와 고용되어 있는 Sr는 

침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1400°C에서 6시간 열처리한 Sr 제거 용해실험 결과 평균 제거율이 

약 1.58%로서 열처리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5배 증가하나 제거율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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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따라서 고온 열처리 방법은 Sr제거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며 전해제 

련 등의 새로운 방법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산화물 전해제련 기술(감용기술 비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감용기 
술

사용후핵연료 감용기술로 주목해야할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은 사용후핵 

연료의 약 96%에 해당하는 잉여우라늄을 회수하여 이를 재활용하거나 중-저 

준위 폐기물화 하는 기술이다. 이 경우 3% 정도에 해당하는 TRU 물질은 고 

속로나 경수로에 소멸처 리도 가능하다. Table 3.5.4에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잉여우라늄 회수공정을 나타내었다. 습식 공정에서는 PUREX 공정에서 

Urany Nitrate나 U02형태로 잉여우라늄이 회수된다. 이에 대한 중수로 재활 

용을 “중수로용 순환우라늄 재활용기술개발" 과제에서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3-5-2]. 최근에는 PUREX공정의 핵비확산성을 

향상시켜 UREX+ 공정을 미국 AFCI(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program에서 개발하고 있다. 이 공정에서는 매을 TRU물질과 함께 분리하고 

있으며 잉여 우라늄을 실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이용한 실험실 규모의 실 

험에서 순도 99. 999%의 잉여우라늄을 회수에 성공한 바 있다.

건식공정에는 금속 공정과 산화물 공정，불화물화 공정이 있다. 금속공 

정은 미국 ANL에서 처음 개발한 공정으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환원시 

킨 무 이 금속을 전해정련하여 순수 엄여우라늄 금속을 제조하는 기술을 의 

미한다. 여기서 나온 금속 우라늄은 군사용으로 쓰이거나 차폐체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한편 산화물 공정은 산화물 전해제련 기술을 의미하며 러시아 

RIAR 연구소에서 처음 개발한 DDP(Dimitrograd Dry Process)공정으로 일본 

JNC가 이 공정을 더욱 개선하였다. 이 공정을 이용하면 사용후핵연료의 약 

96%에 해당하는 잉여우라늄을 산화물 형태로 회수할 수 있다.이때 회수된 

잉여우라늄은 현재의 기술을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면 중수로에 재사용 

할 수 있거나 또는 중•저준위 폐기물로 저장 흑은 처분할 수 있다고 사료된 

다. 이를 도식화한 것을 Fig. 3. 5. 4에 나타내었다. 불화물공정은 불화우라늄 

과 불화플루토늄의 골는점 차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여기에서 나온 UF6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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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 공정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국내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된다.

Table 3.5.4 Recovery process of excess uranium

공정
생산품 

형태
활용처 비 고

건 

식 

공 

정

금속 

공정
U-metal 군사용，차폐처L 저장체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 기술개발 

과저r에서 연구 중

산화물

공정
uo2

경수로，중수로 핵연료， 

차폐체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핵연 

료기술개발”과제에서 연구 중

불화물 

휘발법
uf6 재농축

농축시설이 없는 국내실정에 불리

UF6+3H2O—> UC)2+6HF+l/2 O2
스

식 

공 

정

PUREX
UNH,
U02

M0X로 이용

RUPIC 타당성 검토 중
순수 U, Pu 분리가능

UREX+
UNH,
U02

중저준위 폐기물로 

전환가능

매는 분리하지 않고TRU 형태로 분 

리

Fig. 3.5.4 Process concept diagram for volume 
reduction of spent PWR fuel using oxide 
electrowinn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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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경수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회수한 우라늄의 특성을 살펴보면 

U-235가 약 0.9%이고 감마선 방출체인 U-232, U-234 가 포함되어 있다. 또 

한，중성자 흡수체인 U-236이 U-235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어 회수 우라늄 

의 가치를 약 30% 줄어 들게 한다. 만약，우라늄의 순도가 99.999%이 면 저 

준위 폐기물로 변환이 가능하며 발열량은 무시할만하다.

끝으로，건식 금속공정과 산화물공정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첫째，산화 

물공정이 금속공정에 비하여 공정이 단순하다. 즉, 산화물공정은 염화물 상 

태에서 바로 U02 형태로 분리가능 하지만 금속공정은 염화물 상태에서 금속 

화시키고 이 금속을 양극으로 하여 다시 염화물로 녹여 음극에서 순도 높은 

U-metal 로 회수하는 복잡한 공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산화물공정이 더 

욱 경제적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잉여 우라늄(농축도 약 0.9비의 CANDU핵 

연료로의 재활용에 있어서도 산화물이 유리하다. 금속을 산화물로 변환시키 

려면 염소화 한 후 산화시켜야 하는 등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셋째， 

잉여 우라늄의 장기 저장 및 처분시도 산화물형태가 유리하다. 즉, 산화물 

이 저장안전성(지하수, 해수에 대한 부식율이 산화물이 작음)과 화재 안전 

성 측면에서(융점 U metal : 1,132 °C，U02 : 2,850 °C) 금속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5. 결론

가. 34,770 MWD/MTU, 13년 냉각 PWR S/F 기준으로 계산한 산화물 감용체 

( I )의 방사능 제거율은 45%, 붕괴열 제거율은 38% 이었고，산화물 감 

용체( II )의 경우도 방사능 제거율은 4於，붕괴열 제거율은 38%로 나타 

났다.

나. 고온산화공정이 도입된 산화물 감용체(II)는 방사능 제거율，붕괴열 제 

거율면에서 산화물 감용체(I)과 비슷하나 장수명핵종(1-129，Tc-99, 
C-14), 고방사능 및 고방열 핵종인 Cs, Ru, 희토류 원소 등의 추가 제 

거가 가능하므로 사용후핵연료 감용기술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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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식 산화물 전해제련공정 도입시 96% 달하는 잉여우라늄 제거에 따른 

획기적인 감용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잔류 용융염 중에서 Pu, Am, Np, 
Cm 등 TRU 핵종은 LWR, 고속로 등에서 소멸처리하고 약 3%의 잔류 핵분 

열생성물은 합성 암석화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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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단계기간의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달성도 등을 표 

4.1.1 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연구 목표는 건식재가공 

핵연료제조공정 원격유지 보수 및 DFDF 안전운영 기술개발，건식재가공 

핵연료공정폐기물 및 핵종별 배기체처리 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감응기 

술과의 연계타당성분석 등 3가지이다.

건식재가공 핵연료제조공정 원격유지보수 및 DFDF 안전운영 기술개발 

연구에서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치 및 시설의 안전운전，유지 보수와 더불어 DFDF 핫셀의 안전 운 

영에 필요한 원격 클린업장치, 원격 분진제거장치, 원격 건식제염장치 등 

의 성능을 개선하고, 힛■셀의 고기능 swabbing system 마스터/슬레이브의 

설계를 완료한 후 3차원 가상환경에서 제염작업을 미리 모사할 수 있는 

핫셀의 고기능 swabbing system 3D 그래픽환경 모의시험시스템 등을 개발 

하였다.

건식재가공 핵연료공정폐기물 및 핵종별 배기체처리 기술개발 연구에 

서는 배기체 중 세슘의 99%, 크립톤의 처리효율 92%를 달성하여 목표치인 

90%를 상회하는 우수한 처리효율을 얻었다.

고체폐기물 특성연구를 통하여 폐피복관(hull)의 표면을 제거함으로 

써 TRU 폐기물인 폐피복관을 non-TRU 폐기물로 전환시키는 처리기술은 고 

준위폐기물의 발생량을 현저히 감소(핵연료집합체 1톤중 약 300 kg이 폐 

피복관임)시켜，압축이나 용융에 의한 기존의 처리기술에 비하여 폐기물 

관리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 

다. 또，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DFDF 시설 및 수송장치를 안전하게 운영 

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가 성공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무핵연료 감용기술과의 연계타당성분석연구에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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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후핵연료 감응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열-기계적 건식 산화물공 

정으로 제조한 S/F 감용체들의 방사능, 붕괴열 등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건식 금속공정 감용체와 산화물공정 감용체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당초 과제제안요구서에 주어진 내용을 만족하였다 

고 판단되나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구축한 DFDF시설 및 장비 

를 활용하여 앞에서 열거한 각 기술들을 좀 더 심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본 과제의 단계기간중 주요 성과품은 국외특허등록 1건, 국내특허등 

록 4건, 국외 특허출원 1건，국내 특허출원 9건, 국내 논문게재 6편, 국 

외 논문게재 3편，국외 논문발표 12편, 국내 논문발표 16편，전시회 출품 

2건 등이다.

제 2 절 대외 기여도

본 1단계 연구를 통하여 명실공히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를 형질변경 

하여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 및 안전운영 경험을 축척하였다고 판단 

된다. 이는 국내 최초로 사용후핵연료를 취급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건식으로 핵연료를 취급할 수 있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첨단의 시설 

및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건식재가공 핵연료제조공정 원격유지보수 및 DFDF 
안전운영 기술개발, 건식재가공 핵연료공정폐기물 및 핵종별 배기체처리 

기술개발，사용후핵연료 감용기술과의 연계타당성분석 등에 대한 경험 및 

기술 축적은 후행핵연료주기 핵심기술을 다루는 값진 연구였으며 국내 기 

술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데 있어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물질과 같은 고방사성 물질의 안전취급 실례를 

가시적으로 실증한 본 연구과제의 결과는 향후 원자력（특히，방사성폐기 

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원격 클린업장치, 원격 분진제거장치, 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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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제거장치，고기능 swabbing system 등과 같은 원격유지보수 장치들은 

핫셀과 같은 제한된 시설에 설치된 장비의 원격 유지보수 등에 폭넓게 이 

용되리라 사료되며 최종 제품 측면에서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산 

업분야에도 폭 넓게 활용되며, 관련 spin-off 기술은 국가 10대 성장 동 

력사업의 한 분야인 지능형로봇의 기술 발전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사료 

된다. 본 과제를 통하여 습득한 사용후핵연료취급시설 안전 운영 및 원격 

기술은 기존 핫셀의 안전운영에도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를 취급하는 금속핵연료 제조시설, pyro-electrochemical processing 시 

설 둥의 설계, 건설 및 운영 등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부 기술 분야는 일반 산업시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과제의 배기체 처리기술개발을 통하여 축적된 고방사성 세슘 및 

크립톤 등 핵종별 배기체 처리기술 등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폐기물 

의 금속전환체 전환, 소멸처리, 유리화 등의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배기체 관련 연구 결과는 현재 AFCI 프로그램을 수행중인 미국 ANL과 

0RNL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i-NERI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2004년 6월부 

터 향후 3년간 KAERI/ANL/ORNL 3국간 국제공동연구(과제명: 경수로 사용 

후핵연료 휘발성 산화공정 기술개발) 형태로 배기체 거동, 배기체 표집 

및 휘발성 산화공정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AFCI 및 

GEN-IV 프로그램에 적용될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시설 및 전처리 공정의 

설계，건설，운전 등에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고체폐기물 특성연구를 통하여 폐피복관(hull)의 표면을 제거함으로 

써 TRU 폐기물인 폐피복관을 non-TRU 폐기물로 전환시키는 처리기술은 고 

준위폐기물의 발생량을 현저히 감소시켜, 압축이나 용융에 의한 기존의 

처리기술에 비하여 폐기물 관리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건식공정산화물 핵연료 감용기술은 방사능 저감, 붕괴열 저감，장수 

명핵종(1-129, Tc-99)의 제거，산화물핵연료 감용체의 저장안정성，핵비 

확산성, 공정단순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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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1.1 Objectives and achievements of the present stage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며）

비고

건식재가 
공핵연료 
제조공정 
원격 유지 
보수 및 
DFDF 
안전운영 
기술개발

• DFDF 힛■셀의 원격클린업장치의 mopping area를 24 
m2/roll 이상으로 성능개선.

• DFDF 앗셀의 고기눙 swabbing system을 림 반향 
원격 조작형 （매스터/슬레이브 형태）으로 상세설계 
완료.

•DFDF 핫셀의 원격 분진제거장치의 
청소모들（cleaning module） 개량제작.

• 드라이아이스 펠릿을 활용하는 원격
건식오염제거장치의 분사기（blasting device）의 
개량제작.

•DFDF 핫셀의 가상 그래픽 작업환경에서 swabbing 
system의 가상작업을 동적으로 모사하는 tool 
개발.

•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시험은 DFDF 핫셀, PIEF 
핫셀 및 DUPIC 모의시험시설에서 수행되므로 이들 

시설 및 장치의 안전운영을 통해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시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DFDF 핫셜의 시설과 장치는 지속적인 
원격유지보수가 필요하며, 단계기간 중 DFDF 
랏■셀의 manipulator 보수 및 부품교체（4회）, DFDF 
핫셀 라이트 원격교체（4개）, DFDF 핫셀 바닥 
원격제염（2 회）, 부압조정 등을 수행하였음.

•DFDF 격리실에서 핫셀 시험장치의 원격 유지보수， 

제염해체 및 폐기물관리를 위해 격리실 북측 벽에 
Py manipulator를 설치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음.

• Padirac cask를 사용하여 rod-cut, mini-element, 
소결체 시료 등을 DFDF어i서 PIEF, IMEF, 
화학분석실 등으로 운반하였음（15회）,

•DFDF 핫셀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방사성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핫셀의 지정구역으로 옮겨 
보관하였음. 핫셀 밖에서 발생한 운영폐기물은 
200리터 드럼에 적재하여 RFTF로 옮겼음（2드럼）.

100

•클린업장치 
성능 개선

• 분진제거 
장치 개량

• swabbing 
system 
상세설계 
완료

• 건식오염 
제거장치 
개량

• swabbing 
system 
가상작업 
모사 tool 
개발

• DFDF 안전 

운영
•시설/장치 

유지 보수
•격리실 

원격조작기 

설치/성능 
시험

•소내핵물질 
수송 15회

•운영폐기물 
안전관리

•특허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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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 

달성도(비 비고

건식 재가 
공핵연료 
공정 폐기 
물 및 
핵종별 
배기체 
처 리 
기술개발

•DFDF 핫셀 내 설치한 배기체 처리장치의 포집재 
교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하여 운전 시간에 

따른 성능 평가 및 장치의 안전운영 수행
• 사용후핵연료 660g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세슘을 

포집한 후 방사성 세슘 포집 필터 units를 
감마핵종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필터 units의 
바닥부터 상부까지 측정한 결과 Cs-134, 
Cs-137 포집효율은 각각 99.4외，99.1%로 

나타남.
•관련 장치 미비점 보완 및 실험시 문제점 해석
• 세슘 단위처리공정 포집실험을 수행하여 세슘 

처리 조건을 확립하고, 목표치 포집효율을 
상회하는 99%을 달성

• 크립톤 단위처리공정 포집실험을 수행하여
크립론 분석 조건 확립하고, 적합한 포집물질 
선정 및 처리실험을 수행하여 상온에서 목표치 
포집효율을 상회하는 97% 달성

• DFDF 앗셀에서 발생하는 페피복관(cladding 
hull)에 대한 oxygen potential 측정, EPMA 
분석을 통한 고방사성 고체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을 수행하였음.

• 폐피복관(hull) 내면 오염된 표면의
절삭(peel-off)을 통한 방사능 저감 기술개발 
및 국내 특허 출원.

•DFDF 핫셀에서 발생하는 폐시험 장비 등의 
부피가 큰 폐기물을 RWTF로 운반하여 저장하기 
위해 DFDF 폐기물 수송/저장 검용용기를 
설계하였음(내경 1080 mm, 높이 1,145mm, 
납차폐 40mm, 무게 약 3. 5톤) .

100

•배기체장치 
안전운영

• 배기체포집 
제 교체 및 
시료채취

•석탄회필터 
의 방사성 
세숨 포집 
성능 확인

• Cs 최적 
포집 조건 
확립

• Cs 포집효 
율 >99%

• Kr 포집 

조건 확립
• Kr 포집 
효율>97%

•특허 5건

의
 

후
료
 

과
 

성
 

용
연
 용

<•계
당
석
 

사
핵
 감
기
 연
타
분

• 사용후핵연료 감용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열-기계적 건식 산화물공정으로 제조한 
S/F 감용체들의 방사능, 붕괴열 등을 분석

• 건식 금속공정 감용체와 산화물공정 감용체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음.

100
•감용기술 
분석

총계 100

- 380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픽

본 과제의 저U단계 연구에서는 건식재가공 핵연료제조공정 원격유지 

보수기술 및 DFDF 안전운영 기술개발, 건식재가공 핵연료공정폐기물 및 

핵종별 배기체처 리 기술개발，사용후핵연료 감용기술과의 연계타당성분석 

등에 주력하였다.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원격 클린업장치, 원격 분진제거장치, 건식 

오염제거장치, 고기눙 swabbing system 등과 같은 원격유지보수 장치 등 

은 핫셀과 같은 제한된 시설에 설치된 장비의 원격 유지보수 등에 폭넓게 

이용되리라 사료되며 최종 제품 측면에서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분야에도 폭 넓게 활용되며, 관련 spin-off 기술은 국가 10대 성장 

동력사업의 한 분야인 지능형로봇의 기술 발전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취급시설 안전운영에 관한 연구결과 및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험은 기존 핫셀의 안전운영에도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용후핵 연료를 취 급하는 금속핵 연료 제조시 설 , pyro- electrochemical 
processing 시설 등의 설계, 건설 및 운영 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기술 분야는 일반 산업시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과제의 배기체 처리기술개발을 통하여 축적된 고방사성 세슘 및 

크립톤 등 핵종별 배기체 처리기술 등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폐기물 

의 금속전환체 전환, 소멸처리，유리화 등의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배기체 관련 연구 결과는 현재 AFCI 프로그램을 수행중인 미국 ANL과 

ORNL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i-NERI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2004년 6월부 

터 향후 3년간 KAERI/ANL/0RNL 3국간 국제공동연구（과제명: 경수로 사용 

후핵연료 휘발성 산화공정 기술개발） 형태로 배기체 거동, 배기체 포집 

및 휘발성 산화공정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AFCI 및 

GEN-IV 프로그램의 향후 AFCI 및 GEN-IV 프로그램에 적용될 핵비확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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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 시설 및 전처리 공정의 설계, 건설, 운전 등에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체폐기물 특성연구를 통하여 폐피복관(hull)의 표면을 절삭함으로 

써 TRU 폐기물인 폐피복관을 non-TRU 폐기물로 전환시키는 처리기술은 고 

준위폐기물의 발생량을 현저히 감소시켜，압축이나 용융에 의한 기존의 

처리기술에 비하여 폐기물 관리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대단히 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과제수행을 통하여 습득한 건식공정산화물 핵연료 감 

용기술은 방사능 저감，붕괴열 저감, 장수명 핵종(1-129, Tc-99)의 제거, 

산화물핵연료 감용체의 저장안정성, 핵비확산성，공정단순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기술로서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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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의 연구결과로 파생되어 수행중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휘발 

성 산화공정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수집한 내용에 의하면, 미국은 AFCI 
program의 일환으로 연간 2000톤 규모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 

정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전처리 공정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 

합체 해체한 후, 사용후핵연료 연료봉으로부터 핵물질 분리하여 이를 후 

속공정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분말형태로 제조하는 것을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휘발성 산화공정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후속 

공정에는 UREX+ 습식공정과 PYROX 공정이 검토되고 있는데 습식공정 개발 

에서 목표로 하는 분말 규격과 PYROX공정에서 목표로 하는 분말 규격에는 

차이가 있으며, PYROX 공정에서는 방사능이 높은 세슘의 제거와 취급이 

용이하고 용융속도가 크도록 약 100/zm의 크기의 분말을 목표로 하지만, 

습식공정에서는 세슘뿐만 아니라 습식공정에서 용해가 되지 않는 요오드, 

루테늄, 몰리브데늄 등 핵종의 제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중단기적으로는 UREX+공정을 이용하여 잉여우라늄 

을 제거하고, TRU(Pu, Np, Am, Cm 등) 물질은 산화물 핵연료로 제조하여 

경수로나 고온가스로에서 소멸처리 하는 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 장기적으로는 PYROX 공정을 이용하여 잉여우라늄을 금속형태로 분리 

하고 TRU 핵물질은 고속로 금속연료로 제조하여 고속로에서 소멸처리 하 

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따라서 한국도 습식공정 연구는 핵비확산 문제로 국제적 승인을 받기 

어렵다 하더라도 핵비확산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는 건식 고온 공 

정(산화물 전해제련 )을 이용하여 잉여우라늄을 제거하여 사용후핵연료 물 

질의 부피를 줄이고, 잔류 TRU 물질은 경수로나 고온가스로를 이용하여 

소멸처리하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제의 수행을 위 

하여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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