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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내 건설 예정인 기장 신형연구로를 비롯하여 최근 건설된 세계 연구로원

자로의 대부분이 판형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건설될 연구용원자

로 (프랑스 JHR, 네덜란드 PALLAS, 요르단 JRTR) 역시 판형핵연료를 사

용할 예정이다. 한국은 KAERI에서 보유한 하나로에 U-Si계 봉형핵연료를 

국산화하여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원심분무 분말 제조기술과 같은 핵연료 

제조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형핵연료 인프라 및 기

술 개발 경험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다. 국내 판형핵연료 기술자립 시 

KAERI의 핵연료 분말 제조 기술을 통하여 가격 우위뿐만 아니라 세계 수준

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로 핵연료는 캐나다의 AECL에서 공급하여 왔으나, 2005년 국산화 이후 

전량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AECL과 비교하여 제조공정 개선을 통

해 우수한 품질의 하나로 핵연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하나로의 안정적인 가

동을 위해 핵연료 제조 및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 경험을 통해 축적된 

know-why와 know-how를 판형핵연료 개발에 전수하여 개발기간 단축에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더불어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하나로핵연료 생

산 및 연구로수출 기반 확보에 필수적인 판형핵연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하나로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더불어 

국내 판형핵연료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이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로핵연료의 기장 신형연구로 핵연료 공급과 연구로와 핵연료의 시너지 효과

로 인한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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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late-type fuels have been applied to world research reactors as well as 

the Kijang research reactor which is going to be constructed in Korea. 

Also, the new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lJHR (France), PALLAS 

(Netherlands), and JRTR (Jordan) will be used the plate-type fuel. Even 

though Korea has supplied the rod-type fuel based on U-Si alloy to the 

HANARO research reactor of KAERI and has the centrifugal atomization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of fuel fabrication, there is little 

experience for the plate-type fuel. If we accomplish the technology 

independence of plate-type fuel, we will be the one of the world’s top 

competitors in fabrication of research reactor fuels with the atomization 

technology of the fuel powder. 

Since the localization of HANARO fuel in 2005, KAERI has supplied the 

entire quantity of HANARO driver fuels. For the stable operation of 

HANARO, the sustainable fabrication of HANARO fuel is necessary. The 

“Know-how” and “Know-why” accumulated by the experience of 

localization development of HANARO fuel was the important foundation 

to reduce the development period of the plate-type fuel in Korea.

From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advanced fuel science 

building, the infrastructure for treating a nuclear materials is supported to 

the fabrication of HANARO fuel and the development of plate-type fuel 

stably.

Through the successful execution of this project, we have accomplished 

both of th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the plate-type fuel as well as the stable supply of 

HANARO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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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사업/과제추진 의의와 역할

1-1. 사업/과제추진 필요성

가. 연구 몰입도(설비구축/실증단계진입) 증진을 위한 ‘연구로공학기술사업’의 분

리 추진

그 동안(~‘12년) 연구로공학기술사업을 통해, 연구로 노심 • 유체계통 등의 개

념 • 상세 설계 및 연구로 핵연료 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으나, 판형핵연료 

기술 검증을 위한 ‘설비 구축/실증 단계(‘13년~)’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봉형 핵

연료제조시설을 활용한 설비확충(인허가 획득 포함) 및 시제품 제작 등 대규모 

예산 투자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노심 • 계통 • 제어봉’ 부문과 ‘핵연료’ 부문을 

분리/추진할 필요성이 대두하였으며, ‘판형핵연료 기술개발 및 설비 투자’는 기 

운영중인 ‘하나로 핵연료생산 시설’과 연계 추진할 경우, 사업 운영 효율성 및 

예산 절감(경제성 확보) 등의 효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 

나. 판형핵연료 기술자립 필요성 대두

국내 건설 예정인 기장(부산) 수출형 신형연구로를 비롯, 최근 건설된 세계 연

구로 원자로의 대부분이 U-Si 판형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건설될 연

구용 원자로들(프랑스 JHR, 네덜란드의 PALLAS, 요르단의 JRTR) 역시, 판형

핵연료 사용이 필요하다. 반면, 국내에서는 봉형 핵연료에 대한 수요만 있을 뿐 

판형핵연료의 수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원심분무 분말 제조와 관련한 핵심기

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형핵연료 인프라 및 기술 개발 경험 자체

가 없는 상황이었다. 

※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주(‘09년) 시, 국내에 판형핵연료 기술이 전무하여 

프랑스 CERCA에서 공급받아 제공하기로 한 바 있음.

현재 세계 연구로 핵연료 시장은 프랑스의 CERCA와 미국의 B&W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나, 국내 판형핵연료 기술자립을 통해 KAERI가 원심분무 U3S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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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U-Mo 분말기술을 적용한 판형핵연료 제조 기술을 개발한다면 가격 우위뿐

만 아니라 세계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1-2. 사업/과제 목적 및 기대효과

가. 목적

ㅇ 수출주도형 기장 신형연구로 기술확립과 해외 연구로핵연료 시장진출을 위해 

판형핵연료 생산체계 구축 및 공정기술 개발 필요

수출주도형 연구로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면서 세계 연구로핵연료 시장 진출

을 위해 판형핵연료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판형핵연료는 봉형핵연료에 비해 

효율적이어서 세계 90% 이상의 연구로에서 사용되고 있어 국내 연구로용 핵연

료기술 자립 및 수출용 연구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형핵연료 기술개발 필수적

이다. 국내 건설예정인 기장 신형연구로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핵연료인 U-Mo  

판형핵연료를 기반으로 설계 제작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전 세계 연구로에 

본격적인 사용을 목표로 개발 중인 판형의 고밀도 U-Mo 분산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분말제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KAERI가 보유한 원심분무 U-Mo 핵연

료분말 제조 기술이 상업적인 규모로는 전세계 유일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2007년 9월 지식경제부에서 KAERI가 보유한 원심분무 핵연료 제조기술의 우수

성을 인정하여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였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연구로에서 사

용하고 있는 U-Si계 합금 핵연료는 파쇄방법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이를 KAERI

가 보유하고 있는 원심분무 기술로 제조하게 되면 기존 U3Si2 파쇄 분말보다 연

소 성능이 뛰어나고 경제성이 우수한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JMTR 연구로 같은 기존 해외 연구로핵연료 시장에도 우수한 경쟁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KAERI는 하나로 핵연료와 같은 봉형핵연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기술적인 상이점으로 인하여 판형핵연료 개발과 관련한 시설구축 및 제조기술 

개발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 세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원심분

무 핵연료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판형핵연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제조 기

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위해 본 과제 수행이 필요하다. 연구로와 패키지로 이루

어질 때 연구로 수출에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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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신형연구로 건설, 신흥국 신규연구로 건설수요 및 연구로 노후화에 따른 대

체 건설수요 증가로 핵연료시장 확대되고 있다. 세계에서 운전 중인 250여기의 

연구용원자로 중 65%가 노후화되어 향후 15년 이내 약 110기의 대체수요가 전

망되며, 이 중 약 50기가 국제 건설시장에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원자

로 대체 및 원전 도입국의 신규 수요로 인하여 향후 2030년까지 약 10~20조원의 

연구용 원자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인한 판형핵연료 수요도 창

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1 세계 연구로 현황

ㅇ 봉형핵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로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연구로핵연료 

국산화 경험으로 얻은 Know-how와 Know-why를 판형핵연료 국산화에 이

전

하나로에 사용하고 있는 U3Si 봉형핵연료는 캐나다의 AECL에서 공급하여 왔으

나, KAERI는 원심분무기술을 적용한 핵연료 분말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2005년

부터 핵연료를 전량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KAERI는 AECL과 비교하여 

분말제조, 봉단마개, 전자빔용접, 압출 등 모든 공정을 개선하여 우수한 품질의 

하나로 핵연료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공정개선을 통해 하나로

핵연료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하나로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 핵연료제조 

및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판형핵연료 제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5~7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

지만, 하나로핵연료의 국산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연구로 핵연료 연구개발을 

<연구로 수 변화> <연구로 연령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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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know-why 및 제조기술과 관련된 know-how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어서 

이를 밑바탕으로 개발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ㅇ 하나로핵연료 생산 및 연구로수출 기반확보에 필수적인 판형핵연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안정적 제공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의 종합적 수행을 위하여 핵연료 연

구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취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반시험시설로서 시

설의 무사고 안전운전으로 하나로 핵연료생산 및 판형핵연료 개발 기반 인프라

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핵연료 기술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나. 기대 효과

� 연구로판형핵연료 제조기술 개발을 통해 기장 신형연구로에 공급함으로써 국

제사회에 KAERI의 원자력 기술 위상 제고 및 연구로, 핵연료의 패키지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세계시장 연간 3,000~5,000억 원 규모의 연구로 판형핵연료 생산기반 확보

-  KAERI가 전세계 유일 보유한 원심분무 분말기술을 활용한 연구로 판형

   핵연료 개발로 부가가치 극대화 

   (수출액 예상 : ~ 100억 원/년)

� 하나로 가동에 필요한 하나로핵연료를 제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연구로용 핵연료 제조

와 첨단 핵연료연구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함

� 하나로 운전에 필요한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 및 예산

절감

�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안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핵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 

축적

� 전 세계 연구로에 원심분무 핵연료분말 수출 또는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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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부과제 간 연계 체계

본 과제는 “연구로 판형핵연료 개발”, “하나로핵연료가공”,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운영” 세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부 과제간 연계 체계는 아래와 

같다. 

그림 1.1.2 과제간 연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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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과제수행 내역

그림 1.1.3 주요 과제 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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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세부과제별 연구수행내용  

제 1 절 연구로 판형핵연료 개발

미국은 핵 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용 원자로의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저

농축 핵연료로 전환시키는 RERTR (Reduced Enrichment for Research and 

Test Reactors) program을 수립하여, 저농축 우라늄 사용에 따른 우라늄 밀도를 

증가시키는 연구를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U-Si계 핵연료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연구로는 U-Si 분산 판형핵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ANL에서는 고

성능 연구로용 고밀도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U-Mo 핵연료 분말을 사용하여 

연소시험 (RERTR 1~12: mini-plate, AFIP-1: 실크기 핵연료)를 수행하였으며, 

U-Mo계 준안정 감마상 합금을 고성능연구로의 핵확산 저항성의 유력한 후보 재

료로 선정하였다. 또한 프랑스 CERCA에서는 1997년에 파쇄법으로 제조한 

U-Mo 분말로 판형핵연료를 제조하여 OSIRIS 연구로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였

으나 핵연료 손상이 발생한 이력이 있다. 파쇄방법은 U-Mo 핵연료 분말 제조에 

적합하지 않아 현재는 KAERI의 원심분무 U-Mo 분말을 공급받아 U-Mo 판형

핵연료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RERTR program에서는 당초 

2016년 까지 U-Mo 합금을 기반으로 저농축 핵연료 전환사업을 완수할 목표로 

현재 고농축 우라늄의 U-Si/Al 분산 핵연료를 사용하거나 신규 건설되는 고성능

연구로 중 적어도 6 기의 연구로 (BR-2, JHR, ILL, PALLAS, OPAL, FRM-II) 

핵연료에 우라늄 고밀도(8.0 gU/cm3)의 U-Mo 판형핵연료를 적용할 계획이었으

나 유럽의 실크기 조사시험 E-Future 1, 2의 조사시험 실패로 인해 약 5~10년  

연기되었다. 현재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칠레 등은 판형핵연료 제조 및 성능

평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판형핵연료 원료 분말인 U-Mo 분말 제조에 관해

서는 상업 규모의 기술은 보유하지 못하였다.   

KAERI는 원심분무 금속 핵연료 분말 장치와 봉형 연구로 핵연료 생산시설을 구

축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하나로 핵연료를 자체 공급하는 등 연구로용 봉형 

핵연료 제조 기술에서는 세계 일류 수준이다. 국내 건설 예정인 기장 신형연구로

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핵연료인 U-Mo 판형핵연료를 기반으로 설계 되었으며, 

향후 전 세계 연구로에 본격적 사용을 목표로 개발 중인 고밀도 판형 U-Mo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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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핵연료를 제조를 위한 핵심기술인 핵연료분말 제조기술은 KAERI가 보유한 원

심분무 U-Mo 분말 제조기술이 상업적인 규모로는 전세계 유일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KAERI는 봉형 핵연료에 대한 경험 뿐, 판형핵연료 plate 제조 기

술은 일부 공정만 보유하고 있어 주요 핵심 공정기술 개발과 더불어 제조시설 

구축이 시급하여 본 과제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표 2.1.1 연구로 핵연료 국내외 연구현황

연구수행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 제조기술 개발

하나로 연구로 핵연료 제조
U-Mo 분말 해외 수출
U-Mo 분산 연구로핵연료 기술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봉형 연구로 핵연료
제조기술 개발

하나로 핵연료 공급

CERCA
(프랑스) 판형 핵연료 개발

전 세계에 판형 핵연료 공급
U-Mo 분말*을 이용하여 판형 
핵연료 개발 중

BWXT
(미국)

U-Mo 판형 핵연료
개발

U-Mo 분말*을 이용하여 판형 
핵연료 개발 중

CNEA
(아르헨티나)

판형 핵연료 개발

자국 연구로용 판형 핵연료 
자체공급
U-Mo 분말*을 이용하여 판형 
핵연료 개발 중

INL
(미국)

U-Mo 판형 핵연료
개발

U-Mo 분말*로 제조된 판형
핵연료 연소성능 평가

SCK-CEN
(벨기에)

U-Mo 판형 핵연료
개발

U-Mo 분말*로 제조된 판형
핵연료 연소 성능 평가

  U-Mo 분말* : KAERI가 원심분무 기술로 제조하여 수출한 분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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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과제 수행체계

1-1. 사업과제 추진체계 및 전략

 

그림 2.1.1 판형핵연료개발 과제연계 체계

가. 핵연료기술시설 구축 경험과 핵연료 기술 개발 경험을 최대한 활용   

KAERI는 핵연료 종합연구시설인 새빛연료과학동을 건설하고 핵연료 기술관련 

연구장비들을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 및 첨단 

핵연료 기술 관련 과제들을 수행하며 선진국 기술 수준의 연구로 핵연료 개발을 

성공하였고 핵연료 공급을 위한 QA/QC 절차를 확립한 경험이 있다. 수준 높은 

기술 인력과 연구개발 경험은 판형핵연료의 성공적인 연구개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선행 기술 습득을 위해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원자력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형상의 핵연료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문서들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ANL/INL, 칠레 CCHEN 등의 

선진국 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선행 기술들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

하여 판형핵연료 기반 시설 구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로용 핵연료는 미국 DOE에서 주관하는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인 RER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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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주도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판형핵연료에 대한 세계 최첨단 기술 

기수현안에 대해서 선진국과 정보를 교류하는 방법으로 국제협력을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다. 산·학·연 협력 강화

Al 용접, 판형핵연료 swaging 관련하여 기술 수준이 높거나, 개발경험을 가진 

산업체, 학교 및 연구소와의 기술 협력은 연구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로 판형핵연료 개발 로드맵

그림 2.1.2 연구로 판형핵연료개발 로드맵

2. 연구수행 결과

2-1. 판형핵연료 집합체 제조설비 구축 

판형핵연료 집합체 제조는 side plate와 핵연료판을 조립하는 스웨이징 공정, 스

웨이징된 1차 집합체와 fixing bar, end fitting을 조립한 후 용접하는 용접 공정, 

최종 설계 치수를 맞추기 위한 집합체 가공 등의 제조 공정과 핵연료판 간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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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검사, 용접부 결함 검사 및 최종 치수 검사 등의 검사공정으로 이루어 진다. 

이를 위해 새빛연료과학동 203호, 230호 내에 판형핵연료 집합체 제조 및 검사 

관련 설비를 구축하였다.  

 표 2.1.2 판형핵연료 집합체 제조 및 검사 장비 구축목록

장비명 용도 설치 장소

Swaging Machine 핵연료 집합체 조립
새빛연료과학동
203

EB 용접장치 
업그레이드

핵연료 집합체 조립
새빛연료과학동
203

Machining Center
핵연료 집합체 치수가공/

ID marking
새빛연료과학동
203

3차원 측정기
핵연료판/핵연료집합체 

치수측정
새빛연료과학동
230

X-ray linear scanner 핵연료판 특성 분석
새빛연료과학동
230

Gap 측정기 핵연료판 간격 측정
새빛연료과학동
203

판형핵연료 저장고 핵물질 관리 새빛연료과학동
229

그림 2.1.3 Swag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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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Machining Center

그림 2.1.5 삼차원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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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EB 용접장치

그림 2.1.7 X-ray linear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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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판형핵연료 집합체 제조공정 개발 

가. 판형핵연료 집합체 swaging 공정 개발

판형핵연료 집합체 swaging machine을 자체 설계하여 제작설치 하였으며, 최적

의 공정 조건을 수립하여 일반적인 판형핵연료 집합체 swaging 강도 기준인 27 

N/mm를 만족하는 swaging 공정 개발을 완료하였다.   

Aluminum 모의연료판을 이용하여 swaging된 집합체의 단면 육안 검사와 

X-ray CT검사를 통해 swaging 부위의 형상 및 연료판 간격 등을 검사한 결과 

간극이 일정하게 swaging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8 모의연료 집합체 swaging 후 단면 및 X-ray CT 검사 결과

Swaging 강도 측정을 위하여 시험에 적합한 인장시험용 지그 설계/제작를 진행

하였다. 시험 중 side plate을 굽힘이 발생하여 부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의 변형을 잡아주도록 설계/제작하였다. 최적 조건으

로 제조된 swaging 시편의 강도는 최대 60 N/mm로 기준 대비 2 배 이상의 높

은 강도를 나타내어 노심에서의 핵연료판 이탈 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였다. 



- 15 -

 

그림 2.1.9 집합체 swaging 강도 측정용 지그 및 시험

그림 2.1.10 집합체 swaging 강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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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형핵연료 집합체 EB용접 공정 개발

1) 알루미늄 판(AA6061-T6) 용접조건 최적화

판형연료집합체 제조를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서 AA6061-T6 알루미늄판재를 이

용한 EB용접개발을 위하여 표준형 집합체에 대한 개념 및 제조 기술성을 조사하

였고, 집합체용접을 위한 기본개념 확립을 위해 side plate와 end fitting 부의 구

조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EB용접을 이용한 공정개발에서는 판형연료집합체의 핵

심구조인 side plate를 이용한 EB용접 기초실험 및 강도시험이 수행되었고, 타 

용접업체에서 집합체를 이용한 EB용접시편과 비교 조사되었으며, 향후 판형연료

집합체 제조를 위한 side plate와 end fitting 이음용접 및 fixing bar의 원주용접

(circumference weld) 그리고 전용 용접기 개발에 기초가 될 것이다. 판형연료집

합체 side plate를 이용하는 기초실험은 AA6061-T6 알루미늄판재를 용접치구에 

조립하여 bead-on-plate 방식으로 EB용접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집합체의 이

음구조의 시편형상은 그림 2.1.11과 같으며, 판재용접 후 시편의 외관검사, 단면

촬영 및 용접부의 조직검사 순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2.1.12는 bead-on-plate 용

접 후 외관검사에서 용가재(filler metal)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 안한 경우의 비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11 집합체 이음구조 시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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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2 용접 bead 형상

용접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AA6061-T6의 열처리된 알루미늄합금 압연재로 화학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표 2.1.3과 같다. 용접시편 판재표면의 산화피막과 이물질

을 제거하기 위하여 NaOH 용액과 HNO3을 이용하여 산세처리 한 후 따뜻한 물

로 세척한 다음 건조시켰다.

표 2.1.3 Al6061-T6 합금의 화학 조성 및 기계적 성질

실험장비는 빔가속과 빔을 집속시키는 전자총 컬럼, 용접시편을 고정하여 이를 

이송시키면서 EB용접을 하게 된다. 이때 용접실험은 진공분위기(5.0xE-04torr이

하)에서 filament 텅스텐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전자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전자를 

고압으로 가속하여, 금속표면에 조사한다. 여기서 EB 용접기는 전자가 금속표면

과 충돌하면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금속을 용융시키는 방법으로,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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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발생기와 진공 시스템, 챔버로 구성되어 있다. EB용접 실험에서 사용된 변수

로는 가속전압(V), 빔 전류(I), 용접속도(v)가 있으며, 각 용접변수들이 bead 폭과 

용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bead-on-plate 용접을 수행하였다.. 또한 

EB용접부의 용입(penetration depth)을 알아보기 위하여 금속현미경으로 관찰하

였다. 

일반적으로 EBW에서의 용입 깊이는 용접기 가속전압, 전자빔 전류, 피용접물 

이동속도에 비례한다, 출력의 집속, 즉 전자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을 다음의 

식(1)에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k는 전자총 상수로서 전자총 구조와 사용물질

에 따라 결정된다. 전압의 증가가 전류보다 용입 면에서는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12에서는 빔 전류와 용접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가속

전압을 변화시킬 때 bead-on-plate 용접부의 용입(P), bead 폭(W) 및 aspect 

ratio(P/W)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12 및 그림 2.1.13과 같이 가속전압

이 증가할수록 bead 폭은 감소하는 반면에 용입은 대체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D = k▪I0.25 ▪V3.5      (1)             

(D : 에너지밀도, k : 전자총 상수, I : 빔전류, V : 가속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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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2 Accelerating voltages vs. penetration dep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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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Cross sections of EB welded specimens on the accelerating V

그림 2.1.14는 가속전압과 용접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빔 전류를 변화시킬 때 

용입과 aspect ratio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14와 같이 빔 전류가 증가

함에 따라 용입은 상당히 증가하나 용입비는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

았고, 반면에 bead 폭은 약간 증가함을 보이고 있었다. 이때 사용된 가속전압이 

75kV이기 때문에 빔 전류가 작은 영역인 30mA에서는 빔 전류가 증가하지 않아 

beam density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30mA 이하에서는 bead 폭이 약간 증가

하나 용입 면에서는 상당히 증가되었음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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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 Beam currents vs. penetration dep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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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너지밀도를 이용하는 EB용접의 경우에서 가속전압과 빔전류을 일정하게 유

지하고 용접속도만을 변화시킬 때 beam 직경은 일정한데 비해 다음의 식 (2)에

서와 같이 용접속도가 증가하면 용접으로 인한 입열량이 감소하게 된다. 

Heat input = 


(J/mm)       (2) 

V : 가속전압, I : 빔전류, v : 용접속도 (mm/min)

그림 2.1.15는 가속전압과 빔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용접속도를 변화시켰을 

때 용입과 용입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15에서와 같이 용접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입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용입비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결과는 식 (2)와 같이 일치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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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 welding speeds vs. penetration depths

2) EB 용접시편 분석 및 용접성 시험

EB 용접부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온에서 인장시험을 실시하였고, 그림 

2.1.16과 같이 시편의 압연방향 별로 구분하여 각각 3번의 시험 후 평균치로 선

정하였다. 이때 시험속도는 1 mm/min 이며, 시험장비는 RB301 Unitech-M을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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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6 Dimensions of tensile specimens

그림 2.1.17과 그림 2.1.18은 상온에서 AA6061-T6 판재의 압연방향 별 용접부의 

인장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EB용접부의 인장강도는 대체로 모재보다 낮

았으며, 모재의 최대하중은 압연방향 III과 VI에서 각각 289MPa 및 304MPa로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용접부의 이음효율 (welded tensile strength /unwelded 

tensile strength) 면에서 볼 때 횡방향의 경우 최대 66%이고, 종방향의 경우는 

43%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EB용접의 butt이음구조(TEBW-1)에서는 대략 

5%의 연신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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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 Stress-strain curves for welded and un-welded specimen(I/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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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8 Stress-strain curves for welded and un-welded specimen(IV/V/VI)

EB 용접부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온에서 인장시험을 실시하였고, 그림 

2.1.19와 같이 용접부의 위치 별로 구분하여 각각 3번의 시험 후 평균치로 선정

하였다. 이때 시험속도는 1 mm/min 이며, 시험장비는 RB301 Unitech-M을 사용

하였음.

 

그림 2.1.19 Schemes of three weld parts using the sub-size tensile specimen

그림 2.1.20, 그림 2.1.21 및 그림 2.1.22는 상온에서 AA6061-T6 용접부의 위치 

별 용접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EB용접부의 인장강도는 대체로 모재보다 

낮았고 모재(base metal)의 최대하중은 304MPa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용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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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음효율 (welded tensile strength /unwelded tensile strength) 면에서 볼 때 

상단위치의 경우 최대 61.5% 이고, 중심위치의 경우는 62.7%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EB를 이용한 butt이음구조의 용가재를 사용했을 때 용접부 중심에서는 대

략 12%의 연신율(strain)을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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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0 Stress-strain curves for EB welds without fille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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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 Stress-strain curves for EB welds with fille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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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 Stress-strain curves for EB welds and un-welded specimen.

AA6061-T6 판재의 압연방향 별로 용접부에 대한 용접금속(WM), 열영향부

(HAZ) 및 모재(BM)에 대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먼저 압연방향 별 용접부의 

미세조직은 그림 2.1.23에서와 같이 비슷한 grain size로 나타내고 있으며, 모재와 

HAZ에서 WM 쪽으로 갈수록 grain growth가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한

편 WM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화합물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림 2.1.23 Microstructures of EB welded specimen

(Keller’s reagent; 95mL water, 2.5mL HNO3, 1.5mL HCL,1.0mL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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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용접부의 화학성분을 알아보기 위한 열처리합금인 AA6061-T6 판재는 Si 

0.4-0.8%, Cu 0.15-0.40%, Mg 0.8-1.2% 성분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알루미늄합금

은 EB용접 시 균열 민감도와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높은 균열 민감도를 나타내는 

범위는 Si 0.5-0.8%, Cu 3%, Mg 0.2-1.2% 이다. 그림 2.1.24와 같이 모재와 용접

부의 비교한 주요합금의 화학성분 분석결과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CuL 01.26 00.54

 MgK 01.81 02.02

 AlK 96.15 96.69

 SiK 00.78 00.75

그림 2.1.24 Chemical contents by EDS analysis of weld metal area

3) 집합체 전용지그 개발

가) 용접지그 설계 및 제작

집합체를 위한 EB용접장치의 지그설계는 진공챔버 내에서 집합체를 고정하여 

상하단의 side plate 직선용접과 fixing bar 곡선 용접하는데 사용되며, 이때 공정

작업은 집합체를 용접지그에 고정한 다음 X-Y 축을 이용하여 상단 및 하단용접

이 수행되고, 마지막 공정인 180°회전하여 fixing bar의 원주용접이 수행된다. 모

든 집합체 용접과정이 진공챔버 내에서 이루어지고 표준핵연료집합체(STD. Fuel 

Assembly) 하단부의 side plate와 end fitting 이음의 상단 및 하단용접 등 여러 

부위가 용접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공챔버 내에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가 수

행되어야 한다. Side plate와 end fitting 부위의 상단 및 하단용접을 위한 지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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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그림 2.1.25에서와 같이 head cover 뭉치와 tab piece 삽입 및 결합이 가능

하도록 모듈화 개념으로 1차 및 2차 설계를 완성하여 모델링 설계가 수행되었다. 

이때 집합체를 고정한 다음 상단 및 하단 이동을 위하여 180° 회전할 수 있는 

서보모터 구동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집합체 용접은 앞면의 챔버 door를 이

용해서 side plate와 end fitting의 상단 및 하단용접이 끝난 다음 뒷면의 챔버 

door를 이용하여 집합체를 해체하고 다시 앞면의 챔버 door에서 조립한 다음 

fixing bar을 위한 마지막 공정인 원주용접(circumference welding)이 수행된다. 

      

그림 2.1.25 Welding jig configuration for plate-type fuel assembly

그림 2.1.26 Vacuum chamber using front door and rea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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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기술 개발 및 set-up

판형연료집합체 EB용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기계 및 제어장치가 필요

하며, EB용접부의 비드 폭이 5mm 이하이기 때문에 정밀한 제어를 하지 않으면 

요구되는 섬세한 용접을 만족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용접부의 자동이송을 위해 2

축, 회전제어가 포함한 X-Y-A축으로 구성되었으며, 상단 및 하단용접을 위한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2.1.27은 표준형집합체의 side plate와 end 

fitting 용접이음 구조와 실행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1.28은 마지막 

공정인 fixing bar 곡선이음의 구조와 실행프로그램을 나타낸다. 이때 용접프로그

램은 2축 제어와 A축으로 자동구동이 가능하며 빔출력의 slope on/off 기능 및 

곡선용접의 반복기능이 포함되는 프로그램도 설정되어 있다 

그림 2.1.27 Joint geometry and program for side plate and end fitting welding

      

그림 2.1.28 Joint geometry and weld program for fixing bar welding



- 28 -

다) 집합체 샘플제작 및 검사

판형연료집합체의 side plate 및 fixing bar용접의 적합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

여 최적의 용접변수, 구동시스템, 진공 챔버와 연계된 전용지그를 사용하여 

AA6061-T6의 집합체용접 샘플제작을 수행하였다. 

그림 2.1.29 및 2.1.30은 전체길이가 1,015mm, 폭 77mm인 상부 및 하부구조로 

구성된 표준형집합체를 EB용접된 것으로 집합체 하단부의 side plate와 end 

fitting 부위에서 용접비드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준다. 

          side plate to end fitting part                       fixing bar parts

그림 2.1.29 Shape of EB welded sample for STD. plate-type fuel assembly

    

         (side plate to end fitting)                      (fixing bar part)

그림 2.1.30 Photos of side plate part weld and circumference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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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집합체 EB 용접부위 X-ray CT 검사

집합체 end fitting과 side plate 연결 부위, side plate와 fixing bar 연결부위에 

EB 용접된 부분을 X-ray CT 촬영을 통해 검사한 결과 내부기공과 같은 용접 

결함이 아주 작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EB 용접 최적화 연구를 

통한 빔 전류 및 전압, 용접 속도 최적화를 통해 판형핵연료 집합체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2.1.31 집합체 End fitting 과 side plate EB 용접 부위 X-ray CT 사진

그림 2.1.32 집합체 Side plate와 Fixing bar EB 용접 부위 X-ray CT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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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판형핵연료 제조 QA/QC 체계 확립 

판형핵연료 제조 및 검사공정 최적화를 통해 제조 공정을 안정화 시켰으며, 

Quality Assurance program for fabrication of test fuel for KJRR을 기준으로 

구매, 제조, 검사 및 서류관리 등 제조 전 분야에 걸쳐 QC/QA 절차를 확립하였

다. 특히 용접 공정은 각 부분별로 WPS/PQR 작성 및 승인을 통하여 용접자격

을 확보하였다. 핵연료 판 및 핵연료 집합체 검사에 적용되는 비파괴 검사

(X-ray_심재크기 검사, 심재위치 검사, 우라늄 균질도 검사, stray particle 검사; 

UT_debonding 검사; PT_용접부 결함검사)를 위한 검사원 자격화를 완료하였다. 

확립된 QA/QC 체계를 적용하여 기장 신형연구로용 LTA (Lead Test 

Assembly)를 제조하여 조사시험용으로 공급하였다. 

가. 제조 QA/QC 문서 목록

1) 품질보증계획

  - Quality Assurance Program for Fabrication of test fuel for KJRR: 

    TFKJQAP

2) 제조절차서

  - LTA 조사시험용 핵연료판 제조절차서: TFKJMP-02

  - LTA 조사시험용 핵연료집합체 제조절차서: TFKJMP-04

  - 모의 표준연료집합체 제조절차서: TFKJMP-05

3) 시험검사계획서

  - Inspection and Test Plan for LTA: TFKJITP-02

  - 모의 표준연료집합체 제조 시험검사계획서: TFKJITP-04

4) 구매시방서

  - 기장연구로 시험용핵연료 Picture Frame 및 Cover Plate 제작 구매시방서: 

    TFKJPS-14-02

  - LTA 조사시험용 핵연료집합체 부품 제작 구매시방서: TFKJPS-14-13

  - 스웨이징 인장시험용 부품 제작 구매시방서: TFKJPS-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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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보고서

  - Manufacturing Report (EoMR) for Dummy Test Fuel Assemblies: 

    TFKJMR-02

  - Manufacturing Report (EoMR) for Lead Test Assemblies: TFKJMR-03

6) 성능확인절차서

  - 판현핵연료 X-ray 검사장비(HAWKEYE 1600): TFKJMP-101-01

  - 판형핵연료 UT 검사장비(SAM-ATHLON): TFKJMP-101-02

  - 판형핵연료 X-ray CT장비(TVX-IMT225CT): TFKJMP-101-03

7) 용접절차서

  - Side Plate/End Fitting 용접절차서: TFKJ-WPS-01

  - Side Palte/Fixing Bar 용접절차서: TFKJ-WPS-02

8) 용접자격인정기록

  - Sid Plate/End Fitting PQR(서경석): TFKJ-PQR-01

  - Side Plate/Fixing Bar PQR(서경석): TFKJ-PQ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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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 LTA 제조관련 품질보증문서

2-4. 세계 최초 개발 U-Mo 판형핵연료 집합체 국제성능검증 착수 

본 과제를 통해 판형핵연료 제조시설 구축 및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QA/QC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AERI는 기장 신형연구로에 사용될 

U-Mo 판형핵연료 집합체 제조를 완료하여 국제성능 검증시험을 위해 미국 INL 

(Idaho National Laboratory)의 ATR (Advanced Test Reactor)에 LTA 2 다발 

인도를 완료하였다(2014.10). 제조된 U-Mo 판형핵연료는 KAERI에서 세계 최초

로 개발한 원심분무 분말 제조법으로 제조한 U-Mo 핵연료 분말을 활용하여 기

존 U3Si2 핵연료에 비해 우라늄 밀도가 4.8 gU/cm3에서 8.0 gU/cm3으로 증가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고농축 우라늄 대신 저농축 우라늄으로 대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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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세계가 주목하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비확산 기술로 고밀

도 판형핵연료 제조가 가능하다. 

그림 2.1.34 기장 신형연구로용 LTA

그림 2.1.35 기장 신형연구로용 LTA 제조 보고서

이와 더불어 조사 시험 전에 장전시험, 취급 시험 등을 위한 Al 모의연료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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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발을 추가로 제조하여 INL 측에 제공하였다. 

U-Mo 판형핵연료의 국제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기장연구로의 

인허가 획득에 기여하고 향후 U-Mo 판형핵연료의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판형핵연료의 개발을 통해 연구로와 핵연료의 시너지 

효과로 연구로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판형핵연료는 년간 약 3,000 ~ 

5,000억 원 규모의 세계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KAERI가 전세계 유일 보유한 원

심분무 분말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핵연료 분말을 활용한 판형핵연료 제품 개

발로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림 2.1.36 국제 검증시험용 LTA 인도식

2-5. 핵연료 가공사업 인허가 신청 

기장 신형연구로 판형핵연료 공급 및 해외 연구로에 핵연료를 수출하기 위해서

는 핵연료 제조 시설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연료 가공사업 인허가

를 획득해야 한다. 현재 KAERI의 새빛연료과학동 일부가 연구용 원자로 연료 

가공시설로 인허가를 획득하여 하나로 핵연료 제조에 활용되고 있다. 판형핵연료 

가공사업을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기존의 가공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진행하였다. 

가공사업 변경허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뉴클리어 엔지니어링(주))과 함께 방사

선 환경영향 평가와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가공사업 신청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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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나. 사업계획서

다. 가공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라.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마. 안전관리규정

바.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

사. 안전성 분석보고서

 

그림 2.1.37 가공사업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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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과학기술 성과 

No

논문명

국내

구분
구분 학술지/학술대회명 권/호 주저자

1

Development of electron beam welding technology using AA6061-T6 aluminum 

alloy for nuclear fuel plate assembly

국외 발표 ICONE21 　 김수성

2

Fundamental study on electron beam weld  sections and strengths using 

AA6061-T6 aluminum alloy plate

국내 게재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7/10 김수성

3

Fundamental study of ND:YAG laser beam welding for lower end plug using 

HT9 alloy cladding tube

국외 발표 ICALEO-2013 　 김수성

4

Fundamental study of electron beam welding of  AA6061-T6 aluminum alloy 

for nuclear fuel plate assembly (II)

국내 발표 2013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김수성

5

질화물 및 실리콘 코팅된 U-Mo/Al 과 U-Mo-Ti/Al 핵연료의 중이온 조사

국외 발표
The European  Research Reactor 

Conference 2013 (RRFM2013)
　 정용진

6

AA6061-T6 판재를 이용한 압연방향에 따른 전자빔용접 강도조사

국내 발표
2013년도 대한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재료및파괴부문)
　 김수성

7

A6061-T6판재를 이용한 판형연료집합체의 전자빔용접성능 평가

국내 발표 대한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 　 김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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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A6061-T6판형연료집합체을 위한 전자빔용접성능 평가

국내 발표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대회 　 김수성

9

Fabrication of AA6061-T6 plate type fuel  assembly using electron beam 

welding process

국내 발표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김수성

10

고강도알루미늄 집합체를 위한 전자빔용접성 조사

국내 발표
대한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김수성

11

대한민국의 기장연구로 사용 검증을 위한 U-Mo 판형핵연료 개발의 진전

국외 발표

RERTR2014-35th  International Meeting 

on Reduced Enrichment for Research and 

Test Reactors

　 정용진

12

Investigation of electron beam welding characteristics using AA6061-T6 for 

nuclear plate type fuel assembly

국외 발표 ICONE22 　 김수성

13

Inspection system of U-Mo plate fuel using  x-ray testing and ultrasonic 

testing method

국외 발표
RRFM(European  Research Reactor 

Conference) 2014
　 이윤상

14

하나로 조사시험을 위한 U-Mo 분산 미니플레이트의 제조

국외 발표
RRFM(European  Research Reactor 

Conference) 2014
　 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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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기대 효과

현재 국내에서는 봉상 핵연료 제조 기술만 확보되어 있어 기장신형연구로 핵

연료 공급 및 수출을 위해서는 판형핵연료 제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앞으로 U-Si 판형핵연료를 대체할 U-Mo 판형핵연료에 대해서는 한국만

이 유일하게 U-Mo 핵연료 분말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판형핵연

료 공급 및 수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LEU 

비용을 제외한 핵연료 제조비용 측면에서 KAERI는 인건비, 재료비, 시설 유지

비 등을 포함하여 집합체당 약 5천만 원 정도의 제조원가 요인이 있는데 반하

여, 전세계 독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프랑스 CERCA가 공급하는 일본 JMTR 

핵연료의 가격은 LEU 비용을 제외하고 집합체당 약 1억 6천만 원으로 파악되

어서 만약 향후 KAERI가 원심분무 U-Mo 분말 기술을 적용한 판형핵연료 제

조 기술을 개발한다면 부가가치가 더 높은 수출 경쟁력 보유가 예상된다. (수

출액 예상 : ~100억 원/년)

또한 우라늄 고밀도의 U-Mo 판형핵연료 개발을 통해 가까운 일본(JMTR, 

JRR-2, JRR-3M), 호주(OPAL) 등 해외 연구용 원자로에 판형핵연료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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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하나로 핵연료 가공

하나로에 사용하는 U3Si 봉형 핵연료는 캐나다의 AECL에서 개발하여 핵연료 

초기 노심부터 공급하여 왔으며, 2005년 우리 연구원이 국산화에 성공하여 2007

년 11월 하나로 노심에 국산핵연료 100% 장전을 달성한 이후 현재까지 본 과제

를 통하여 하나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를 전량 공급하고 있다. 하나로핵연료는 

KAERI의 원천기술인 원심분무 분말제조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U3Si 핵연료분

말을 사용하며, AECL에 비교하여 분말제조, 봉단마개 전자빔 용접, 피복압출 등 

공정을 개선하여 우수한 품질의 핵연료를 공급하여 현재까지 하나로 가동 중 문

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3년 3월 하나로핵연료 생산을 위한 도급업무의 계약이 

종료되어 핵연료제조 인력 부족 상태가 발생하였으나, 2014년 1월 연구시설운영

직 인력확보 후 관련 교육 수행 및 준비를 통하여 2014년 4월부터 정상적인 생

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로핵연료 생산은 우리연구원 성과목표중 하나인 하

나로 연간 목표 운전량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하나로핵연료 국산화 연구개

발 및 양산 경험은 연구로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 제조기술 개발과 시설

구축에 활용되어 효율적인 연구수행에 이바지하고 있다.

표. 2.2.1 선진 수준과의 비교분석

성과
지표

해외
현황

해외연구 
그룹과의  격차

연구원의 수월성/차별성

하나로

핵연료 

생산

• 캐나다 AECL은 하나로 핵연

료와 동일한 봉형 핵연료 제

조 기술을 보유함

• 프랑스 CERCA는 봉형

(TRIGA용) 및 판형 핵연료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세계최고

수준

• 세계 유일의 원심분

무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로 핵연료를 생

산함

• 분말제조, 봉단마개 

용접, 압출 등 모든 

공정개선을 통해 고

품질의 핵연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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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과제 수행체계

1-1. 사업/과제 추진체계

그림 2.2.1 추진체계도

1-2. 사업/과제 추진전략

ㅇ 하나로핵연료 가공과제에서는 하나로 운영부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로핵연

료 집합체를 생산/공급함.

ㅇ 핵연료분말 생산 및 핵연료봉 제조, 집합체 조립 공정은 직접 수행/관리하

고, 핵연료 집합체 부품은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가공함.

ㅇ 원자력안전법 제37조(검사)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8조(정기검사)에 의

거, 주기적으로 연구용원자로 연료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연구용원자로 연

료제조시설 운영에 관한 품질 보증검사 등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를 

통해 수검하여, 핵연료가공시설의 안전성 점검 및 핵연료품질관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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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의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INAC)으로부터 핵사찰을 수검함. 

ㅇ 품질경영부, 원자력방호안전부, 원자력환경안전연구부 및 방사성폐기물처리 

운영부서 등과 연계하여 핵연료 가공사업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받음.

2. 연구수행 결과

2-1. 하나로핵연료 집합체 제작

하나로 운영에 필요한 고품질의 핵연료집합체 전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핵연료 제조 및 검사에 활용되는 각종 장비의 검교정 완료와 각 핵연료집합체 

별 품질보증이력서 작성을 통하여 핵연료 품질을 보증하였다. 

하나로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U3Si 원심분무 분말은 ‘13년에 16 batch 48 kg, ’14

년에 15 batch 45 kg을 생산하였다. 

표. 2.2.2 연도별 하나로 핵연료 생산 및 공급

년도
실적 누적

36봉 18봉 합계 36봉 18봉 합계

~ 2011 19 4 23 145 80 225

2012 18 10 28 163 90 253

2013 12 15 27 175 105 280

2014 10 11 21　 185 116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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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봉집합체

36봉집합체

그림 2.2.2 하나로핵연료 집합체

그림 2.2.3 원심분무 장치

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LEU (Low enrichment uranium)는 미국 Y12로부터 수입

하였으며, 집합체 부품은 국내 전문 가공업체에 가공 의뢰하여 구매하였다. 핵물

질 수입에 따른 국내 운반 시에는 방사선 방호, 물리적 방호 규정으로 인해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통해 운반검사 등을 수검하여 안전을 확

보하였다. 또한 구매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및 인수검사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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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EU 구매 및 운송

하나로 핵연료 생산을 위해 2013년 4월 미국 DOE NNAS Y-12와 맺은 저농

축우라늄 금속 장기 공급 계약(5년)에 따라 핵물질 수출입 규정에 의거 규제기

관, 수출입 기관의 허가를 얻어 2013년도 분 70.5 kg(‘14.01.15 입고), 2014년도 

분 80.5 kg(’14.07.11 입고) 구매를 완료하였다. 

그림 2.2.4 핵물질 수입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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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핵물질 운반 및 해체

나. 집합체 부품 구매

집합체 부품을 제작하는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평가 후 선정하였다. 2013년에는 

총 50 set(36봉 30 set, 18봉 20 set), 2014년에는 45 set(36봉 25 set, 18봉 20 

set)를 구매하여 품질 검사 후 입고완료 하였다.   

그림 2.2.6 업체 평가 및 구매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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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핵연료 집합체 부품

2-2. 저농축우라늄(LEU) 스크랩 저장고 설치 및 운영

핵연료 가공시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새빛연료과학동 202호에 LEU scrap 저

장고를 신규로 설치하였다(‘13.12.27 준공 완료). 준공된 LEU scrap 저장고는 핵

연료 분말 및 핵연료 제조 시 발생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 scrap을 저

장하는 시설로 핵임계해석, 내진해석 실시를 통해 안전성을 평가하였으며, 방호

문, 지문인식장치, 감시 카메라 등 물리적방호 설비를 구축하였다. 

그림 2.2.7 핵연료 집합체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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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정검사 및 사찰 수검

가. KINS 시설검사 

원자력안전법 제37조(검사)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8조(정기검사)에 의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검사 위임을 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를 통해 

‘13.09.23~10.11일과 ’14.09.15~10.02일 두 차례에 걸처 시설 정기검사를 수검하였

다. 핵연료저장시설 임계안전성 점검, 핵연료성형시설 임계안전성 점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저장시설 점검, 방사선 감시계통 점검, 임계경보시설 계통 점검, 

기상관측 및 시설관리 점검, 방사선관리 점검, 비상디젤발전기 점검, 무정전전원

장치 점검, 소방설비 점검,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점검, 환기설비 성능 점검, 크

레인 점검을 수행하여 2013년도에는 지적 및 권고사항 없이 정기검사에 합격하

였다. 2014년 검사에서는 지적사항 0건, 권고사항 2건(연료가공시설 구역 온습도 

점검절차 수립 및 이행, 기체 배출물 배출량 평가 절차 수립)을 받았으며, 절차서 

발행을 통해 시정하였다. 

그림 2.2.8 가공시설 정기검사 합격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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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질검사

핵연료 제조 관련 내부 품질보증감사를 ‘13.09.12일과 ‘14.10.13일에 수검하였고, 

원자력안전법 제 37조에 의거 KINS 품질검사를 ’13.09.30~10.02를 수검하였다. 품

질검사에서 지적 2건(봉단마개 인수검사 미흡, 설계출력문서 검토 하나로 운영부

서 공유 영역 미규정)을 받았으며, 절차서 개정 등을 통해 시정조치 완료하였다.

다. IAEA 및 자체물자 재고조사 

원자력통제관련법에 의거 핵물질 자체 재고 조사를 매 분기별로 수검하였으며, 

IAEA 사찰 및 RII(무작위중간검사)을 수검하였고, 별도의 지적 및 권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2-4. 핵연료봉 용접 용 전자빔 용접기 전자총 개선  

하나로핵연료 제조의 핵심공정 중 하나인 봉단마개용접은 전자빔 용접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전자빔 용접기 전자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고성능 

전자총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고 전자총 시스템의 성능시험을 위해 출력시험 

및 기초용접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2.9 고성능 전자총 시스템 개략도

성능시험을 위해 AA6061-T6 판재를 이용하여 전자총시스템 성능시험을 진행하

였으며, 가속전압이 45kV에서 75kV로 증가함에 따라 용접부 bead 폭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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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용입깊이는 3 mm에서 8 mm로 증가하였다. 

그림 2.2.10 가속전압에 따른 용접부 단면

전자빔 용접부의 건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압연방향 별로 상온인장 시험을 수

행하였다. 용접강도는 대체로 모재보다 낮았으며, 모재의 최대하중은 약 400 kgf

로 나타났으며, 알루미늄 판재의 이음효율(welded tensile strength/unwelded 

tensile strength)면에서 볼 때 횡방향의 경우 약 87%이고, 종방향의 경우 75%를 

나타내었다.

그림 2.2.11 전자빔 용접시편의 상온인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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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과학기술 성과

No

논문명

국내

구분
구분 학술지/학술대회명 권/호 주저자

1

봉상 핵연료 심재 수직압출 유동해석

국내 발표 대한금속재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이규홍

3

Fundamental study on electron beam weld sections and strengths using 

AA6061-T6 aluminum alloy plate

국외 발표 ICMDT 2013 국제학술대회 　 김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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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기대 효과

대형 국가 기반 연구시설인 하나로 연구로의 가동을 위해 하나로 핵연료 안정

적 생산 및 공급이 필요하다. 2005년 하나로핵연료의 국산화 성공 이후 현재까

지 본 과제를 통하여 하나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를 전량 공급하고 있다. 하

나로 핵연료의 자체 공급을 통해 수입 대체 효과로 인한 경제적 기여뿐만 아

니라 한국의 연구로핵연료 설계 및 제조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주요 

성과이다. 

하나로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하나로 정상 가동에 기여하며, 핵연료 자

체 공급으로 인해 약 35억 원/년의 수입대체 효과 및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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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연료기술 개발시설 운영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인 새빛연료과학동은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 제조 공급 등의 

연구로용 핵연료가공사업과 신형핵연료, CANFLEX, DUPIC, 미래형 핵연료, 중

소형 금속 핵연료, 장 수명 핵종 소멸용 재료 등 핵물질 취급실험이 수반되는 연

구개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연료 분야의 종합연구 시설로 2004년에 준공

하여 운영되고 있다.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연구용원자로연료 제조시설 구역, 첨단 핵연료연구 시설

구역, 공용시험 시설구역 및 방사선 관리시설과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가스저

장고등 유틸리티 시설구역으로 구성된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약 3,617 ㎡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며, 직경 2 m, 높이 37.5 m의 강재 원통형 독립 

환기 연돌을 갖추고 있다. 건물 구조형식은 라멘구조와 전단벽 System을 적용되

었고, 내 외부 벽체는 6.3 m ～ 9.0 m 간격의 기둥 및 보로 연결 구성되었으나,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제조시설 구역은 내부 시설 배치 및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

여 기둥간격 19.5 m의 공간의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진 범주 II급 구조로 

안전정지지진에 대해 설계되었으며, 안전정지지진은 부지지표면에서의 최대 수평

가속도 0.2 g를 적용되었다.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하나로 핵연료 생산과 다양한 첨단 핵연료개발에 필요한 

핵심시설로서 핵물질을 대상으로 직접 작업과 실험을 수행함으로서 안전성 확보

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시설을 안전 운전하여 핵연료 생산 및 연구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운영하였다.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안전

성은 시설자체에 대한 안전과 시설을 운영하는 활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함으로

써 보장된다.

 즉, 시설 설비자체의 안전성은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측면

에서의 안전성은 시설 운영에 관한 각종 기준 및 절차의 적합성, 이의 준수여부

에 대한 관리 • 감독 및 운영요원의 교육 • 훈련을 통한 자질 향상 등을 통해 확

보된다. 따라서 시설자체에 대한 안전과 시설 운영활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

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시설에서 2013~2014년도에 수행한 운영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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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안전성 확보 및 효율화

ㅇ 시설 안전운전

- 대상: 비상디젤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설비, 환기설비, 화재방호설비, 액

체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 크레인 자동제어계통 및 유틸리티 설비 등

- 정기 및 주기 점검

-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ㅇ  인허가 

ㅇ 시설 정기검사 수검

■ 핵물질 투명성 및 취급 안전체제 강화

ㅇ 핵연료물질 관리

- 시설 안전조치 체제

- IAEA 및 한국핵물질관리통제기술원 사찰 수검

- 물리적방호설비 운영

- 핵연료물질 저장시설 운영

ㅇ 안전문화 행사

- 방사능방재훈련

- 원자력 안전점검의 날 행사

■ 시설 이용 활성화

ㅇ 핵연료 생산 및 연구개발 기반 안정적 지원

ㅇ 공용 연구장비 활용 지원

ㅇ 이용자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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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안전운전

1-1. 비상발전기 관리

가. 개요

비상발전기는 시설내의 안전에 관련된 공조설비, 필수 조명설비 및 일부 

Process 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연기관을 원동력으로 하는 250kW 용

량의 비상 디젤발전기로부터 상용전원 정전 후 30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한다. 비상전원은 새빛동 주요시설에 연계되어 있는 정상 전력원

으로 부터의 전원공급이 정지된 경우, 운전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내연기관을 원동력으로 하는 비상 디젤발전기를 설치한다. 비상 

디젤발전기는 440V, 60Hz, 3상 성형결선으로 직접접지 시키며, 용량 250kw 1대

를 설치한다. 비상 발전기는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30초 이내에 자동 기동되어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계통개요

1) 운전 Schedule

비상 발전기의 운전은 정상전압의 70% 이하가 될 경우 발전기 제어반의 부족전

압 계전기가 이를 감지하여 발전기 기동회로에 자동 연동되어 발전기가 시동되

고 발전기가 정상 운전되면 정상 선로용 기중차단기와 발전기 차단기와의 

Interlock에 의해 발전기 차단기가 닫힘과 동시에 정상선로용 기중차단기가 개방

되어 440V 필수 모선에 발전 전원을 공급한다. 디젤발전기는 상용전원과의 병

렬운전이 허용되지 않으며, 상용전원 측으로의 전환은 수동으로 이루어진다.

2) 비상부하공급

디젤발전기에 연결된 부하는 자동절체변환시스템(ATS)을 통해 부하 투입이 이

루어진다. 순차적 부하투입을 위하여 발전기 제어실의 제어반에는 수동/자동 선

택 스위치를 두며, 수동 조작 시는 운전자가 공조기기 및 Process 장치별로 운

전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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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기 및 부품 설명

가) 디젤기관

정전시 자동시동을 확실하게 수행하는데 우수한 디젤기관은 4 사이클 작동방식

으로 냉각방법은 공냉식 라디에이터 팬을 이용한 냉각방식이며, 시동은 축전지 

설비(축전지와 충전장치)에 의한 전기방식을 사용하고 연료는 경유를 사용한다. 

디젤기관은 안전을 고려하여 수동으로 기관을 정지시키는 장치, 크랭크와 실린

더용 안전 밸트 및 속도를 5%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속도 조절 장치 등을 구

비한다.

나) 발전기

디젤기관과 직결하여 기계동력을 받아 전력을 발생하는 발전기는 3PH, 440V 

AC, 60Hz, 250kw 용량으로 비상부하에 전원을 공급한다. 발전기의 냉각방식은 

자기 통풍형으로 회전자에 붙어있는 날개에 의해 통풍되며, 고정자 권선은 B종 

이상으로 절연하고 전압 변동율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제어반

발전설비의 제어반은 옥내 패쇄 자립형으로 발전기와 기관의 운전상태를 감시하

기 위해 각종 표시기와 계측기, 과속도, 냉각수 온도상승, 압력 등의 각종 보호

장치를 구비하고 전압을 자동 조절하는 AVR 등이 내장되었다.

다. 비상발전기 전원 공급 부하

비상발전기 전원을 공급 부하는 표 2.3.1과 같다.

표 2.3.1 비상발전기 전원 공급 부하

번호 부하
출력
[kW]

효율
[PU]

입력
[kW]

부하
종류

1 핵연료 제조설비 Exhaust ACU M556 Fan 20 0.85 23.5 M

2 Pump-1 for Air Monitor 3 0.85 3.5 M

3 Uninterrupted Power Supply - I&C 3 1.0 0 N

4 Uninterrupted Power Supply - RMS 15 1.0 15 N

5 DC Battery Charger - I&C 8.5 0.85 10.0 N

6 Essential Lighting Transformer 10 1.0 10.0 N

7 핵연료 제조설비 Supply AHU M552 Fan 25 0.85 29.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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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기점검

1) 목적

한전 상시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비상 전원에 연결된 부하가 정상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공급 시설인 비상디젤발전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참조문서

제작자((주)대흥기전)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3) 시험주기

월간점검은 매월 1회, 연간 성능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4) 초기조건

가) 발전기

8 Heating Coil HC-02 MOV Control Unit 1 0.8 1.3 M

9 Pump-2 for Air Monitor 3 0.85 3.5 M

10 첨단핵연료제조설비 Exhaust ACU M557 Fan 15 0.85 17.6 M

11 핵연료 제조설비 AHU ACCU M558 2 0.85 2.4 M

12 첨단핵연료제조설비 AHU ACCU M559 2 0.85 2.4 M

13 Radiator Fan 7.5 0.85 8.8 M

14 Pump-3 for Air Monitor 3 0.85 3.5 M

15 Humidifier HU02 MOV Control Unit 1 0.8 1.3 M

16 첨단핵연료제조설비 Supply AHU M553 Fan 20 0.85 23.5 M

17 Machine RM Exhaust Fan M568 5 0.85 5.9 M

18 Humidifier HU-03 MOV Control Unit 1 0.8 1.3 M

19 Sump Pump Control Package 2 0.85 2.4 M

20 Pump-4 for Air Monitor 3 0.85 0 M

21 Heating Coil HC-03 MOV Control Unit 1 0.8 1.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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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간, 연료소비량, 운전원인, 발전량, 누적 발전량의 기록

나) 엔진

전압, 주파수, 엔진오일 온도, 엔진오일 압력, 냉각수 온도, 엔진의 속도의 측정

다) 축전지

전체 전압, 각 Cell 전압의 측정

라) 연료계통

Fuel Tank 준위, 연료 누설 확인

마) 냉각수 계통 및 기타

냉각수 누수, 배기가스, 볼트 조임, 배전반 램프 점등 확인

5) 주의사항

가) 수동 운전시 시동 스위치를 15초 이상 누르지 말것 (축전지 방전우려)

나) 재시동 시는 정지 상태에서 재시동을 실시(기아 파손우려)

다) 3회 이상 재시동은 금하며, 이 경우 원인을 파악한 후 수리를 실시할 것

6) 시험 장비

가) Clamp Meter 또는 Multi Meter

나) Head Phone

다) Digital Oscill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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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간 상태 점검

발전기측(비상전원) 부하를 차단한 상태에서 발전기를 수동 기동하여 초기조건을 

점검하며,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엔진

(1) 전압 : 440 V ± 11 (± 2.5 %)

(2) 주파수 : 60 Hz ± 3 (± 5%)

(3) 엔진오일 온도 : 70 ～ 110 ℃
(4) 엔진오일 압력 : 1 ～ 10 kg/cm2

(5) 냉각수 온도 30 ～ 110 ℃
(6) 엔진속도 : 1,800 ± 27(1.5%) RPM

나) 축전지

(1) 전체전압 : DC 24 V 이상

(2) 각 Cell 전압 : DC 12 V 이상

(3) 전해액 Indicator : 청색일 것

다) 연료계통

(1) Fuel Tank 준위 :  50% 이상일 것(운전반 전면의 유랑메타)

(2) 연료누설 : 누유 없음

(3) 냉각수 계통 및 기타

(4) 냉각수 누수 : 누수없음

(5) 배기가스 : 매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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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밸브 : 작동 

(7) 배전반 램프 점등 : 점등

8) 연간 성능시험

연간 점검은 월간 점검사항(초기조건)을 포함하며 발전기의 부하시험을 실시하여 

발전기의 성능 시험을 하며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월간점검: 합격

(나) 기동시간(정격전압 도달하여 부하 투입시까지) : 30초 이내

(다) 전압 : 440 V ± 11(± 2.5 %), 주파수 : 60 Hz ± 3(± 5%), 전력 : 250 Kw 이내

(라) 차단기 투입 상태 : 정상(전원 공급시 정상임)

(마) 수전시설 비상전원 투입상태(ASCO ATS): 정상(부하전류 공급시 정상임)

9) 정기검사 결과

(가) 월간점검

비상발전기의 월간점검은 매월 1회씩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는 모두 만족하였

다.

(나) 연간성능시험

비상발전기의 성능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비상발전기 부하 시험을 관련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시설정기검사 기간인 2013.9.27.과 20140.9.22일에 규제기관인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입회하에 실제로 부하가 투입되어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 값

을 만족시킴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부하 성능시험결과 비상발전기는 정상

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연간 부하시험 결과는 기준 값을 만족 하였다.

(다)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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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비상발전기 speed detector의 고장이 발생하여 그림 2.3.1과 같이 교체 설

치하였다.

   

그림 2.3.1 speed detector 교체

2014년 비상발전기 점검 결과에 따라 그림 2.3.2와 같이 엔진오일과 냉각수 부동

액, 그림 2.3.3과 같이 에어 크리너 및 연료필터를 교체하였다. 

     

그림 2.3.2 엔진오일 및 부동액 교체

        

그림 2.3.3 에어 크리너 및 연료필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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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정전 전원 공급설비 관리

가. 개요

비상전원 설비는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이 정상 운전 중 사고로 정전되었을 때, 연

구동 내의 안전에 관련된 공조기기, 필수 조명부하 및 유틸리티 제어실 내의 

Operating Workstation, DCS Cabinet and Mosaic Board와 같은 계측제어 기기

와 RMS계통에 정전 시에도 필수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RMS 

계통을 위한 220V 15kVA 용량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와 유틸리티 제어실 

내의 Operating Workstation, DCS Cabinet and Mosaic Board 등 연구동 시설

의 안전운전과 감시기능을 위한 120V 3kVA 용량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를 마련하여, 디젤발전기 기동시간 또는 발전기 Failure 시에도 30분 연속운전이 

가능하다. 비상전원은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주요 설비에 연계되어 있는 정상 전

력원으로 부터의 전원공급이 정지된 경우, 운전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연기관을 원동력으로 하는 비상 디젤발전기와 RMS 전용 

220V 무정전 공급장치 및 I&C 계측용 120V 무정전 공급장치가 설치되었다.

나. 계통개요

무정전 전원장치는 상용전원 또는 비상 디젤발전기 고장 시 안정된 교류전원을 

공급하는 정지형 전원장치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 디젤발전기에 의한 전원 공급 

시에는 정류기와 인버터를 통해 UPS 배전반에 전력을 공급하며, 상용전원 또는 

비상 디젤발전기에 의한 전원 상실 및 기기 고장 시에는 220V RMS UPS 경우 

전용의 110VDC 축전지로부터의 전원을 인버터에 의해 교류전원으로 변환하여 

부하에 공급하고, 120VAC I&C UPS 경우는 110V DC 모선으로부터 전원을 역

저지형 다이오드를 거쳐 인버터에 의해 교류전원으로 변환하여 부하에 공급한

다. 또한 120V와 220V UPS 설비는 각각 인버터 등의 기기고장에 대비하여 정

지형 절환 스위치(Static Transfer Switch)에 의한 별도의 440V AC 상용전원이 

마련되어 조정변압기(Regulating Transformer)를 통해 연속적으로 부하에 전원

을 공급한다. 상용전원이 복귀되면 정류기와 인버터를 통해 120V와 220V UPS 

배전반으로 계속적인 전력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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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기 및 부품 설명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RMS 전용의 입력 3상 440V AC, 출력 1상 220V AC, 

15kVA, 축전지 용량 200AH@30분 정격 1대와 유틸리티 제어실 내의 Operating 

workstation,  DCS Cabinet and Mosaic Board 등에 무순단으로 AC 120V 전원

을 공급하는 입력 3상 440V AC, 출력 1상 120V AC, 3kVA UPS 1대가 지하1

층 전기실에 설치되었다.

1) 120V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3kVA 정류기(Rectifier), 인버터(Inverter), 정지형 절환 스위치(Static Transfer 

Switch), 조정변압기(Regulating Transformer), 역저지용 다이오드, 배전반 및 

기타 필요 부속 기기들로 구성되었다.

2) 220V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15kVA 정류기(Rectifier), 인버터(Inverter), 정지형 절환 스위치(Static Transfer 

Switch), 조정변압기(Regulating Transformer), 배전반 및 RMS 전용의 축전지

와 기타 필요 부속 기기들로 구성되었다.

3) 정류기(Rectifier)

상용 전원 공급시, 440VAC 전원을 110VDC 전원으로 정류하여 인버터 전력을 

공급한다.

4) 인버터(Inverter)

정류기로부터의 110VDC 전원과 축전지로부터의 110VDC 전원을 공급받아 I&C 

UPS는 120V 교류전원으로 그리고 RMS UPS는 220V 교류전원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5) 조정 변압기(Regulating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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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와 같은 기기 고장 시 정지형 절환 스위치(Static Transfer Switch)에 의

해 별도의 440VAC 전원이 조정변압기를 거쳐 I&C UPS는 120V 교류전원으로 

그리고 RMS UPS는 220V 교류전원으로 변환되어 관련 부하에 연속적인 전원

을 공급한다.

6) UPS 배전반

배전반은 옥내 수직 자립형으로 각종 상태 표시 기능과 계기, 출력전압과 인버

터 전류의 조절장치, 과전류와 각종 써지에 대한 보호장치 등이 내장되었다.

라. 무정전 전원장치 공급부하

무정전 전원장치에서 공급하는 부하는 표 2.3.2 과 같다.

표 2.3.2 무정전 전원장치 부하

전압 부   하   명
부하용량

(kVA)
비  고

220VAC  RMS System 15

120VAC

 Utility Operating workstation 0.5

 Mosaic Board 0.5

 DCS Cabinet 2

마. 정기점검

1) 목적

핵연료기술개발시설에는 상용전원의 정전 시 방사선 안전관리 장비 및 중요 부

하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설비가 있다. 정기점검 및 

성능시험을 통하여 설비가 최초의 성능을 유지하여 중요부하의 전원 공급이 안

정적이 됨을 확인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다.

2) 시험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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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보시험

경보사항이 실제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한다.

(1) AC Input Failure

(2) Inverter Failure

나) 입력, 출력, DC 전압, 디스플레이 표시치와 실측치 점검 및 교정

패널상의 디스플레이의 표시치를 실제 회로에서의 실측치와 근사 시키는 것에 

있다.

다) 출력전압 및 주파수 안정도 시험

출력 전압과 주파수가 부하 변동에 따라 얼마나 안정한지를 측정하는 데 있다.

라) UPS Inverter-Bypass 절체시간 측정 시험

UPS Inverter 고장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상용전원으로 절체되는 시간을 측정하

는 데 있다.

마) 부하급변 시험

UPS의 부하를 급변시켰을 때 출력전압의 과도상태를 측정하는 데 있다.

바) 정전 및 복전시 출력전압 안정도 시험

정전시 또는 복전시 출력전압의 변동과 주파수 변동을 측정하는 데 있다.

사) 소음시험

UPS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이 시험기준 이하인지를 측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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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왜율시험

기본 성분 근평균과 조화성분 근평균 비율의 퍼센트를 측정하는 데 있다.

자) 방전시험

입력 전원 차단시 축전지에 의하여 출력이 지속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데 있다.

3) 시험주기

가) 매년 1회씩 성능 시험을 실시한다.

나) 작동을 위한 점검은 매월에 1회씩 성능시험의 초기조건을 측정한다. 단, 그 

중 축전지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매월 축전지설비의 초기조건 점검사항의 대표값

을 측정한다.

다) 축전지는 매 5년에 1회 매년 1회의 방전시험을 대체하여 용량시험을 실시한

다.

4) 주의사항

시험시 다음 사항을 주의 하여야 한다.

가) 모든 사용공구 및 계측장비는 절연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시험시 계측기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다) 시험에 사용하는 전선은 축전지 근처에서의 우발적인 아크 발생으로 인한 사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를 확보한다.

라) 시험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연결부에는 휴즈를 사용한다.

마) 축전지 주변에서 흡연이나 화기를 금한다.

바) 산에 오염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 축전지 지역에서부터 장애물이 없는 출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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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석과 같은 금속물체의 착용을 하지 않는다.

자) 시험자는 축전지를 시험하기 전에 정전기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가

까운 곳에 있는 접지된 것에 접촉한다.

5) 초기조건

월간 점검 및 연간 성능시험 항상 다음 사항을 확인 한다.

가) 무정전 전원설비의 초기조건

(1) 입력 AC전압 기록

(2) 입력 AC전류 기록

(3) 출력 전압 기록

(4) 부하전압과 출력 전압 비교(동일)

(5) 부하전류 기록

(6) 충전 전압을 Test Point(단자대)에서 측정

(7) 축전지의 대표적인 단자 전압을 측정.

(8) 무정전 전원장치의 패널 상에 동작상태(녹색)를 확인

(9) 환경은 깨끗하게 정돈되어야 한다.

나) 축전지 설비의 초기조건

(1) 축전지가 시험전 충전이 되었는가를 확인

(2) 모든 축전지 접속을 점검하고 모든 단자가 청결하고 견고하며 부식이 없는가

를 확인

(3) 시험 전에 각 전지의 Float 전압을 읽고 기록

(4) 축전지 전체의 단자에 대한 Float 전압을 읽고 기록

(5) 축전지로부터 충전기를 분리



- 66 -

(6) Failure가 다른 시스템이나 장비를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 (부하로

부터 축전지의 분리)

6) 시험장비

월간 점검 및 연간 성능 시험시 다음과 같은 장비를 이용 한다.

(가) 교류 전압계 및 전류계 

(나) 직류 전압계 및 전류계

(다) 오실로스코프 또는 Hi-Corder(파형기록계)

(라) 주파수계

(마) 소음측정기

(바) 부하기

(사) 멀티테스터

(아) 온도계

7) 시험절차

(가) 월간점검

작동을 위한 점검은 매월에 1회씩 초기조건을 측정한다.

(나) 연간 성능시험

연간 성능시험은 초기조건을 측정하고 ① 경보시험, 입력, 출력, DC 전압, ② 디

스플레이 표시치와 실측치 점검 및 교정, ③ 출력전압 및 주파수 안정도 시험, 

④ UPS Inverter-Bypass 절체시간 측정 시험, ⑤ 부하급변 시험, ⑥ 정전 및 복

전시 출력전압 안정도 시험, ⑦ 소음시험, ⑧ 왜율시험, 및 ⑨ 방전시험, ⑩축전

지 접속저항 측정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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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정기준

(가) 입력전압 : ± 10% 이내

(나) 입력주파수 : ± 5% 이내 (60Hz)

(다) 출력전압 : ± 2% 이내

(라) 출력 주파수 : ± 1Hz 이내 (60Hz)

(마) 바이패스 전압 : ± 10 % 이내

(바) 과도전압 : ± 8% 이내

(사) 바이패스 주파수 : ± 5% 이내 (60Hz)

(아) 절체시간 : 4ms 이내

(자) 소음 : 75dB 이하

(카) 파형왜율 : 5% 이내

(타) 효율 : 80% 이상

(파) 방전시험 : 비상전원 지속시간 30분이상

(하) 축전지 접속저항 : 50uΩ 이내

9) 정기점검 및 시험결과

(가) 월간점검성능시험

무정전 전원설비의 월간점검은 매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하여 초기조건에 대

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모두 만족하였다.

(나) 연간성능시험

연 1회 실시하는 무정전 전원설비 성능시험은 정기검사기간인 2013.9.27.과 

2014.9.22.일에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입회하에 부하기를 사용하여 실

시하였다. 시험결과 초기 조건값을 만족시켜 설비가 최초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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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중요 부하의 전원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다) 유지보수

무정전 전원설비 3KVA 인버터의 오작동  및 내구 년한이 도래하여 2013.5.6일에 

그림 2.3.4와 같이 3KVA UPS 인버터을 교체설치 하였다.

   

그림 2.3.4 3KVA UPS 인버터 교체

1-3. 환기설비 관리

가. 개요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환기설비는 정상 운전시 시설내 실험 기기 및 작업종사자를 

위한 최적의 환경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 및 환기조건을 유지하며, 개

봉우라늄 취급구역을 외기로 정화시킴으로서 부유성 우라늄의 축적을 방지하고 제

거하여 건물 내의 방사성 부유 물질이 대기로 누출되는 것을 억제한다. 환기설비는 

흡기와 배기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구역의 환기설비는 부유물질이 시설 

밖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부유물질이 시설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서선 구역의 환기 설비는 일반 건물과 다

른 특별한 설비와 점검이 요구된다. 즉, 부유물질의 외부 방출 방지를 위해서 고성

능 필터 HEPA Filter를 설치하여 부유물질의 미세 입자까지도 모두 여과하는 여과

장치를 갖추어져 있으며, 건물 내부는 방사능 준위에 따라서 각 구역을 달리 구분

하여, 방사능 준위가 높은 곳의 공기가 준위가 낮은 방구역으로 역류하지 못하도

록, 각 구역간 실내압을 다르게 유지하는 부압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핵연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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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설은 취급되는 우라늄의 물리적 형태 및 부유특성을 기준으로 4개의 구역으

로 구분하며 공기흐름은 밀봉선원만을 취급하고 우라늄의 부유 가능성이 없는 구

역-1, 2지역에서부터 부유성 개봉우라늄을 취급하고 우라늄의 부유가능성이 있는 

구역-3, 4로 향하도록 하며, 구역-3, 4지역은 부압을 유지하여 외부로의 오염공기 

유출을 방지토록 하였다. 구역 1, 2지역의 환기 횟수는 Heat Load Calculation에 의

해 환기량을 산정하고, 구역 3지역은 시간당 2회, 구역 4지역은 시간당 4회를 환기

토록 설계하였으며, 구역 3, 4는 연구용 원자로연료제조시설구역과 첨단핵연료 연

구시설 및 공용시험실 구역을 구분하여 각각 1대의 공기정화기(ACU)를 설치하였

다. 각각의 공기 정화기는 중효율 여과기, 고효율 입자 여과기 및 2×100% 용량이 

송풍기로 구성되며, 효율 99.97 % 의 고효율 입자 여과기(입자 0.3㎛ 이상)를 거친 

관리구역 배기는 기체 방출물 감시계통의 방사능 감시하에 건물에 인접한 배기전

용 연돌을 통해 외부로 방출되도록 하였다.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환기설비는 연

구로용 핵연료제조 지역, 첨단핵연료연구 지역 및 일반구역인 청정지역으로 구분

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급기와 배기 계통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

으로 배기팬 앞 부분에는 배출공기 여과기가 있다. 시설 내에서는 방사능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작업 중에 발생된 방사성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고성능 필터인 HEPA  Flter를 설치하고 있다. 

외부 공기를 급기팬으로 흡입하여, 흡입된 공기를 하절기에는 Coil을. 그리고 동절

기에는 Heating Coil을 이용하여 적정 온도로 냉각 또는 예열시킨 후 건물 내 각 

구역으로 보낸다. 공기조화기(AHU)에 공급되는 난방 열원은 기존 지하공동구내의 

증기 공급라인으로부터 증기를 공급받고, 냉방열원은 직접 팽창식 냉방 코일을 사

용하며, 100% 용량의 항온 항습기를 출입 통제실, 미세조직검사실 및 유틸리티 제

어실에 설치하였고, 전기실에는 기기의 열을 제거를 위한 공냉식 냉방기를 설치하

였다.

나. 계통개요

핵연료기술개발시설내에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공기에 의한 방사선 장해를 방지

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적합하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였다.

①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기능력을 가질 것

②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가 누설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역류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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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

③ 배출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여과 장치의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의 제거 또는 여과장치의 교체가 쉬운 구조일 것

④ 흡입구는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1) 온습도 조건

온습도 조건은 미국 냉난방 기술협회(ASHRAE)의 기술분과 위원회(TAC)에서 

추천하는 외기 조건으로서 냉난방 기간 동안의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 중

에서 가장 높은(낮은) 온도 쪽으로부터 총시간의 2.5%에 해당하는 온도를 제외

시킨 온도를 기준으로 공기조화 냉동 및 공학 회에서 제정한 TAC 2.5% 온 습

도 조건을 설계용 외기 온습도 조건으로 설정되었다.

2) 환기회수

구역-1,2 지역은 Heat Load Calculation 에 의하여 환기량을 산정하고 구역-3지

역은 시간당 2회 구역-4 지역은 시간당 4회로 환기한다. 화장실 지역은 냄새제거

를 위하여 충분한 환기량을 제공한다.

3) 구역구분에 따른 부압조건

표 2.3.3 구역별 부압조건

구역 구분 구역 특성 부압 조건

구 역-1 우라늄을 취급하지 않는 지역 약간 양압

구 역-2 밀봉우라늄취급지역 약간 양압

구 역-3

UO2 소결체와 같은 비 부유성 개봉

우라늄 취급지역으로 부유 가능성이 

적으나 외부피폭 및 내부피폭이 동시

에 고려된다.

-3mmAq

 ～ 

-6mmAq

구 역-4

부유성 개봉 우라늄을 취급하는 구역

으로서 우라늄의 부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외부피폭 뿐만아니라 내부피폭

도 고려된다.

-8mmAq

 ～

 -12mm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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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계통

(가) 구역-3,4의 배기용 Filter에 연결되는 덕트 계통은 ERDA 76-21의 규정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나) 배기의 방사능은 US NRC Regulatory Guide 1.21의 요구조건에 따라 감시

된다.

5) 열원계통

(가) 각 계통의 AHU에 공급되는 난방열원은 증기(65℃/55℃)를 공동구 주 공급

라인에서 연결하여 공급받고, 냉방열원은 직접팽창식 냉방 코일을 사용한다.

(나) 100% 용량의 항온항습기를 출입통제실, 현장상황실에 설치하였다. 항온항습

기는 공냉식, 상향류형이며 중효율 여과기, 전기 가열코일, 직접 팽창식 냉각코

일, 가습기, 전기 모터 구동 송풍기 및 실외기로 구성되었다.

다. 주요기기

1)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공기조화기(M551/M552/M553)는 저효율 여과기, 중효율 여과기, 증기 난방코일, 

직접 팽창식 냉방 코일, 증기 가습기, 2x100% 용량의 송풍기로 구성된다. 난방용 

증기는 지하 공동구 주 공급 라인에서 연결하여 인입 60℃ / 반환 55℃로 공급

한다.

2) 항온항습기

100% 용량의 항온항습기를 출입통제실(210/222), 현장상황실(216), 전기 기기실

(104)에 설치한다. 항온항습기는 공냉식, 상향류(Up Flow)형이며 중효율 여과기, 

전기 가열코일, 직접팽창식 냉각코일, 가습기, 전기 모터 구동 송풍기 및 실외기

로 구성되었다. 전기 기기실은 전기 기기의 열 제거를 위하여 공냉식 냉방기를 

설치한다. 공냉식 냉방기는 상향류(Up Flow)형이며 중 효율 여과기, 직접 팽창식 

냉각코일, 가습기 및 전기모터 구동 송풍기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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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풍기

청정지역을 위한 배기 송풍기(M554_M555)는 2x100%로 구성되며 청정지역 공기

조화기를 통하여 각 방에 공급된 공기를 배기 한다. 화장실의 배기를 위하여 벽

걸이형 배기 송풍기를 설치하고, 기계실의 비상발전기의 열 제거를 위하여 축류

식 송풍기를 설치한다. 이 송풍기는  비상발전기 기동과 연동되어 운전되고 

100% 용량 1대 이다.

4) 공기정화기(Air Cleaning Unit)

공기정화기(M556/M557)는 연구용원자로연료 제조시설과 첨단핵연료 연구시설을 

위하여 각각 1대씩 설치되고 중효율 여과기, 고효율 입자 여과기, 2x100% 용량

의 송풍기로 구성된다. 고효율입자 여과기의 효율은 99,97% (입자0.3μm이상)이

다. 

라. 정기점검

환기계통은 송풍기와 같은 대형 회전기기류, 배관,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점검, 주간점검, 분기점검, 연간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 설

비의 성능 및 환기능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설비의 성능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기 점검내용을 수행하였으며, 배기시설 HEPA filter 누설

시험은 검사주기인 18개월이 도래한 연구로용 핵연료 배기 공조기(M556)의 

HEPA filter에 대해 그림 2.3.5와 같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3.8.13.일, 

2013.12.18.일과 2014.5.22.일에 각각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기준값에 적합함을 확

인하였다.

   

그림 2.3.5 공조기 HEPA filter DO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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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지보수

1) 판형핵연료제조시설(230호) 배기덕트 변경 및 이전 설치

판형핵연료제조시설 배기덕트을 환기2회에서 4회로 만족하도록 2013.11.1.~11.8까

지 배기 덕트 일부를 변경 이전 설치하였다.

   

그림 2.3.6 배기덕트 변경 및 이전 설치 

2) 판형핵연료제조시설 filter housing leak test

판형핵연료제조시설 배기공조기(M557)의 housing leak test 준비를 위해 내부보

강 및 보수를 한 후에  filter housing leak test를 2013.12.18.일에 전문기관에서 

실시하여 기준 값에 적합함을 확인 하였다.

          

그림 2.3.7 HEPA filter bank 보수 및 housing leak test

3) HEPA filter 및 Pre filter 교체

연구로용 핵연료 배기공조기(M556)의 HEPA filter 및 Pre filter의 교체주기가 

도래하여 2014.05.22.일에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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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HEPA filter 및 Pre filter 교체 

4) Back drop damper 및 Fire Damper 교체 

공조기 및 덕트에 설치되어 있는 Back ddrop damper 및 Fire damper을 노후화

로 인해서 작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2014.03.10. ~ 03.14일까지 교체 설치하였다.  

     

   그림 2.3.9 Back Drop Damper 및 Fire Damper 교체

5) 공조기 외관보수

공조기 외관이 노후화로 인해서 보수가 요구되어 2014.11.03.일에 전문업체을 통

해서 외관 보수를 완료하였다.

     

그림 2.3.10 공조기 외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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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조기 난방스팀코일 수리

공조실(402호)에 설치 되어있는 청정지역(M551)난방공급 공조기의 스팀코일이 

동파되어 2014.02.05일에 수리하였다.

        

그림 2.3.11 난방 스팀코일(M551) 수리

7) 냉동기 실외기 팬 교체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첨단핵연료시험시설(M553) 냉동기가 실외기 팬의 고장으

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실외기 팬을 2014.6.25.일 교체하였다.

     

그림 2.3.12 냉동기 실외기(M553) 팬 교체

8) 공조실 공조기 모터풀리 교체

공조실에 있는 흡배기 공조기모터 풀리가 노후화되어 V벨트 타입에서 원벨트 타

입으로 2014.02.18. ~ 02.19일에 22개를 교체 설치하였다.

    

그림 2.3.13  온수보일러 교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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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형핵연료제조시설(230호) 냉동기교체

판형핵연료제조시설의 냉동기가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 발생 2014.10.27.~ 10.29

일에 교체 설치하였다.

     

그림 2.3.14  판형핵연료제조시설 냉동기 교체

10) 공조기덕트 풍량 센서 교체

흡배기 덕트에 설치 되어있는 풍량 센서가 노후화되어 2013.11.25. ~ 11.27 에 교

체 설치하였다.   

                  

그림 2.3.15 흡배기 덕트 풍량 센서 교체

1-4. 화재방호 설비 관리

가. 개요

화재방지 대책은 화재예방, 감시 및 소화설비로 구성되었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설계하고, 마감재료는 불연재, 준불연재 및 난

연성 재질이 사용되었으며, 층별, 주요 구역별로 방화구획을 설정하였고, 방화구

획 개구부와 관통부는 갑종 방화문 또는 적절한 관통부 밀봉재를 사용토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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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사시 조속한 화재 감지, 경보를 위하여 소방법 규정에 따른 유효 경계구역 

및 예상 발화 특성 등에 따라 연기 감지기 및 열감지기 등 감지 설비를 설치하

고, 경보계통을 설치하였으며, 화재 탐지 및 경보계통은 정상 전원 상실 후에도 

60분 이상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운전상태 하에서도 기능이 수행된다. 소화설

비로는 누수로 인한 핵임계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핵연료 취급지역은 금

속 분말 소화기와 ABC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여 초기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물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옥내 소화전 설비 및 ABC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며, 전기실에는 CO2 소화기를 배치하였으며, 물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는 

하나로 지역 소화배관으로부터 소화수를 공급 받는 옥내 소화설비를 설치하였다.

나. 설계 기준

1)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건물 및 부대시설의 각각에 설치된 기기 및 용도상 소

방법 시행령 “별표  1”의 특수장소 분류중 13항 공장으로 분류 되었다.

2)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위험물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법규

상 일반 취급소로 분류 되었다.

3) 건물의 소화설비는 소화기구(휴대용 소화기), 옥내소화전 설비로 구성된다.

4) 규격 및 표준

기기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되는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가) 한국산업규격(KS)

나) 국내소방법 및 관련법규

다)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다. 계통개요

소화설비계통은 별도의 자체 소화펌프와 소방용수 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하나로 

지역의 소화배관에서 분기하여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소화전에 소화수를 공급하

므로 본 계통의 범위는 지하 공동구내 공급 배관망 분기점으로부터 각 소방호스노

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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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수 계통

가) 소화수원

기존 하나로 연구로 지역 소화수 공급용 지하 소방용수저장탱크(600㎥)이며, 핵

연료기술개발시설의 소화전에 필요한 공급유량은 2.6㎥로 충분한 유량이 확보되

어있다.

나) 옥내소화전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청정지역의 각층에 설치되며 각층마다 건물내부의 접근과 

피난이 용이한 부분에 설치되며, 당해 소방대상물이 각 호스 접결구로 부터 25M

이내에 있도록 한다. 다만, 핵연료 취급지역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옥

내 소화전이 배제되도록 하였다.

2) 소화기

소화기는 유사시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응 소화기를 본 시설 내부의 전

역에 적정하게 배치하였으며 그 종류로서는 다용도 분발소화기, CO2 소화기 및 금

속화재용 분말소화기 등으로 구분된다. 즉, 전기 관련실에는 CO2 소화기를 배치하

고, 금속화재용 분말소화기는 우라늄 분말등을 취급하는 지역에 설치하며, 그외의 

모든 건물지역에는 다용도 분말 소화기를 설치함으로 초기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

한다. 

3) 화재감지 및 화재 경보

가) 화재탐지 및 경보계통은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다양한 운전 방식에서 제 기

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나) 화재탐지 및 경보 계통은 정상전원 상실 후에도 60분 이상 감지상태는 계속

하고 그 후 10분간 이상 화재경보 동작을 할 수 있다.

다) 계통은 단순한 계통 전원 중단 때문에 화재경보를 발하지 않도록 한다.

라) 화재경보 신호 계통은 중앙제어실내에 지시기능 및 경보기능을 제공하고, 만

약 그 지역에 해당하는 경보 기능이 있다면 국부적으로 경보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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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화재탐지 계통은 HVAC용 송풍기를 정지시키기 위한 보조 계전기를 작동시

켜 화재가 일어난 곳에 산소의 공급을 제한시키고, 닥트를 통하여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

라. 정기점검

1) 목적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소화전, 소화기, 자동화재 수신

반, 화재감지기 등 화재방지 설비에 대한 성능 및 회로의 건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유사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함에 있다.

2) 화재방지설비 구성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화재방지설비는 표 2.3.4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2.3.4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화재방지설비

제 원
화재

수신기

화재감지기

 소화기
화재 

발신기

옥내

소화전광전식

P

정온식

F

차동식

D

지하층 - 3 4 5 5 2 1

1층 1 7(2) 2 20(2) 14(4) 4(1) 1

2층 - 8 - 15 10(4) 2 1

3층 - 17(12) - 10 3 1 -

소 계 1 35(14) 5 50(2) 32(8) 9(1) 3

( ): 하나로핵연료 가공사업



- 80 -

3) 화재방호구역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표 2.3.5과 같이 방화구역을 구성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

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화재수신기에 경보를 발생시킨다.

표 2.3.5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화재방호구역

회로번호 실험실 번호 실험실명 비고

001 105 액채폐기물저장실 지하

002

101 기계실 지하

102 공기시료 채취 펌프실 지하

104 전기실 지하

003 101 기계실 공동구 감지선 지하

004

225 비파괴실험실 1층

226 소결실험실 #2 1층

232 판형핵연료실험실 3층

005
201 하나로 LEU 저장고 1층

203 하나로 남쪽 1층

006

210 방사선/능 측정실 1층

212/213 현관/로비 1층

216 현장 상황실 1층

217 정밀측정실 #2 1층

219 소결실 #1 1층

220/221 탈의실 1층

222 출입통제실 1층

223 비상제염실 1층

234 경보/통신실 1층

007
228 핵연료조립가공실 2층

229 핵연료물질저장고 2층

008
230/231 판형핵연료실험실 3층

233 가스저장고 1층

009 203 하나로 남쪽 3층

010 203 하나로 북쪽 3층

011
301 미세조직검사실 2층

307 열물성실험실 2층

012

302 시편준비실 2층

303 유틸리티제어실 2층

305 분말분설실험실 2층

306 소결체분석실험실 2층

013 103 계단 옥상

014 401 공조실(배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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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검주기

소방법 제32조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 29조에 의하여 점검방법 및 주기는 표 

2.3.6과 같다.

표 2.3.6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화재방호설비 점검주기

점검구분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주기 비고

종합정밀 점검

자동화재수신기 회로시험

매년
외부 전문검사 

업체에 용역의뢰

화재감지기 성능시험

옥내소화전 방수시험

소방펌프 기능시험

저장조 수위 수위확인

402 공조실(공급) 3층

015 106 계단 배기

016 101 소화전 주 펌프 P/S 주1 지하

017 101 소화전 주 펌프 P/S 주2 지하

018 101 소화전 보조펌프 P/S 보조 지하

019 101 저수위 감시 지하

020 101 저수조 T/S 지하

021 - 유도등 기동 -

012

302 시편준비실 2층

303 유틸리티제어실 2층

305 분말분설실험실 2층

306 소결체분석실험실 2층

013 103 계단 옥상

014
401 공조실(배기) 3층

402 공조실(공급) 3층

015 106 계단 배기

016 101 소화전 주 펌프 P/S 주1 지하

017 101 소화전 주 펌프 P/S 주2 지하

018 101 소화전 보조펌프 P/S 보조 지하

019 101 저수위 감시 지하

020 101 저수조 T/S 지하

021 - 유도등 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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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검절차

가) 점검장비

(1) 화재수신기 : 전류전압계, 절연저항계, 초시계

(2)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등기), 연기감지기 또는 스프레이(이온화식,광전식), 

무전기

(3) 옥내소화전 : 방수압력계, 밸브압력계

(4) 소화기 : 육안, 중량계

나) 화재수신기 기능점검

(1) 전원공급을 확인해 주는 파워공급램프가 정상적으로 점등되었는지 확인한다.

(2) 수신반 내부 각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취부되었는지 확인한다.

(3) 회로 중계기 번호를 입력한 후 화재시험 스위치를 눌러 기능상태를 확인 후 

복구한다.

(4) 수신기내 부착된 오동작 방지의 정상적인 동작 유무를 확인한다.

(5) 시험결과를 점검결과서에 기록한다.

다) 화재감지기 기능시험

(1) 수동발신기의 덮개를 열어 회로의 끝부분에 종단저항(10kΩ± 10%)이 설치되

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수동발신기의 버튼스위치를 눌러 수신기의 회로 경계구역의 동작을 확인후 

음향이 경보되는지 확인한다.

(3) 천정에 취부된 화재감시기를 감지기시험봉(차동식: 열시험봉, 이온화식 및 광

전식 :열시험봉 또는 연기스프레이)으로 센싱한 후 60초 이내에 감지기의 작동성

능 결과를 확인한다.

(4) 시험결과를 점검결과서 및 성능시험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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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옥내소화전 기능시험

(1) 밸브압력계를 개폐밸브와 연결시킨다.

(2) 개폐밸브를 개방시켜 방수 및 압력시험을 한다 

(3) 시험결과를 점검결과서에 기록한다.

마) 유도등 기능시험

재해시 안전을 고려하여 비상조명을 필요로 하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은 

예비전원으로 Nickel-Cadmium Battery가 내장되어 비상발전기 고장시에도 20

분 이상 작동하는가 확인한다.

바) 소화기 완충시험

축압식은 육안에 의하여 압력의 완충을, 가압식은 중량계에 의하여 최초 무게의 

감소 여부를 점결결과서에 기록한다.

사) 소화전펌프 기동시험

(1) 주펌프 1의 기동시 압력이 3.5kg/㎠ 이고 정지시 압력이 4.8kg/㎠ 이어야 한

다. 오차의 범위는 ± 2%이다.

(2) 주펌프 2의 기동시 압력이 3.0kg/㎠ 이고 정지시 압력이 4.8kg/㎠ 이어야 한

다. 오차의 범위는 ± 2%이다.

(3) 보조펌프의 기동시 압력이 4.5kg/㎠ 이고 정지시 압력이 5.5kg/㎠ 이어야 한

다. 오차의 범위는 ± 2%이다.

아) 판정기준

1) 화재수신기 기능시험

(1) 전원공급을 확인해 주는 파워램프가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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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기 내부의 각 부품들이 탈락, 풀림 및 손상이 없어야 한다.

(3) 동작 시험시 동작구역별로 화재표시등 및 감지구역램프가 점등되어야 한다.

(4) 수신기내의 오동작방지기능이 각 경계구역의 화재 감시 후 30~60초 동안 주

기적으로 자동복구 기능이 동작되어야 한다.

2) 화재감지기 기능시험

(1) 수동발신기의 회로에 종단저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수동발신기의 누름버튼 스위치를 작동시 경계구역 화재표시 및 음향이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

(3) 화재감지기별로 감지기 시험봉으로 센싱할 때 음향이 경보되고, 화재수신기

의 감지 구역램프가 점등되어야 한다.

3) 옥내소화전 기능시험

(1) 옥내소화전 호스 연결밸브가 정상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2) 옥내소화전 법정 방수압은 1.7 kg/cm²이상이고 7 kg/cm2 이하가 되어야 한

다.

4) 유도등 기능시험

화재수신반의 화재감지 또는 전원차단에 의하여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5) 소화기 완충시험

축압식은 지시치가 정상범위 즉 녹색에 있어야 하며, 가압식은 중량계에 의하여 

최초 무게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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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전원 시험

(1) 수신기의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누르면, 교류전원/예비전원 점멸등은 녹색 

상태에서 적색상태로 바뀌고, 예비전원 시험 등이 녹색으로 점등되어 예비전원이 

시험된다. 또한, 예비전원 이상 시에는 전원이상(예비전원) 등이 적색으로 점멸된

다.

(2) 수신기의 예비전원 Battery의 정상전압(24V)을 측정하여 20V 이상인가를 확

인한다. 20V이하이면 Battery를 교체해야 한다.

7) 소화펌프 시험

(1) 새빛연료과학동 현관의 경보/통신실에 설치된 GR형 복합수신기의 주경종, 지

구경종 스위치를 눌러 경종을 Off 상태로 놓는다.

(2) 주펌프 1 기동시험

① 새빛연료과학동 동쪽 지하  1층 기계실의 소방 MCC 판넬의 주펌프 1의 자동

/수동 스위치를 자동위치에 놓고 주펌프 2와 보조펌프의 자동/수동 스위치는 수

동위치에 놓는다.

② 압력챔버 하단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감압으로 인해 주펌프 1이 자동 기동될 

때 압력(3.5kg/㎠)을 확인하고 배수밸브를 폐쇄하여 주펌프 1의 정지시 압력

(4.8kg/㎠)을 확인한다.

(3) 주펌프 2 기동시험

① 새빛연료과학동 동쪽 지하  1층 기계실의 소방 MCC 판넬의 주펌프 2의 자동

/수동 스위치를 자동위치에 놓고 주펌프 1와 보조펌프의 자동/수동 스위치는 수

동위치에 놓는다. 

② 압력챔버 하단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감압으로 인해 주펌프 2이 자동 기동될 

때 압력(3.0kg/㎠)을 확인하고 배수밸브를 폐쇄하여 주펌프 2의 정지시 압력

(4.8kg/㎠)을 확인한다.

(4) 보조펌프 기동시험

① 새빛연료과학동 동쪽 지하  1층 기계실의 소방 MCC 판넬의 보조펌프의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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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스위치를 자동위치에 놓고 주펌프 1와 주펌프 2의 자동/수동 스위치는 수

동위치에 놓는다. 

② 압력챔버 하단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감압으로 인해 보조펌프가 자동 기동될 

때 압력(4.5kg/㎠)을 확인하고 배수밸브를 폐쇄하여 보조펌프의 정지시 압력

(5.5kg/㎠)을 확인한다.

바. 정기점검 결과

1) 월간점검

핵연료기술개발시설에서는 화재방호 설비에 대한 작동점검 및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기준값에 적합하였다.

가) 점검일: 매월 원자력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전후에 실시

나) 점검방법: 자체점검

다) 점검항목

(1) 소화설비: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라) 점검결과: 이상 없음

2) 종합정밀 점검

핵연료기술개발시설에서는 화재방호 설비에 대한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기준값에 적합하였다.

가) 점검일: 2013.5.23., 2014.7.18

나) 점검업체: 특광방재(‘13), 수림방재(’14)

다) 점검항목

(1) 자동화재수신기: 회로시험

(2) 화재감지기: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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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내소화전: 방수시험

(4) 소방펌프: 기능시험

(5) 저장조 수위: 수위확인

(6) 가스감지기 성능시험

라) 점검결과: 기준값에 적합

3) 유지보수

가) 소화전 펌프 압력챔버 교체

소화전펌프 압력챔버가 노후화로 인해 작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2013.8.12.일에 압

력 챔버를 교체 하였다.

    

그림 2.3.16 소화전 펌프 압력챔버 교체   

나) 소화기 교체

설치 되어있는 금속소화기 및 분말소화기가 노후화 되어 2013.9.4.일에 교체설치 

하였다.

   

그림 2.3.17 소화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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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재수신기 교체

실험동 및 사무동 화재 수신기가 2003년 설치 후 노후화되어 오작동이 자주 발

생해서 2014.10.23.~10.24일에 화재수신기를 교체 설치하였다.

     

그림 2.3.18 화재수신기 교체

1-5. 크레인 및 호이스트 관리

가. 개요

핵연료기술개발시설에는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각종 장비 설비 및 유지, 보수작업

시 중량물 운반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연구용원자로 연료제조시설, 금속핵연료

실험실 및 핵연료 조립가공실, 핵물질저장실 등 총 5개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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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설치 크레인 및 호이스트

번호 위치 사  양

1 1층203호

연구용원자로 연료제조시설 천장크레인

o 용도 : 연구용원자로 연료제조시설내 각종 부품 운반

o 용량 : 3 TON x SPAN18.3 x T/L 36 m

o 수량 : 1 대

o 형식 : Overhead traveling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o 양정 : 약 7 m

o 전동기전원 : AC 440V/ 3상/60HZ

2 1층 228호

핵연료조립가공실 천장크레인

o 용도 : 핵물질 운반 및 2층 일반 장비 운반

o 용량 : 2 TON x SPAN 6.1 m x T/L 8.4 m

o 수량 : 1 대

o 형식 : Overhead traveling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o 양정 : 약 6.0 m

o 전동기전원 : AC 440V/ 3상/60HZ

3 1층 228호

핵연료조립가공실 천장크레인

o 용도 : 핵물질 운반 및 2층 일반 장비 운반

o 용량 : 2 TON x SPAN 6.1 m x T/L 8.4 m

o 수량 : 1 대

o 형식 : Overhead traveling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o 양정 : 약 6.0 m

o 전동기전원 : AC 440V/ 3상/60HZ

4
1층 

230/231호

판형 핵연료 천장크레인

o 용도 : 개량금속실내 각종 부품 및 핵물질 운반

o 용량 : 2.8 TON x SPAN 7.8m x T/L 20 m

o 수량 : 1 대

o 형식 : Overhead traveling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o 양정 : 약 12 m

o 전동기전원 : AC 440V/ 3상/60HZ 

5 1층 218호

지지격자기계/구조특성시험실 JIB크레인

o 용도 : 지지격자기계 및 2층 일반 장비 운반

o 용량 : 2 TON x T/L 7.1m

o 수량 : 1 대

o 형식 : jib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o 양정 : 약 6 m

o 전동기전원 : AC 440V/ 3상/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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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크레인 및 호이스트 점검

1) 목적

핵연료기술개발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성능시

험을 수행함으로써 사고 방지 및 설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점검주기

산업안전 보건법 제36조 및 고시 제2008-74호 의하면 "사업주는 양중기에 대하여

는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사항목

본 검사는 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안전 보건법 제36조에 의하여 이중검사는 배제

하며 동법 고시 제2008-81호에 의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과부하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 기타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

(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 유무

(다) 와이어 로프 및 달기 체인의 이상 유무

(라) 후크 등 달기기구의 손상 유무

(마) 배선, 집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 유무

4) 참조문서

(가) 산업안전 보건법

5) 크레인 사용시 안전 수칙

(가) 모든 제반 동작은 구분하여 운전한다.

(나) 규정 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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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레인 바로 아래에서 운전하지 않으며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라) 좌우 이동시 급정지를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전 와이어 로프, 후크, 브레이크 안전 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후 운전한다.

(바) 동작중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담당자의 조치를 받는다.

(사) 운전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아) 걸고리 및 매달기구는 확실히 장착하여야 한다.

(자) 와이어 로프 및 기계기구는 확실히 장착하여야 한다.

(카) 운전지정자 이외에는 조작운전을 절대 금한다.

(타) 운전시는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유도에 의하여 운전한다.

(파) 운전정지는 현장 작업자의 누구를 막론하고 시킬 수 있다.

(하) 화물을 인양한 상태에서 운전원이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작업을 중지

시 후크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조작반을 살며시 놓고 전원을 차단한다.

6) 검사장비

(가) 멀티테스타

(나) 절연저항계

(다) 소음계

(라) 스패너

(마) 버니어 캘리퍼스(게이지)

(바) 육안

표 2.3.8  크레인 및 호이스트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순번 검사부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1
원동기 

및
모터의 발열 여부 촉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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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치

전기계통의 누전여부 절연저항계,멀티테스타

접지상태 절연저항계,멀티테스타

절연저항 측정상태 절연저항계,멀티테스타

리미트 스위치 작동상태

2
동력전달

장치

회전체 노출로 말려들 위험성 육안검사

키, 핀, 볼트 등의 낙하위험 육안검사

베어링, 축 등의 발열 마모 여부 분해, 촉수 시험검사

활동부의 윤활 여부 육안검사

차륜의 마모 여부 게이지, 육안

3 주행레일

레일의 마모여부 게이지, 육안

레일의 굴곡, 변형 게이지, 육안

장해물 제거상태 육안검사

스토파 부착상태 육안검사

지지빔의 부식, 변형상태 육안검사

4 권상드럼

드럼의 균열, 부식, 마모상태 육안검사

베어링의 마모여부 소음계, 분해

오일 누출 여부 육안검사

와이어 로우프가 균일하게 감겨 있는지 여부 육안검사

드럼 록크 이상유무 육안, 스패너

후크가 최저 하강시 드럼에 와이어가 3회 이상 감겨짐 육안검사 

5 와이어

로우프 소선의 절단 부식 여부 게이지, 육안

비틀림, 흩어짐, 육안검사  

로우프의 구리스 도포상태 육안검사

로우프의 교환일기 표기 여부 육안검사

6 작동스위치

스위치 표기와 크레인 방향의 일치여부 작동검사

붐대에 동서남북 표기여부 육안검사

접점 불량 여부 작동검사

스위치 박스와 케이블의 이상 유무 육안검사

7
달기기구

(후크)

후크표면의 마모변형여부 육안검사

후크마우스 벌림 치수의 적절 게이지 검사

추력베어링이상유무 육안검사

나사부 조이의 이상 유무 육안검사

후크 해지장치 부착 유무 육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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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기점검

1) 하나로 핵연료 양산용 크레인(3톤 이상)

연구 핵연료 가공시설에 설치된 3톤 용량의 크레인은 매월 월간 점검을 실시하

고 있다.

가) 점검주기: 월간

나) 점검방법: 외부 전문업체에 의한 자체 검사

다) 점검일: 매월 실시

라) 입회자: 배상오

마) 점검결과: 만족

2) 시설 자체검사

자체검사는 2013.5.9.일과 2014.5.9일에 실시하였으며, 기준에 적합하였다.

가) 검사목적: 하나로 핵연료 가공시설에 설치된 크레인(3톤 용량)의 유지관리 

및 성능 확인

나) 판정기준: 크레인 관리절차서(OPM-RF-04) 

톤수 표시 유무 육안검사

8 도르레

도르레 균열/마모 여부 타격, 육안

각종 핀의 마모 윤활 여부 육안검사

축과 보스 간극의 적절성 분해검사

9
권과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작동 상태 작동, 육안

권과 방지기구의 변형상태 작동, 육안

리미트 스위치 작동후 드럼과 거리 이격 상태 게이지 검사

10
과부하

방지장치

과부하 방지기 부착 상태 육안검사

과부하 방지기 작동 상태 시험검사

수동조작(기능해체) 여부 육안검사

11 주유상태 각 활동부에 주유 상태 육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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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사결과

(1) 월간점검 결과가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함.

(2) 년 1회 실시하는 성능시험은 3.3 ton 무게로 2016.5.10.일과 2014.05.23.일에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기준 값에 적합하였다.

3) 크레인 이전설치

판형핵연료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229호 2톤 크레인을 228호로 전문업체에서 이

전 설치 완료하였다.

    

그림 2.3.19 크레인 교체 설치

1-6. 액체폐기물처리 계통 관리

가. 개요

비상 제염실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샤워

수 즉, 액체 폐기물의 수집, 저장 및 처리할 수 있는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시설로부터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액

체폐기물의 방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계통구성

액체 폐기물 관리계통은 비상 샤워실 바닥 배수배관으로부터 액체 폐기물 저장

탱크 후단 방출 배수관까지이며, 액체 폐기물 저장탱크, 전처리장치 및 관련 배

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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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기기

가) 액체 폐기물 저장탱크

•  수량: 2기 (M852, M851)

•  용량: 3.35㎥/기

•  구조: 수직원통형, slab형 바닥, 스트레이너 내부 부착

•  재질: 304 스테인레스강

나) 전처리장치

•  수량: 1식 

•  처리능력: 60m3/yr

•  T-1 탱크 및 광촉매 반응조

•  T-2 탱크, , 한외 여과막 공정, 

•  재질: 304 스테인레스강

다. 액체방사성폐기물 전처리설비 개요

핵연료기술개발 시설에 설치된 액체방사성폐기물 전처리설비는 광촉매공정과 한외

여과막공정으로 구성된다.

1) 광촉매 공정

가) 광촉매 현상은 광촉매로 사용되는 n 형 반도체가 빛에 의해 여기되어 생성

되는 자유전자(photo-induced electron)와 정공(photo-induced hole)으로 인한 산

화-환원반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유기물의 경우 산화에 의한 분해, 금속이온의 

경우 환원에 의한 재생 또는 분리를 통하여 유해 오염물을 처리하는 공정이다.

나) 세제함유 우라늄폐액의 처리시 광촉매 반응에 의해서 세제(계면활성제)는 분

해되어 CO2(↑)와 H2O 및 무기물로 변환시키고 이온성 우라늄은 TiO2에 흡착되

어 제거된다.

2) 한외여과막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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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외여과막은 압력차를 추진력으로 하는 막 분리법으로 원리상 막세공과 용

질간의 크기 차이에 의해 특정 물질을 분리하는 조작으로서, 일반적으로 분자량 

300 ～ 300,000 돌턴(dalton) 정도의 미세입자, 고분자, 콜로이드 및 에멀젼을 분

리하는데 유용함. 한외여과는 20 - 100 psi 범위의 낮은 압력에서 운전되며 약 

20 ～ 1,000 Å의 세공크기를 가지고 있고, 분리 성능은 분획 분자량(Molecular 

Weight Cut off)으로 특성화된다.

나) 세제함유 우라늄폐액 처리를 위해 선정된 한외여과막은 분획분자량이 10,000

인 폴리셀폰막으로 1 ～ 5 기압 범위에서 운전 가능하며, 본 공정의 기능은 광촉

매 공정에 의해서 처리한 후 폐액내에 있는 입자성 우라늄과 광촉매공정에서 사

용되는 TiO2입자를 분리시킨다.

라. 광촉매공정 및 한외여과막공정의 운전

1) 운전조건

우라늄세수폐액 처리설비는 광촉매공정과 한외여과막공정의 2단계로 운전된다.

2) 광촉매공정 운전

가) 핵연료제조시설의 폐수저장탱크로부터 일정량(300ℓ)을 처리설비의 Buffer 

Tank에 채우고, 0.05  ～ 0.1 wt% TiO2를 주입하여 순환펌프에 의해서 폐액과 

혼합시킨다.

나)  폐수의 pH(3 ～ 8)와 온도를 측정(20 ～ 50℃ )한 후 광촉매 반응기내에 있는 

BLB lamp를 작동시켜 폐수를 연속적으로 순환시키면서 약 3시간 동안 반응하여 

유기물을 분해시키고, 우라늄이온은 TiO2에 흡착시킨다.

다)  조업이 완료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COD(or TOC)를 측정한다.

3) 한외여과막공정 운전

가) 광촉매공정에서 처리한 폐액을 한외여과막에 유입시키기 전에 폐수의 pH와 

온도를 측정하여 조절한다(pH : 3 ～9, 온도 : 25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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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외여과막의 조업은 유속 25 ～ 30 L/min, 압력 2 ～ 3기압 조건에서 운전

한다.

다) 운전시간 경과에 따라 막을 투과하지 못한 TiO2가 막표면에 축적에 의한 

fouling으로 permeate의 유속은 점진적으로 감소되며 투과 유속(permeate flux)

이 초기 유속보다 30%이상 감소하면 Back flushing에 의해 fouling을 제거한다.

라) Back Flushing은 자동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마) Back Flushing Unit는 UF Pump(P-2)와 Back Flushing Pump(P-3)의 조작이 서로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작동(Time Control)하며, 이와 연계하여 솔레노이드 밸브

(V-5, 6)도 연동되어 조작된다.

바) 정상조업시에는 UF Pump(P-2)가 작동되며 솔레노이드 밸브 (V-5)는 열린 

상태가 되고, 솔레노이드 밸브(V-6)와 Back Flushing Pump(P-3)는 off 상태가 

된다.

사) Back flushing 조업시에는 UF Pump(P-2)가 작동되지 않아야 하며 솔레노이

드 밸브 (V-5)는 닫친 상태가 되고, 솔레노이드 밸브(V-6)는 열리게 되고 Back 

flushing Pump(P-3)가 작동된다.

아) Timer에 의한 조작으로 조업시 Back Flushing 주기는 20분 주기로 30초 동

안 작동되며, 시간은 임의 조절된다.

자) 한외여과막을 투과한 처리액(Permeate)은 저장탱크에 수집하여 우라늄 농도

를 측정 후 자연증발시설로 이송한다.

4) 운전 제한조건

가) 광촉매공정은 자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석영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압 운전

이 불가능하고 큰 고형체의 충격에 의해 석영관이 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

지하기 위해 공정으로의 처리수 주입시 필터를 통해 걸려 주어야 함. 제거된 우

라늄은 특정용액 조건에서 다시 용출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온도 및 용액의 

조건은 70℃ 이하 pH 3.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한외여과막은 폴리셀폰 재질로 온도, pH 및 압력조건에 따라 막이 가수분해

나 조밀화 현상∨등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pH 3～9, 온도 50 ℃이하, 압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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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이하에서 조업하여야 한다.

그림 2.3.20 우라늄 세수폐액 처리 공정도

마. 정기점검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은 매분기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2013년, 2014년도 수행한 분기 점검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1) 스트레이너의 이물질 부착여부: 육안검사

2) 액체폐기물 저장탱크의 수위: 육안검사

3) 액체폐기물 저장탱크의 누수여부: 육안검사

4) 액체 폐기물 저장탱크방어벽의 안전성: 육안검사

5) 광촉매 분해공정 가동상태: 작동검사

6) 한외여과막공정 가동상태: 작동검사

7) 배관 누수여부: 육안검사: 육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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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동제어계통 관리

가. 개요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화재방호계통, 냉난방계통, 공조기계통 등과 같이 다양한 

계통이 연계된 시설이다. 복잡하고 고도화된 시설은 부대설비 운용을 위한 기계

설비의 복잡화로 감시 제어대상의 증가와 정보처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운전원

이 상주시에만 관리 • 감시 업무가 이루어지는 감시 • 제어방식으로는 각종 안전

사고와 재해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감시 • 제어가 이루어

져도 수기록에 의한 부정확성에 따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핵연료기술

개발시설은 다양한 연계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제어설비를 도

입하였다. 계측제어계통은 운전원이 연속적으로 시설의 가스공급계통, 화재방호

계통, 냉난방계통, 공조기계통 등과 같이 다양한 계통을 운전함에 있어서 모든 

운전 조건하에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각 계통의 이용

율을 향상시키고 계통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원에게 제

어실에서 계통의 상태를 통합, 감시할 수 있는 환경 및 경보설비를 제공하여 어

떠한 운전 조건하에서도 계통의 설비와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제어 및 감시설비 계통

제어 및 감시설비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DCS(Digital Control System)에 

의해 계층적 기능분산 구조로 설계되며, 계통의 정상 및 비정상 운전의 모든 조

절제어 및 논리제어 기능, 운전감시 및 운전자료 처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한 제어설비는 계통 및 현장으로부터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이들 데이터를 

데이터 하이웨이 및 하드와이어를 통해 제어실의 연계장치에 전달하여 계통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는 기능, 사고 진행 기록, 데이터 기록 및 추이표시, 계통진

단, 운영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파악하기 쉬운 형태로 

표시해 주는 기능를 수행한다.

1) 환기시설 제어

가) 청정지역 환기설비

나) 하나로핵연료 제조시설 환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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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첨단 핵연료 연구시설 환기설비

2) Utility 설비 및 기타 시설 감시

가) 탈염수의 압력

나) Sump Tank의 고수위 경보

다) Electric Water Heater의 온도

라) 발전기 상태 

마) Compressed Air의 압력 감시

바) Radio Active Waste Tank의 고수위 및 저수위감시

사) 가스 누설 감지

다. 정기점검

1) 목적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자동제어계통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정기 점검을 함으로

써 시설의 정상운전에 차질이 없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점검주기

일상점검으로 자동제어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나 점검한다.

3) 검사결과

일상점검을 통하여 시설의 정상운전에 차질이 없게 안전하게 운전하였다.

4) 유지보수

공조기 자동제어 Module 제어방식이 노후화 되어  Module 방식에서 PLC 

TYPE 제어방식으로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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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 공조기 자동제어 PLC TYPE 교체

하나로핵연료 제조시설의 차압센서가 노후화되어 2014.01.27.일에 교체하였다. 

    그림 2.3.22 차압센서 교체설치

1-8. 유틸리티 설비 관리

가. 개요

핵연료기술개발시설에 소요되는 유틸리티는 수소(H2), 질소(N2), 아르곤(Ar), 헬륨

(He), 포밍(H2 + N2) 등의 서비스가스 공급계통과 압축공기(Compressed Air), 용

수(Potable Water), 탈염수(Demi-Water), 냉각수(Cooling Water) 및 난방용 증기

(Building Heating Steam) 공급계통으로 구분된다. 서비스가스 공급계통은 옥외 

가스저장시설 내에 설치되는 고압가스 실린더에 저장된 각종 서비스 가스를 건물

내 각 소요처의 사용압력으로 적절히 감압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압축공

기, 용수, 탈염수, 냉각수 및 증기난방 방식 채택에 따른 난방용 증기는 별도의 자

체 생산설비 없이 부지부근을 지나는 지하 공동구내에 설치된 기존의 관련 배관망

으로부터 분기되어 공급된다. 또한, 공급되는 유틸리티는 시설내 각종 공정에서 요

구되는 순도, 용량,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옥외 가스저장시설 내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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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는 고압가스(수소, 질소, 아르곤 ,헬륨, 포밍) 설비는 국내 소방법 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명시된 방호벽, 안전장치 등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

나. 유틸리티 공급계통

유틸리티 공급계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수소가스 공급계통

2) 질소가스 공급계통

3) 아르곤가스 공급계통

4) 헬륨가스 공급계통

5) 포밍가스 공급계통

6) 압축공기 공급계통

7) 탈염수 공급계통

8) 난방용 증기 공급계통

다. 정기점검

1) 일상 점검

자동제어판에 표시되는 Utility 설비에 대하여 현장 일상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2) 주간 점검

환기설비 및 냉난방 설비를 주간점검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다.

3) 가스저장고 일상점검

가스공급설비는 주간 점검하고 있으며, 가스 교체시나 실험 전에 사용자가 반드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라. 유지보수



- 103 -

1) 공조기 난방스팀코일 수리

 공조실(402호)에 설치 되어있는  연구로용 핵연료제조시설(M552)난방공급 공조

기의 스팀코일이 동파되어 2013.1.24일에 수리 완료하였다.

   

그림 2.3.23 공조기 난방스팀 코일 수리

2)냉동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로핵연료 제조시설(M552) 냉동기가 전자변스위치 고

장으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전자변 스위치을 2013.5.9.

일 교체하였다.

   

그림 2.3.24 냉동기 전자변스위치 교체

3) 핵연료제조시설 계단등 이전 설치

핵연료제조시설의 기존계단등이 고장이나면 고천정으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

어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단 등을 2013.9.2.일에 전문업체에서 이전 설치하였

다.

   

그림 2.3.25 계단 등 이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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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동옥상 방수작업 

사무동2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전문업체에서 방수 작업을 2013.9.16.~ 9.26일, 

2014.04.08 ~ 04.17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 완료하였다.

   

   

그림 2.3.26 사무동 옥상 방수작업

5) 판형핵연료제조시설(230호) 외부셧터 교체

판형핵연료제조시설의 외부셧터가 노후로인해 잦은 고장 발생 및 물리적 방호 

구역으로인해 외부에 추가설치가 요구되어 2013.8.19.~ 8.21일에 내부셧터 교체 

및 외부셧터을 추가 설치하였다.

   

그림 2.3.27 230호 셧터 교체 및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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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형핵연료제조시설(M553) 난방스팀제어밸브 교체 작업

판형핵연료제조시설 난방스팀 제어밸브가 고장이 발생하여 난방스팀이 공급 되

지 않아서 전문업체에서 2013.11.26.일에 교체 하였다.

    

그림 2.3.28 난방스팀 제어밸브 교체

7) 사무동옥상 외벽도장작업 

사무동외벽이 노후화되어 도색이 퇴색되어 도장전문업체에서 도장작업을 

2014.04.23.~ 04.29일에 실시 완료하였다.

     

그림 2.3.29 사무동외벽 도장작업

8) 청정지역 온수보일러 교체설치

청정지역 온수보일러가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하여 온수가 공급 되지 않아서 전

문업체에서 2014.11.17.~11.18일에 교체설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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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0 온수보일러 교체설치

2. 시설 인허가

2-1. 개요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연구용 원자로연료 제조와 첨단 핵연료연구개발의 2가지 

기능을 동시해 수행하고 있다. 2001. 3월에 원자력법 제 43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에 따라 연구로용 핵연료 Pilot Plant 가공사업 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첨단핵연료 연구개발에 사용할 핵연료물질 사용허가를 원자력법 제 57조 “핵연

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에 따라 승인을 2002. 8월에 받았다. 즉, 핵연료기술개발

시설은 원자력법 제43조에 의한 핵연료가공시설과 제57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

용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유지하고 있다. 동 인허가 관련 법률은 원자력안전법이 

발효됨에 따라 2011.10.25일부터 원자력안전법 제35조와 제45조가 적용되었다.

2-2. 핵물질 사용시설 인허가

가. 핵연료물질의 사용 허가 경위 

3 ' 02.6.17 :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신청(첨단 핵연료기술개발 사용분)

3 ‘02.8.22 :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승인(방안 71231-725)

나. 2013년까지 변경허가 경위

2013년까지 핵연료물질 사용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경위는 표 2.2.2.1 과 같으며, 

2013년 변경허가 내용은 2012.11월에 원안위에 핵물질저장고 기능 조정에 따라 

LEU scrap 저장고, 판형핵연료저장고 구축 및 기존 저장고 이전에 따른 변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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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신청하여 2013.2월에 인허가 변경 승인을 받았다. 2013년까지 인허가 주

요 내용은 표 2.3.9 및 표 2.3.10에 있다.

표 2.3.9 핵연료물질사용에 대한 변경허가 경위

번호 신청일 변경내용 승인일

1 ‘03.10.22

중수로핵연료 가공사업이 KNFC에 이관됨에 따라 동 

사업중에 확보하여 사용하였던 잉여 핵물질을 신규 핵

연료기술개발시설의 핵물질 저장고에 보관에 따른 변경

임

방사선안전과-8

(‘04.1.12)

2 ‘04.7.12

중수로핵연료 가공사업이 KNFC에 이전됨에 따라 동 

사업중에 확보하여 사용하였던 핵물질은 핵연료기술개

발시설의 핵물질 저장고에 이전하여 보관중에 있다. 동 

핵물질에 대한 상태를 세부적으로 재분류 과정 즉 

Powder, Pellet, Metal을 Powder, Pellet, Metal, Rod, 

Fuel Bundle으로 재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 사항 

및 미신고 핵물질 반입에 따른 변경임

방사선안전과-2194

(‘04.8.11)

3 ‘05.11.8

감손우라늄 금속 절단 및 첨단 금속핵연료 기술개발의 

목적 추가됨에 따른 인허가 변경으로 핵물질 취급시설

은 핵연료가공 시설로 확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핵물질

의 취급량 및 핵물질저장고의 시설구조 변경에 대한 변

경임

방사선안전과-735

(‘06.3.13)

4 ‘06.4.7

피복입자 핵연료 연구개발, 천연 우라늄 금속 절단 및 

우라늄 금속 산화의 목적이 추가되고, 일체형핵연료의 

20% 이하 LEU의 소지량을 5 kg에서 10kg으로 증가됨

에 따른 변경임

방사선안전과-2196

(‘06.7.31)

5 ‘07.12.3
일부 핵물질사용 내용의 명칭, 소지의 목적 및 방법 변

경 및, 핵물질 사용량 변경

방사선안전과-636

(‘08.02.28)

6 ‘08.7.9
핵물질사용 소지의 목적 및 방법 변경, DU 저장고(229) 

준공도면 반영 및 230/231호의 실험실 정비 도면 반영

방사선안전과-4083

(‘08.09.29)

7 ‘10.02.16
장기간 미사용 불용 핵물질 이전에 따른 핵물질 수량을 

변경

방사선안전과-2256

(‘10.04.08)

8 ‘10.10.18

- 핵물질 사용목적에 FTL 조립 및 판형핵연료개발 추

가

- 사용 핵물질에 농축도 12%이하 추가 및 20%이하 핵

물질 수량 증가

방사선안전과-1271

(‘11.02.24)

9 ‘11.03.18
- 핵물질 사용목적 변경: 차세대 U-Mo 연구로핵연료 

개발 내용 변경, 우라늄 조사표적 개발 추가

방사선안전과-3404

(‘11.06.07)

10 ‘11.12.14

- 핵물질 사용목적 변경: 핵물질 계량 안전조치 기술개

발을 위한 핵물질 균질화 특성 분석 추가, 핵비확산

성 건식 재가공 핵연료 연구개발을 전처리 공정 연

구개발로 변경

방사선안전과-536

(‘12.02.02)

11 ‘12.5.8

- 핵물질 사용목적에 판형 시험연료 집합체 기계적 특

성시험 추가, 파이로 실험실 이전에 따른 판형핵연료

제조 실험실에 적합한 시설 구축을 위한 변경

방사선안전과-4490

(‘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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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0 핵연료물질의 소지목적 및 방법

1. 전처리 공정 연구개발

2. 미래형 핵연료 연구개발

3. 신형 핵연료 연구개발

4. CANFLEX 핵연료 연구개발

5. 일체형 핵연료 연구개발

6. 고온용융전해 연구개발

7. 핵연료 조사시험용 캡슐 기술개발

8. 감손우라늄 금속 절단

9. 첨단 금속핵연료 기술개발

10.피복입자 핵연료 연구개발

11.천연 우라늄 금속 절단

12.우라늄 금속 산화

13.SFR 핵연료핵심기반기술개발

14.차세대 U-Mo연구로핵연료개발

15.핵연료 종합성능검증 조사시험기술개발

16.판형핵연료기술개발

17.우라늄 조사표적 개발

18.DU Bed 개발을 위한 DU Hydride 물성 특성 분석

19.핵물질 계량 안전조치 기술개발을 위한 핵물질 균질화 특성 분석

20.판형 시험연료 집합체 기계적 특성시험

12 ‘12.11.13

- 핵물질 사용목적에 판형 시험연료 집합체 기계적 특

성시험 추가, 파이로 실험실 이전에 따른 판형핵연료

제조 실험실에 적합한 시설 구축을 위한 변경. 핵물

질저장고 기능 조정에 따라 LEU scrap 저장고, 판형

핵연료저장고 구축 및 기존 저장고 이전에 따른 변

경

방사선안전과-645

(‘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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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1 핵연료물질의 연간 사용 또는 소지의 예정량

종 류
상태

허가량

물리적 화학적

Th-232 Powder/Pellet
ThO2, Th(NO3)4,

ThO2(NO3)2

100

U-235:0.72% Metal U 700

U-235:0.72%
Powder/Pellet/

Rod/Fuel Bundle 
UO2 3,000

U-235:0.72%미만
Powder/Pellet/

Rod/Fuel Bundle 
UO2 3,000

U-235:0.72%미만 Metal UO2 7,000

U-235:1%이하
Powder/Pellet/

Rod Fuel Bundle 
UO2 1,000

U-235:20%이하 Metal U 20

U-235:3%이하
Powder/Pellet/

Rod/ Fuel Bundle
UO2 80

U-235:3.5%이하
Powder/Pellet/

Rod/ Fuel Bundle 
UO2 85

U-235:5%이하
Powder/Pellet/

Rod/ Fuel Bundle 
UO2 20

U-235:12%이하
Powder/Pellet/

Rod/ Fuel Bundle 
UO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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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정기검사

3-1. 개요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핵연료 가공시설로서는 원자력안전법 제35조 “핵연료주기

사업의 허가 등”에 따라 과기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로

서는 원자력안전법 제45조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핵연료 가공시설과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로서 각각 

매년 시설정기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3-2. 핵연료 가공시설 정기검사

가. 목적

하나로 연료 가공시설의 성능이 원자력안전법 제37조(검사), 동 법 시행령 제58

조(정기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정기검사)에 따라 성능 검사에 관한 7개

의 검사대상시설에 대하여 총 13개 검사항목에 대해서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검사를 수검

하고 있다.

나. 2013년 정기검사 

1) 정기검사 기간 : 2013.9.23 ~ 10.11

2) 검사대상 항목 : 13개 항목

3) 검사결과

가) 지적사항: 0건

나) 권고사항: 0건

4) 종합의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은 

(1) 원자력안전법 제37조(검사)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8조(정기검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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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5조(시설검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2)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3호(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88

조 내지 95조 등의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핵연료 생산시설 및 관련 설비의 안전운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2014년 정기검사 수검

1) 정기검사 기간 : 2014.9.15 ~ 10.02.

2) 검사대상 항목 : 13개 항목

3) 검사결과

가) 지적사항: 0건

나) 권고사항: 2건(연료가공시설 구역-3 온·습도 점검 절차 수립 및 이행 권고, 

기체배출물 배출량평가 절차 수립 권고)

4) 종합의견 

현재까지의 검사결과, 권고사항 2건을 발행하였으나, 상기 7개 검사대상시설을 

포함하는 13개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

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은 

1) 원자력안전법 제37조(검사)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8조(정기검사)에 의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5조(시설검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

지되고 있으며, 

2)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3호(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88조 

내지 95조 등의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핵연료 생산시설 및 관련 설비의 안전운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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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정기검사

가. 검사대상 :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중 첨단 핵연료연구시설

나. 검사목적 :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중 첨단 핵연료연구시설이 허가된 내용대로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원자력안전법 제47조 (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설검사)에 의거하여 핵물질사용시설이 허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지 확인함에 그 목적이 있음.

다. 2013년 정기검사

1) 검사기간 : 2013.12.16.

2) 검사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검사항목 : 

- 허가내역의 변경유무

- 사용시설의 건전성

- 저장시설의 건전성

- 배기시설의 건전성

- 방사선안전관리설비의 건전성

4) 검사수행방법

- 서류검토, 면담 및 현장입회검사

- 미흡한 검사결과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

- 시정 또는 보완조치사항에 대한 결과 확인

5) 합격기준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9조 내지 제74조의 적합성 유무

-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핵연료물질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6) 정기검사 수검 결과

2013년도 정기검사 수검 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없이 검사가 완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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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4년 정기검사

 - 당초 2014.12.16.일에서 2015년으로 연기되었음.

4. 핵물질 관리

4-1. 시설 핵물질보장조치 체제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시설을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HFFP(HANARO Fuel 

Fabrication Plant), CFFP(CANDU  Fuel Fabrication Plant) 잔류 핵물질 및 

R&D 시설에 대한 핵물질보장조치 체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 되었으며, 그 내용

은 표 2.3.12에서 표 2.3.14에 요약되었다.

가. 하나로 핵연료 제조시설(KO-W)

핵연료재료동의 주요 기능인 하나로 핵연료 제조 및 DU Shielding Container 제

작 중 연구로 핵연료 제조공정은 핵연료기술개발시설로 이전하여 HFFP 

(HANARO Fuel Fabrication Plant)로 독립된 시설 KO-W로 존재한다.

나. 핵연료물질저장시설(KOE1)

기존 CFFP의 잔여 핵물질들은 대부분 NU 및 DU이며, HFFP의 DU Metal(DU 

Shielding Container 제작용) 이다. 이들의 핵연료물질은 CFFP라는 시설이 물질

수지구역(MBA, Material Balance Area)에서 종료됨에 따라 독립적인 핵물질 저

장시설인 KOE1을 새로 생성하여 저장하였다. 2005년까지 핵연료물질 저장시설

은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DU Metal 저장고(KMP A) 및 CFFP 잔류 핵물질저장

고(KMP B)로 구성 되었으나, 2006년에는 핵물질 취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한 일련의 조취로 핵연료물질 저장고 교체 및 전용 절단설비 구축으로 다음과 

같이 3개의 KMP로 구성되어 있다.

1) KMP A: 202호, CFFP의 잔여 핵물질

2) KMP B: 228호-1, DU Metal 저장고

3) KMP C: 228호-2, 우라늄 금속절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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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D Facility(KO-Q)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물질수지구역은 R&D Facility인 KO-Q로 분류되며, 9개의 

R&D Lab.즉, KMP가 존재한다.

표 2.3.12  핵연료개발시설 시설별 운전모드

  시 설   명 칭(MBA-Code) 현황  운 전   모 드

 핵물질저장시설(KOE1) 운전중  수시운전, 300일/년

 하나로핵연료제조시설(KO-W) 운전중  수시운전, 300일/년

연

구

개

발

시

설

(KO-Q)

미래형핵연료

가공기술개발(A)
운전중 수시운전, 300일/년

가소성환형소결체개발(B) 운전중 수시운전, 300일/년

핵연료원격제조기술개발(C) 운전중 수시운전, 300일/년

조사시험용장치개발 및 활용(D) 운전중 수시운전, 200일/년

고온용융전해분리기술개발(E) 운전중 수시운전, 150일/년

SMART/SFR 

핵연료기술개발(G)
운전중 수시운전, 250일/년

중수로개량핵연료조사(I) 운전중 수시운전, 300일/년

수소생산용초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K)
운전중 수시운전, 250일/년

DU 산화처리기술개발(M) 운전중 수시운전, 250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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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3 핵연료개발시설 특정핵물질의 사용목적

시설명칭 핵물질의 사용 목적

핵물질저장시설(KOE1)
년간 이동계획이 적은 조사되지 

않은 핵물질의 저장

하나로핵연료제조시설(KO-W)
연구용원자로 핵연료 제조기술개

발

연구개발시설

(KO-Q)

세라믹핵연료가공기술개발

(A)
세라믹핵연료가공기술개발

가소성환형소결체개발(B) 소결체재료신기술개발

핵연료원격제조기술개발(C

)
DUPIC Simulation 연구

조사시험용장치개발 및 

활용(D)
 조사시험용장치개발연구

고온용융전해기술개발(E) 고온용융전해기술개발연구

SMART/SFR

핵연료기술개발(G)

SMART/SFR 핵연료기술개발연

구

중수로형개량핵연료개발(I) CANFLEX 핵연료개발연구

수소생산용초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K)

초고온가스로 핵연료요소기술개

발연구

DU 산화처리기술개발(M) 금속우라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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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4  핵연료개발시설 시설별 특정핵물질의 취급 또는 생산량

시설명칭 핵물질의 최대 취급량

핵물질저장시설(KOE1)

о 감손우라늄: 30,000 kg-U

о 천연우라늄: 8,000 kg-U

о 저농축우라늄:1,000 kg-U

о 토륨: 200 kg-Th

하나로핵연료제조시설(KO-W)

о 감손우라늄: 1,500 kg-U

о 천연우라늄: 20 kg-U

о 저농축우라늄:375 kg-U 미만

연구개발시설

(KO-Q)

세라믹핵연료가공기술개

발

(A)

о 감손우라늄: 150 kg-U

о 천연우라늄: 100 kg-U

о 토륨: 5 kg-Th

가소성환형소결체개발

(B)

о 감손우라늄: 60 kg-U

о 천연우라늄: 200 kg-U

о 저농축우라늄: 20 kg-U

о 토륨: 100 kg-Th

핵연료원격제조기술개발

(C)

о 감손우라늄: 20 kg-U

о 천연우라늄: 100 kg-U

о 저농축우라늄: 30 kg-U

조사시험용장치개발 및 

활용 (D)

о 감손우라늄: 10 kg-U

о 천연우라늄: 10 kg-U

о 저농축우라늄: 4.9 kg-U

о 토륨: 1 kg-Th

고온용융전해기술개발

(E)
о 감손우라늄: 500 kg-U

SMART/SFR

핵연료기술개발(G)

о 감손우라늄: 500 kg-U

о 천연우라늄: 500 kg-U

о 저농축우라늄: 20 kg-U

중수로형개량핵연료개발

(I)

о 천연우라늄: 200 kg-U

о 저농축우라늄: 20 kg-U

수소생산용초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K)
о 감손우라늄: 50 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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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핵연료물질 저장시설(KOE1) 사찰 수검

가. 핵물질저장시설의 국가검사 수검

1) 사찰목적 : 핵물질저장시설내 핵물질 계량 검증

2) 일시 : 2012.03.14 (1일간)

3) 사찰관 인적사항

- 국가 검사원: 박승식

- 피 수검자: 핵물질통제팀(김현숙, 김현조), 연구로핵연료개발부(지철구, 김정도)

4) 사찰활동 내용

- 핵물질 및 장부 검증 및 활동

장부검증: 현 재고 현황 및 재고 변동사항

품목확인 및 품목계수: 품목확인 100% 및 HM-5 측정 10개

- 설계정보검증 

KMP 현황, 위치 및 장비 확인

- IAEA 설계정보서(KOE1) 봉인 교체

5) 사찰결과 : 이상 없음

나. 핵물질저장시설 국가 무작위중간검사 수검

1) 사찰목적 : 핵물질저장시설에 대한 국가 무작위단기통보 검사

2) 일시 : 2013.6.11(1일간)

3) 인적사항

   - 국가검사원(KINAC) : 박수진

   - 피수검자: 핵물질통제팀(이병두, 박호준), 연구로핵연료개발부(지철구)    

4) 사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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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물질 장부 검증

○ 장부 검증 : 현 재고 현황 및 재고 변동 사항 등 General ledger, ICR,        

핵물질 이동기록부 및 핵물질재고목록

나) 현장 검증

○ 품목확인 및 품목계수: 핵물질이동이 거의 없는 시설이므로 품목 및          

품목계수

5) 사찰결과: 특이사항 없음

4-3. 물리적 방호설비 관리

미국 물리적 방호전문가는 2002년 및 2004년 2차에 걸쳐 연구원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체계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들에 대한 보완을 요청 즉, 물리적 방호

설비 강화조치를 요청해 왔다. 또한, 9.11테러 이후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안전관

리에 대하여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호체계를 강화하고, 방사능재난의 특수성과 방사능방재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능재난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하고 완벽한 방사능 

방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2004년도에 발효됨에 따라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물리적 방호설

비 구축되었다.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핵연료가공시설은 물리적 방호등급 Ⅱ이고 

첨단핵연료연구개발시설은 물리적 방호등급 Ⅲ으로 되어 있다. 시설에 물리적방

호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설비로는 방사선 관리용으로 구축된 CCTV, 경보장치 

및 DVR 등이 있다. 건물 전체를 동일한 물리적 방호등급 Ⅱ로 적용하여 모든 

출입문과 핵연료저장고에 경보장치 및 CCTV 설치운영, 출입구에 금속 탐지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능유지를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4-4. 핵연료물질 저장시설 관리

가. 개요

첨단 핵연료 연구개발을 위한 핵연료물질 저장고실에는 DU, NU와 LEU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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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을 저장한다. 저장실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되었고 철제 출입문을 통

하여 허가된 출입자만이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잠금장치는 2중화 되어 있고 열

쇠 보관도 2인이 각각 보관하여 출입은 열쇠보관자 2인이 입회하여 출입문을 개

방하는 경우에만 출입 가능하다. DU, NU, LEU 등의 핵연료물질은 수입할 당시

의 포장상태로 보관하거나 실험완료 또는 사용한 핵연료물질은 저장용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한다. 저장실의 층고는 2층 높이인 9.0m 이므로 핵연료물질 보관함을 

다단 배열할 수도 있다. 보관함은 작업 공간을 고려하여 배열하며, 핵연료물질의 

반입반출시 무거운 경우에는 Fork Lift를 사용하고 가벼운 경우에는 Cart 및 

Hand Pallet를 사용한다. 또한, 핵연료물질 저장실에는 DU, NU와 LEU는 최소 

핵임계치 이하로만 보관하여 미임계를 달성하지만, 한 개의 저장용기에 보관되는 

양을 엄격히 제한하고 저장용기 사이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기하

학적 안전구조를 갖게 한다.

나. 핵물질 공급 및 수출입 지원

1) 핵물질 공급

2013년도에 새빛동 보유 핵물질을 핵연료 개발 및 수출용으로 적기에 적합한 형

태로 공급한 실적은 2건으로 표 2.3.15와 같다.

표 2.3.15  핵물질 공급 실적

번호 날짜 부서명 용도
무게

kg-U
비고

1
2013-04-2

2 연구로핵연료개발부 성능시험 0.097 요르단 핵연료, DU

2
2013-06-2

0 연구로핵연료개발부 성능시험 2.042 요르단 핵연료, DU

소계 2.139

시설보유 핵물질을 핵연료 개발에 적합한 핵물질 시료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 

핵물질 이용자에게 예산절감(핵물질 구입비)뿐만 아니라 911 사건 이후 소량 핵

물질 구입 어려움, 운반, 방호, 수입 신고 등 절차 복잡함 일련의 행위 등에 따른 

핵물질 확보 어려움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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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우라늄 

괴
금속 괴 절단 우라늄 저장함 보관

그림 2.3.31 우라늄 금속 공급 형태

다. 핵물질 저장

핵연료물질 저장실에는 CANFLEX, DUPIC, 신형핵연료, 세라믹 핵연료, 고온용

융염 전기전해기술개발 등 핵물질 취급실험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DU, 

NU 및 LEU, Th 등이 저장되어 있다. 2007년 발생한 우라늄 분실사건 후속조치

로 2010년부터 원내에 산재해 있는 사용이 종료로 잉여 핵물질을 통합저장시설에 집

중 보관ㆍ관리하여 핵물질 관리 투명성 확보, 원자력 안전성 확보 및 외부에 핵물질 

유출 가능성 방지하기 위해 잉여 핵물질 통합 저장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2013년도에는 동력로핵연료개발팀 등 4건에 대해 핵연료 물질 통합저장을 실

시하였다.

표 2.3.16 2013년도 핵물질 통합저장 현황 

날짜 부서명 용도 무게 kg 형태 비고

2013-01-2

5
연구로핵연료개발부 분말 제조 11.977 lump DU

2013-02-2

0
경수로핵연료기술개발부 시험 분석 0.001 스크랩 DU

2013-09-2

6
차세대핵연료개발부 표적개발 0.171 분말 LEU

2013-09-2

6
차세대핵연료개발부 동력로핵연료 2.143

Lump,  

rod 및 

스크랩

LEU

계 1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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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 안전문화 행사

5-1. 방사능방재 훈련

2013년 새빛연료과학동 방사능방재 부분훈련

가. 훈련 대상시설

ㅇ 새빛연료과학동: 하나로핵연료 가공 및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나. 훈련 일시 : 2013.03.20. (수) 14:00～16:00 

다. 훈련 근거

ㅇ 원자력안전위원고시 제2012-31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

정”

ㅇ 상기 고시에 따른 2013년도 원자력(연) 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 대한 원자력안

전위원 승인공문

라. 훈련 범위 및 목표

   1) 훈련 범위

ㅇ 새빛연료과학동 시설대응대응반과 비상대책반을 대상으로 한다.

ㅇ 새빛연료과학동 사고시 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복구 방안과 본부 지원활동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대응능력 제고방안을 도출한다.

   2) 훈련 목표

ㅇ 새빛연료과학동에서 고려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보수 및 복구방안 도출당하며, 

부지

마. 훈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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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훈련통제자는 사고상황과 대응조치를 유도하는 통제메시지를 각 조에 부여한

다.

ㅇ 각 비상조직의 조는 통제메시지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대응을 모

의한다.

  - 시설대응반은 반(시설대응조 및 방사선관리조) 중심으로 대응하고 비상대책

반은 각 조별로 해당임무에 대하여 대응한다.

ㅇ 훈련시행 후 조별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훈련결과 및 평가결과를 통제단에 

제출한다.

2014년 새빛연료과학동 방사능방재 전체훈련

가. 훈련 일시 : 2014년 5월 15일(목)  14:00～18:00

나. 훈련 목적

ㅇ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대책의 실효성 검증

ㅇ 방사능방재요원의 대응능력 제고

다. 훈련 근거

ㅇ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37조 제3항

ㅇ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3항

라. 훈련 대상시설

ㅇ 새빛연료과학동: 하나로핵연료 가공 및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마.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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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자력시설에서 상정 가능한 최대의 사고를 가정하여 실시: 원심분무장치 

디스크 파손에 따른 고온핵연료물질 유출

ㅇ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내 직원보호조치(옥내대피 • 소개)를 하는 정도의 사

고를 가정하여 훈련 실시: 새빛연료과학동은 원안위 고시에 따르면 EPZ가 부지

경계로 지정된 시설에 해당하며, 부지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170m로서 이 이상

으로 보호조치 기준을 초과하는 사고를 가정하지 않음.

바. 훈련 방법

ㅇ 실제 및 도상훈련 병행

사. 훈련 기대 효과

ㅇ 원자력(연) 방사선비상대응체제 점

ㅇ 방사선비상계획 및 절차의 유효성 검증

5-2. 원자력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가. 배경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는 사고,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 차원의 안전대책이 

필수적이다. 원자력 근무자 모두는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

양하고 안전문화를 생활화해야 한다. 원자력 관계시설의 사고, 고장 예방 및 관

계 종사자의 안전문화를 생활화하기 위해 “매월 첫 번째 화요일”을 “실험실 안전

점검의 날”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방향

새빛연료과학동에서는 원자력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실험실, 가공공장 및 시설 

안전 운영에 필요한 점검활동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의식을 재인식하

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이 되도록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연구과제 간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각 

연구과제별로 특성과 여건에 맞춰 시행하고 있다. 안전 관련 설비 점검, 점검결

과 토론 및 원자력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인식하는 기회 마련 등을 통하여 

원자력의 안전성과 기술성을 증진하도록 안전 활동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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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사내용

새빛연료과학동은 하나로 핵연료 가공공장 및 첨단 핵연료 연구개발시설로써 매

월 첫 번째 화요일에 실시한 원자력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 교육 및 훈련

안전 교육은 원자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가공시설 및 실

험실 특성 맞는 안전교육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가공공장, 실험실 및 시설 안전 

관련 사항을 실시하였다.

2) 안전점검 사항

안전점검은 표준점검표를 이용하여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험실

(1) 실험실 유틸리티(전기, 가스, 냉각수)점검

(2) 실험기기 점검

(3) 실험실 제염

나) 가공공장

(1) 가공공장 유틸리티(전기, 가스, 냉각수)점검

(2) 공정장비 점검

(3) 가공공장 제염

다) 시설점검

(1) 비상발전기

(2) 무정전 전원공급 설비

(3) 환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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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보 및 통신설비

(5) 소화기

(6) 방사성액체폐기물처리설비

라. 행사결과

2013년, 2014년도에 시설에서는 매월 원자력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시

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표 2.3.17 2013년도 원자력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현황

    
구

분 실시내용

월

1

□ 동절기 대비 화재위험 요소 일제점검: 비인가전열기 사용금지 조치, 고열발생 장비 

과열 안전조치, 인화성 물질 후드내 취급준수 등

□ 교육: 안전보건 및 소방안전관리 규정

2

□ 산업재해 위험요소 일제점검: 추락, 협착, 전도 위험요소 점검, 누전, 감전 위험요

소 점검,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보호복 비치 및 착용실태 점검

□ 교육: 2012년 산재발생 현황, 2013년 고용노동부 정책방향

3.

□ 실험실 화학약품 일제점검: 불용시약 폐수처리시설 반납조치, 개인보호구 지급, 일

상점검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 교육: 연구실 사고 교훈 및 사례(연구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요청, K대

학), 위험 기계ㆍ기구 안전인증 표시제품 사용

4 

□ 실험실 고압가스 사용/관리 실태점검: 불용 고압가스 반납조치, 접속부, 사용부 가

스 누설 점검, 사용가스 물질안전보건 교육,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등 점검

□ 교육: 온라인 산업 안전 보건 정기교육 실시

5

□ 실험실 전기시설 안전점검: 미접지 실험장치 보완, 분전반 차단기, 해당 장비명 부

착, 전기 접속부, 피복 열화상태 점검, 전기콘센트 바닥 방치 사용 점검

□ 훈련: 2013년 재난안전 한국훈련 실시 참여

6

□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불용시약 폐기(폐수처리시설 반납), 전기콘센트 바닥 사용 

금지, 화학약품 취급 실험실 개인보호구 지급준수(고글, 마스크, 안전화 등)

□ 교육: 연구실 실험기기 안전관리 사고사례 및 유의사항(G대학)

7

□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점검: 실험실 안전관리 각종 표시 부착, 화학약품 취급 실험

실 개인보호구 지급준수(고글, 마스크, 안전화 등)

□ 교육: 실험실 안전사고 사례(연구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요청, K대학)

8
□ 하절기 실험실 예방점검: 실험장치 전기누전 사고위험, 화학약품 습기에 의한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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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2013.8.19

□ 교육: 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교육 및 유사 사례 재발방지(실험용 이상반응 연구실 

안전사고)

9

□ 실험실 사고 예방점검: 타기관 실험실 사고 교훈 사례 교육 및 동종/유사 사고 예

방점검

□ 교육: 실험실 파열사고, 화가물질 화상사고

10

□ 실험실 사고 예방점검: 타기관 실험실 사고 교훈 사례 교육 및 동종/유사 사고 예

방점검

□ 교육: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강화 요청(A대학 지진실험센터, B연구소 

전원장치 상실, C대학 나노/기능재료 연구실, D대학 재료설계 실험실)

11

□ 실험실 사고 사례 전파 및 점검

□ 교육: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강화 요청(A대학 식품나노기술연구실, B

대학 분자의약연구실)

12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중점 점검

□ 교육: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강화 요청(A연구기관 화재, B연구기관 

폭발 및 화재, C연구기관 정전기 화재)

표 2.3.18 2014년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현황

    
구

분 실시내용

월

1  □ 연구실사고사례: 연구환경사업단 교육자료

2 □ 1̀3년 미래부 연구실 안전관리현황 지도점검 종합분석결과: 미래부 교육자료

3.

□ 연구실 사고사례교육 (붙임3): 미래부 교육자료(연구실 안전사고 사례전파 및 개선

대책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이행지침

 □ 불용 및 잉여 핵물질의 통합관리 지침

4 
□ 미래부 교육자료: 연구실 사고사례 및 대책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자료: 화학물질 국내·외 동향 및 정보관리

5

□ 연구실험실 고압가스안전관리 및 실험실 사고사례

    - 실험실관련 고압가스관련법규

    - 실험실 중점 고압가스안전관리 항목

    - 실험실 가스 및 화학물질 사고사례 등 

6

□ 연구실 사고사례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 연구실사고 교훈사례(가스누출, 시약누출 사고등)

    - 국내화학물질 주요 법령사례

    - 실험실 유해위험요인 등

7

□ 연구실험실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 화재위험성, 폭발위험성, 부식위험성, 중독위험성등

    - NEPA의 물질 위험성 표시 및 내용

    - GHS물질의 위험성 표시 및 내용

    - 물질의 안전 저장방법 및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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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고압가스 안전관리

    -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 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 및 준수의무

    - 안전관리 주체별 임무

    - 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 및 기술기준 

9

□ 연구실 소방안전교육

    - 실험실 안전관리 및 환경 위험요인, 개선사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 기조 변화

    - 유형별 화재 및 폭발사고 사례 등 

10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에방

    - 실험실 화재사고사례 및 예방

      . 금수성물질 발화, 수소가스 폭발사고 등

    - 실험실 산업재해 사례 및 예방

      . 위험기계 보호덮개 미설치에 의한 사고 등

11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사고발생 원인 

     - 작업자 부주의(안전수칙 위반)

     - 시설 노후화(환기시설 불량, 배관 노후등)

     - 운반사고 등

12

 □ 연구실사고 교훈사례 

     - 질산용기 손잡이 부식에 의한 용기파손 누출

     - 만능시험기의 손가락 협착사고

     - 화학반응기 압력증가에 의한 플라스크 파열 용액누출

     - 삼브롬화붕소 용기파열에 의한 독성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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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 이용 활성화

6-1. 핵연료 생산 및 연구개발 기반 지원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하나로 핵연료 양산에 필요한 생산과 핵물질 취급실험이 

수반되는 신형핵연료, 세라믹 핵연료, CANFLEX, DUPIC, Pyroprocess 등의 연

구개발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핵연료 분야의 종합연구 시설로 연구수행을 원

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다. 

표 2.3.19 2013년도 시설활용 과제

분야 연구내용

연구용 원자로연료 제

조
하나로 핵연료 제조

첨단 핵연료 및 핵연료 

관련 연구개발

1. Fission  Mo 표적제조기술개발

2. 금속폐기물처리기술개발

3. 기체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4. 동력로 설계 및 핵심기기검증(연료제조기술개발)

5. 동력로 설계 및 핵심기기검증(판상연료개발)

6. 소듐냉각고속로 금속연료제조기술개발

7. 신개념 핵연료 소결체 기술 개발

8. 연구로 판형핵연료 개발

9. 재순환 고속로 금속연료 제조기술개발

10. 저손실 첨단 금속연료심 주조 평가

11. 전처리공정 기술개발

12. 첨단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개발

13. 캡슐활용 중성자 조사기술 고도화

14. 파이로 안전조치 기술개발

15. 해체 금속 및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구축/운영

16. 핵물성재료 물성참조 데이터 베이스 구축

17. 핵연료 종합성능검증 조사시험기술 개발

18. 핵연료 구조 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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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0 2014년도 시설활용 분야

분야 연구내용

연구용 원자로연료 제조 연구로핵연료개발부: 하나로 핵연료 제조

첨단 핵연료 및 핵연료 

관련 연구개발

1. 연구로핵연료기술개발부: 연구로 판형핵연료 개

발, Fission Mo 표적제조기술개발, 첨단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개발

2. 경수로핵연료기술개발부: 신개념 핵연료 소결체 

기술 개발, 동력로 판상연료개발

3. 핵주기공정개발부: 전처리공정 기술개발, 금속폐

기물처리기술개발, 기체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핵

물성재료 물성참조 데이터 베이스 구축

4. 동력로핵연료개발팀: 동력로 연료제조기술개발

5. 차세대핵연료기술개발부: 소듐냉각고속로 금속연

료제조기술개발

6. 하나로운영부: 캡슐활용 중성자 조사기술 고도화

7. 중성자응용기술부: 핵연료 종합성능검증 조사시험

기술 개발

8. 핵비확산시스템연구부: 파이로 안전조치 기술개발

6-2. 공용 연구장비 활용 지원

핵연료기술개발시설에 구축된 SEM/EDAX, 습식 입도 분석기, 건식 입도 분석기, 

비표면적 측정기 등의 공용 연구 장비는 중수로핵연료사업 이전 및 원자력연료 

기반 확충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연구 장비가 있으며, 현재 핵연료 가공 및 재료 

개발 등의 다양한 연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가. 공용 연구 장비 관리

공용 연구 장비의 기본적 운영 목표는 핵연료 기술 개발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

원하는 데 있으며, 분석 기기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장비별로 담당자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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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유지·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나. 공용 연구장비 이용 현황

공용 장비는 소결체 재료 신기술 개발, 세라믹 핵연료 기술 개발, 건식 공정 핵

연료 기술 개발, 연구로용 개량 핵연료 기술 개발, 금속형 핵연료 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 분야와 하나로 핵연료 제조, 원심분무 핵연료 등의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제조 분야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표 2.6.2.1는 활용중인 공용 연구 장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21  공용 연구 장비 현황

장비명         

1.SEM/EDAX

2.건식입도분서기

3.습식입도분석기

4.수분함량측정기

5.초음파진공분석기

6.비표면적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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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이용자 간담회

핵연료기술개발시설에서는 이용자 현안 해결, 실험실 안전성 향상 및 이용자 만

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이용자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시설 및 장비 이용 활

성화의 활용을 향상 시키고 있다.

이용자 간담회는 매년 2회 개최 되었으며,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3.22   시설 이용자 간담회

번호 날짜 주요 내용

1 2013.01.08
� 핵물질 저장시설(KOE1, 229호) 이전 계획

� KOE1 228호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

2 2013.11.15

� 2014년 새빛동 활용 계획 수립

� 불용 및 저 사용 연구장비 처리 후 실험실 기능 재 정립

   → 기능별 배치에서 과제별 배치로 전환

3 2014.01.14

� 실험실 재 정비

� 대상 실험실 파악: 소결실, 비파괴실험실, 미세조직검

사실, 분석분말분석실험실, 열물성실험실

� 실험실 관리

� 과제간 실험실 조정에 따라 설계정보 변경서 개정 필

요

4 2014.07.15

� 실험실 재 정비

� 실험실 재 정비 방향 설명: 실험 공간 부족에 따른 재 

정비 계획, 핵물질관리 및 안전관리 문제에 취약한 공

동 실험실은 지양함

� 실험실 별 불용 및 유휴 장비/시약 현황 파악: 정기검

사 이후 불용 처리(10월 이후)

� 미세조직 검사실 관리책임자 변경

� 지철구 / 배상오  ⇒ 이규홍 / 김성환

� 2015년 새빛동 활용 계획 수립

� 판형핵연료 제조시설 및 fission Mo target 제조시설 

설비 구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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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하나로 핵연료 생산과 다양한 첨단 핵연료개발에 필요한 

핵심시설로서 핵물질을 대상으로 직접 작업과 실험을 수행함으로서 안전성 확보

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안전운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시설을 안전 운영하여 핵

연료 생산 및 연구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였다. 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

로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디젤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 설

비, 환기설비 화재방호설비, 액체방사성 폐기물처리 설비, 크레인, 자동제어계통, 

유틸리티설비 등 주요 설비에 대하여 정/주기 점검과 유지보수 를 통하여 시설

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새빛연료과학동은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의한 핵연료

가공시설과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용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유지하고 있다.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로서는 2013.2월에 핵물질저장고 기능 조정에 따라 LEU 

scrap 저장고, 판형핵연료저장고 구축 및 기존 저장고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를 

원안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본 시설은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

터 매년 핵연료가공시설과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로서 각각 법정 정기검사를 수검 

받고 있다. 2013년도 핵연료가공시설 정기검사에서는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발행

은 없었으며,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정기검사에서도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이 발행

되지 않았다. 정기검사에서 시설의 안전운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2014년도 핵연료가공시설 정기검사에서는 시설의 안전운전에 심

각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없었다.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정기검사에서도 규제기관 

사정으로 2015년 1월 초로 연기되었다. IAEA 및 KINAC으로부터 재고조사 및 

무작위중간점검 등이 2회가 있었으나, 수검결과 이상은 없었다. 2007년 발생한 

우라늄 분실사건 후속조치로 2010년부터 원내에 산재해 있는 사용이 종료된 잉여 

핵물질을 통합저장시설에 집중 보관ㆍ관리하여 핵물질 관리 투명성 확보, 원자력 안전

성 확보 및 외부에 핵물질 유출 가능성 방지하기 위해 잉여 핵물질 통합 저장체제

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에 보유하고 있는 핵연료물질인 감손우라늄 

및 천연우라늄 등을 연구부서에 약 2.139kg-U을 제공하여 핵물질 취급실험이 수

반되는 연구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또한, 9.11테러 이후 핵물질의 불법이전

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호체계를 

강화하고, 새빛연료과학동의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방호등급 Ⅱ

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5년 주기인 미

국의 물리적방호 평가와 2년 주기인 KINAC 정기검사는 없었다. 방사능 방재훈

련은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대책의 실효성 검증 및 방사능방재요원의 대응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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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3월에 보수 및 복구에 대한 

부분훈련, 2014.5월에 보수 및 복구에 대한 전체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전문

화 행사로 매월 초에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시설 안전 운영에 필요한 점검활동

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의식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원자

력의 안전성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연구로용 핵연료 제조 및 첨단 핵연료 연구개발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핵연료기술개발 성과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용 연구 장비인 

SEM/EDAX, 습식 입도 분석기, 건식 입도 분석기, 비표면적 측정기, 수분함량 

분석기 등이 다양한 핵물질 관련 연구 분야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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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대성과 및 활용계획  

1. 예상성과

1-1. 경제적 성과 

가) 현재 전 세계 연구용 원자로는 약 241기가 가동 중이며 핵연료 시장 규모는 

3,000-5,000억 원/년으로 추정됨.

    ※  ① 판형의 연구로 핵연료는 군사용(nuclear submarine) 핵연료와 비슷함. 

미국(B&W), 프랑스(CERCA), 러시아(VNNIMN)등에서 민간/군수용 핵

연료를 같이 공급하고 있어 시장규모에 대한 정보공개가 매우 제한됨. 

       ② PALLAS 건설 입찰시 B&W, CERCA로부터 입수한 핵연료 견적가 (약 

3억 원/set), 연구로당 연간 핵연료 사용량 (평균 60set/년), 전 세계 5 

MW 출력 이상의 연구로 수(59기)를 가정하여 계산

나) 연구로 수출 시 판형핵연료 기술보유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경쟁요소이며, 연구

로 수출 후에도 지속적으로 판형핵연료 수출 가능 → 연구로 출력규모, 요구 

성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구로 수주 시 매년 70억 (20MW기준)에서 180

억 (80MW기준) 수출 예상 

다) U-Mo 핵연료가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2016년 이후에 약 1,167억원/년 

규모의 신규 U-Mo 핵연료 시장 형성 및 연구로 수출을 제외하고 판형핵연

료만으로도 세계시장(연간 2,000억 ~ 3,500억 원 추정) 수출 가능 → 현재 세

계 판형핵연료 시장은 프랑스 핵연료 제조회사(CERCA)가 수출의 대부분을 점

유(세계시장 70%)하고 있으며, 그 외의 판형핵연료 생산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자국수요의 핵연료만을 생산하므로 수출 전망이 밝음.  

라) 판형핵연료 제조비용 측면에서 KAERI는 인건비, 재료비, 시설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집합체당 약 5천만 원 정도의 제조원가 요인이 있는데 반하여, 프

랑스 CERCA가 공급하는 일본 JMTR 핵연료의 가격은 LEU 비용을 제외하

고 집합체당 약 2억 원으로 파악되어서 KAERI가 원심분무 U3Si2 분말기술

을 적용한 판형핵연료 제조 기술을 개발한다면 부가가치가 더 높은 수출경

쟁력 보유가 예상됨. (수출액 예상 : ～100억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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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18년까지 기장 신형연구로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국내외 신규 연구로에 판

형 핵연료 공급, 2030년까지 최소 10 개 이상의 연구로에 국내 제조 판형 핵

연료 공급 가능성

1-2. 사회 • 문화적 성과 

가) 현재 경수로 및 중수로의 국산화와 더불어 하나로 핵연료의 국산화로 인하여 

국내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 및 연구용 핵연료의 자립 기반은 확립되었지만 아직

까지 핵연료 수출이 성사된 바 없기에 우리나라의 앞선 원자력 기술을 인정받을 

기회가 적었다고 할 수 있음. 

나) 현재 소재부품 산업에서의 활발한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수출주도형 신형연구로용 판형핵연료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

라의 원자력 기술을 세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가 위상 제고

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활용계획

- 기장 신형연구로 판형핵연료 공급

- 하나로 핵연료 전량 안정적 공급

- 신형 및 수출 연구로 핵연료 생산 기반시설 구축 지원, 하나로 핵연료 생산, 

첨단 핵연료 연구개발 실험

- 신규수주 해외 연구로 수출과 연계 및 호주 OPAL, 일본 JMTR 등 해외 연구

로에 판형핵연료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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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15-20줄내외)   

한국은 KAERI에서 보유한 하나로에 U-Si계 봉형핵연료를 국산화하여 전량 공급

하고 있으며, 원심분무 분말 제조기술과 같은 핵연료 제조관련 핵심기술을 보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형핵연료 인프라 및 기술 개발 경험 자체가 없는 상

황이었다. 국내 판형핵연료 기술자립 시 KAERI의 핵연료 분말 제조 기술을 통하

여 가격 우위뿐만 아니라 세계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

나로 핵연료는 2005년 국산화 이후 전량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 경험을 통해 축적된 know-why와 

know-how를 판형핵연료 개발에 전수하여 개발기간 단축에 중요한 밑바탕이 되

었다. 더불어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하나로핵연료 

생산 및 연구로수출 기반 확보에 필수적인 판형핵연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하나로 핵연료의 안

정적인 공급과 더불어 국내 판형핵연료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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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Korea has supplied the rod-type fuel based on U-Si alloy to the 

HANARO research reactor of KAERI and has the centrifugal atomization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of fuel fabrication, there is little 

experience for the plate-type fuel. If we accomplish the technology 

independence of plate-type fuel, we will be the one of the world’s top 

competitors in fabrication of research reactor fuels with the atomization 

technology of the fuel powder. The “Know-how” and “Know-why” 

accumulated by the experience of localization development of HANARO fuel 

was the important foundation to reduce the development period of the 

plate-type fuel in Korea. From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advanced 

fuel science building, the infrastructure for treating a nuclear materials is 

supported to the fabrication of HANARO fuel and the development of 

plate-type fuel stably. Through the successful execution of this projec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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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the plate-type fuel as well as the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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