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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주도형 연구로 판형핵연료 및 표적 개발

 - 핵물질 가공사업(판형핵연료, FM 표적 추가) 변경허가 심사 1~5차 답변 제출

 - 판형핵연료/FM 표적 주요 제조/검사장비 23종 구축

 - 판형핵연료 생산자 제조자격화 수행 및 품질문서 작성

 - Pilot 규모 판형핵연료 및 FM 표적 시작품 제작

2. 하나로 핵연료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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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품질교육 년 100시간 이상 이수

3.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운영

 - 핵연료기술개발시설(새빛연료과학동) 정/주기 점검 및 시설 유지보수/성능 개선 수행

 - 시설 안전운전: ‘06년부터 12년간 무사고 운영 달성

 - 연구장비 구축 지원(5건) 및 이용자 간담회 개최 등 시설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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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미래선도형 고성능 연구로핵연료 개발 단계종료보고서 (2015~2017)

Ⅱ. 연구개발의 목표

1. 연구개발 목표

연구로 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FM) 표적 가공사업 인허가 획득

하나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 전량 공급 (35다발/년, 정상 가동 시)

핵연료기술개발 시설의 안정적 운영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대표 성과

1. 연구개발 수행 내용

(1) 수출주도형 연구로 판형핵연료 및 표적 개발

  - 판형핵연료 및 FM 표적 가공사업 인허가 획득

   · 가공사업 변경허가 심사 1차 답변서 작성(총 109개 질의) 및 제출

   · KINS 요청에 의한 새빛연료과학동 화재위험도 분석 수행 및 보고서 발간

   · 가공사업 변경허가 심사 2차 답변서 작성(총 49개 질의) 및 제출

   · 가공사업 변경허가 심사 3차 답변서 작성(총 24개 질의) 및 제출

   · 가공사업 변경허가 심사 4차 답변서 작성(총 12개 질의) 및 제출

  - 판형핵연료/FM 표적 양산체계 구축 및 수출기반 확립

   · 판형핵연료 생산 및 수출기반 확립을 위한 주요 제조장비 구축

   · 판형핵연료 Follower Fuel 집합체 제조기술 개발 및 시작품 제작

   · 판형핵연료 생산자에 대한 제조자격화 수행 및 품질문서 작성

   · 새빛연료과학동 228호 공간 확보를 통한 FM 표적 생산시설 구축

  - Pilot 규모 판형핵연료 및 FM 표적 시작품 제작

   · 판형핵연료 텅스텐 집합체 5다발 제조

   · 하나로 조사시험용 LEU FM 표적 시작품 1 set 제조(8장) 및 DU FM 표적 1 se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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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텅스텐 FM 표적 200장 제조

(2) 하나로 핵연료 제작

  -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 48다발 제작 완료

  - 집합체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이력서 발행

  - 품질교육계획에 따른 품질교육 및 가공사업 관련 법정교육 이수

  -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정기검사 등 법정검사 수검

  - ISO 9001 품질경영인증 운영

  - 생산장비 및 생산시설 유지 보수

(3) 핵연료기술개발 시설 안전운영 및 이용 활성화

  - 무사고 안전운전: 사고/고장 보고 0건

  - 시설 정주기 점검: 9건/년, 100%

  -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옥상 방수 등 21건

  - 시설정기검사 수검 및 후속조치: 핵물질가공시설 및 핵물질사용시설 정기 검사 수검 각 

매년 1회 수검, 시설검사 합격

  - 인허가 변경 지원 및 신청: 판형 핵물질가공시설 인허가 변경 지원 및 핵물질사용시설 

신청 4건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매월 실시

  - 연구장비 구축 지원: 5건

  - 이용자 간담회 개최: 매년 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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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 성과

성과명 세계 최초 U-Mo 판형핵연료 기술개발 및 국제성능검증 주관

판형핵연료 시작품

ATR 노심내 
장전모습

- 세계 최초 고밀도 U-Mo 연구로핵연료 시작품 개발로 기술 선점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 선도국이 개발 중인 8.0 gU/cm3급 고밀

도 저농축우라늄 U-Mo 핵연료집합체 시작품을 KAERI가 세계최
초로 개발하여 기술선점에 성공. 이로써 차세대 연구로핵연료 분
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위상을 확보

  U-Mo 핵연료는 기존 U-Si 핵연료에 비해 연구로 가동률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제적 가치 창출

- 우리 개발기술에 원자력 선도국이 참여한 국제성능검증 시험 주관 
  KAERI가 개발한 U-Mo 판형핵연료 성능검증에 미국 DOE가 연

구비 280만$을 부담하며 참여하여 시험데이터를 공유할 예정. 
국내 개발 원자력기술 검증에 외국이 연구비를 부담하면서 참여
한 첫 사례 

  국제성능검증은 시험결과의 신인도를 향상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개발 핵연료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첫 단계 

성과명 하나로 핵연료 안정적 생산 및 공급

하나로 핵연료

- 하나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2015~2017년  36봉 핵연료집합체 36 다발
                  18봉 핵연료집합체 12 다발

- ISO9001 품질경영인증 획득 및 KINS 품질검사 수검 등 
고품질 핵연료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 하나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 제조/공급 및 자체공급 체계 유지로 
대형 국가 기반 연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에 기여

성과명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안전운전

새빛연료과학동

- 2006년부터 12년간 무사고(사고ㆍ고장 보고 없음) 운영 달성
- 하나로 핵연료 생산 및 첨단 핵연료 연구개발 기반시설 안정적 

지원으로 핵연료기술개발 성과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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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활용계획

- 기장 신형연구로 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 공급

- 하나로 핵연료 전량 안정적 공급

- 연구로핵연료 생산 기반시설 구축 지원, 하나로 핵연료 생산, 첨단 핵연료 연구개발 실험

  - 신규 수주 해외 연구로 수출과 연계 및 호주 OPAL, 일본 JMTR, 남아공 SAFARI 등 해

외 연구로에 판형핵연료 및 FM 표적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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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Research Report of Development of High Performance Research Reactor Fuel 

Leading the Future (2015~2017)

Ⅱ. Goal of the Project

1. Goal of the Project

 Acquisition on nuclear fuel manufacturing license of plate-type fuel and FM 

target

 Fabrication of HANARO driver fuel (35 sets/year at normal operation)

 Safe operation of advanced fuel science building

Ⅲ. Contents and Result of Project

1. Contents of Project

(1) Development of plate-type fuel and target for research reactor

  - Acquisition on nuclear fuel manufacturing license of plate-type fuel and FM 

target

   · Submission of 1st response on reviewing the permission change

   · Publishing the report on Fire Hazard Analysis (FHA) of Sabit-building

   · Submission of 2nd response on reviewing the permission change

   · Submission of 3rd response on reviewing the permission change

   · Submission of 4th response on reviewing the permission change

  - Establishment of mass production system for plate-type fuel and target

   · Establishment of major manufacturing equipment for plate-type fuel 

production

   · Manufactur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totype production of 

follower fue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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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rying out manufacturing qualification for producers and publishing 

quality documents

   · Establishment of manufacturing facility for FM target by securing 

Sabit-building room 228 space

  - Prototype production of plate-type fuel and FM target with pilot scale

   · 5 bundles manufacturing of tungsten fuel assembly

   · 1 set manufacturing of LEU FM target prototype for HANARO irradiation 

test / 1 set manufacturing of DU FM target / 200 ea manufacturing of 

tungsten FM target

(2) Fabrication of HANARO Driver Fuels

  - Fabrication of HANARO driver fuel assemblies: 48 sets

  - Issuing certificate of conformance and QC/QA

  - Receiving training related on quality program and education prescribed by 

law 

  - Taking statutory inspection such as the annual inspection for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facility

  - Operation of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 Maintenance of the fabrication equipments and facility/utility

(3) Safe Operation and Strengthen Utilization of Advanced Fuel Science 

Building

  - No accident and safe operation: No reporting for accident and failure

  - Periodic inspection for facilities and utility equipment: 9 items/year, 100%

  - Repair and maintenance for facilities and utility equipment: 21 times such 

as water proofing

  - Annual Facility Inspection by KINS: Be implemented once a year as 

fabrication of nuclear fuel materials and use of nuclear fuel materials and 

annual inspections were passed.

  - Application and support for change permit: 4 times for fabrication of plated 

nuclear fuel materials and use of nuclear fuel materials

  - Performance of the checking day for improving safety: 1 time/month

  - Support for installing R&D equipment: 5 times

  - User interface meeting: 2 times/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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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presentative Achievement

Title
Development of the world’s first U-Mo fuel technology and 
Conduct of its international performance qualification

U-Mo fuel 
prototype

Loading of 
U-Mo fuel at 

ATR

- Technology pre-occupation through developing prototype 
of the world’s first high-density U-Mo research reactor 
fuel

  Success on technology pre-occupation through 
developing prototype of the world’s first high-density 8 
gU/cm3 U-Mo fuel assembly by KAERI, which is being 
developed by nuclear leading countries such as USA and 
france. Thereby securing the status of first mover in the 
next generation of nuclear fuel

  Creating economical values of U-Mo fuel by dramatically 
improving reactor operation rate by more than 50% 
compared to conventional U-Si fuel

- Conduct international performance qualification test 
involving nuclear leading countries in our developed 
technology 

  US DOE pays $ 280 million in research funding to the 
performance qualification of U-Mo fuel developed by 
KAERI and will share its PIE data. First case of 
involving foreign country in qualification of domestic 
development nuclear technology by paying research 
funding

  International performance qualification not only 
improves the credibility of the test results, but it is also 
the first step towar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nuclear fuel technology we developed in the future.

Title Fabrication and Supply of HANARO fuels

HANARO driver 
fuel assembly

- Supply of nuclear fuels for HANARO operation
  2015~2017   36 fuel rods assembly: 36 sets
                  18 fuel rods assembly: 12 sets

- Aquisition of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 Quality control and assurance for fuel fabrication

- Contributing to the stable operation and utilization of 
national large research facility (HANARO) by supplying the 
necessary fuel to HANARO and maintaining self-supp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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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afe Operation of Advanced Fuel Science Building

Advanced Fuel 
Science Building

- Safe operation of no accident and no failure since 2006
- Contribution of creating outcome for nuclear fuel 

fabrication and development providing safe infrastructure

I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1. Proposal for Applications

- Supply of the plate-type fuel and fission Mo target to Ki-Jang research 

reactor

- Supplying HANARO driver fuels

- Providing safe infrastructure for the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the 

advanced nuclear fuel R&D activities

  - Promoting export of the plate-type fuel and FM target to the overseas 

research reactors such as OPAL(Australia), JMTR(Japan), and SAFARI(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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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사업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사업 추진 필요성

기장 신형연구로에 판형핵연료와 Fission Mo 표적 공급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체계 구축 및 수출기반 확립 필요 

   - 기장 신형연구로 건설, 신흥국 신규 연구로 건설수요 및 연구로 노후화에 따른 대체 

건설수요 증가로 연구로핵연료 시장 확대

   - 산업용/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이 주목적인 기장 신형연구로의 정상운영체계 구

축을 위해 Fission Mo 표적 공급을 위한 시설구축 필요

   - 연구로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 세계 시장의 프랑스 CERCA 독점 공급으로 

인한 공급가 상승 및 수급 불안요인 발생. 따라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KAERI의 

공급자 지위 확보 필요

대형 국가 기반 연구시설인 하나로 연구로의 가동을 위해 하나로 핵연료안정적 생산 및 

공급 필요 

   - 2005년 하나로핵연료의 국산화 성공 이후 현재까지 하나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를 

전량 공급하고 있음

   - 하나로 핵연료의 자체 공급을 통해 수입 대체 효과로 인한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한

국의 연구로핵연료 설계 및 제조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주요 성과임

   - 하나로의 안정적 운영 및 국내 연구로핵연료 기술 위상 제고를 위해 본 과제의 수행이 

필요

원자력 연구개발의 종합적 수행에 필요한 연구로용 핵연료 제조와 첨단 핵연료 연구개발

에 필수적인 핵물질 취급 기반시설 운영 필요 

   -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인 새빛연료과학동은 원자력 연구개발의 종합적 수행에 필요한 연

구로용 핵연료 제조 및 첨단 핵연료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핵물질 취급 기반 시설임

   -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방호 및 방재

법을 준수해야 하는 원자력 시설로 설비의 성능유지, 개선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

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핵물질 취급 특성 상 IAEA,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대외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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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업무 대응이 빈번하므로 효율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본 과제의 수행이 필요

   -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창출에 기여

2. 사업 목표 및 기대 효과

가. 목표

 장기목표: 연구로핵연료/Fission Mo 표적 안정적 공급 및 수출

 단계목표: 하나로 핵연료, 기장 신형연구로 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 안정적 공급 및  

해외수출기반 확립

  ㅇ수출주도형 연구로판형핵연료 및 표적 개발

    - 연구로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 가공사업 인허가 획득

    - Pilot 규모 연구로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 시작품 제작

  ㅇ하나로핵연료가공

    - 하나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35 다발/년)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ㅇ핵연료기술개발시설 운영

    - 안전하고 효율적인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운영

 중장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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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대 효과

 연구로판형핵연료, Fission Mo 표적 기장 신형연구로 공급 및 해외수출

    - 새빛연료과학동 내 연구로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 양산을 위한 공간 확보, 

시설 추가 구축을 통해 기장 신형연구로에 공급 및 해외수출 기반 확립

    - 연구로판형핵연료의 호주 OPAL 및 일본 JMTR 연구로, Fission Mo 표적의 호주 

OPAL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SAFARI 연구로 등에 수출 추진

 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 제조기술 개발 및 기장 신형연구로 공급을 통해 국제

사회 KAERI의 원자력 기술 위상 제고 및 연구로와 핵연료, 표적의 패키지화로 인한 시

너지 효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KAERI가 전 세계 유일 보유한 원심분무 분말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시장 연간 

3,000~5,000억 원 규모의 판형핵연료 및 연간 500억 원 규모의 Fission Mo 표적 

제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 가능

      (수출액 예상: ~100억 원/년)

  

 하나로핵연료의 공급을 통한 하나로 안정적 운영에 기여 

    - 하나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를 통한 국

가 재정 기여 및 하나로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 하나로핵연료 국산화 및 생산체계 유지를 통해 판형연구로핵연료 및 Fission Mo 표

적 양산체계 구축에 관련 know-how를 제공하여 연구개발 효율성 증대

 연구로핵연료 제조 및 첨단 핵연료 연구개발 기반시설 안정적 제공

    - 하나로 및 기장 신형연구로 핵연료 안정적 공급

    - Fission Mo 표적 제조기술 개발 및 양산체계 구축에 활용

    - 핵물질 취급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원자력 안전성 확보 및 핵물리 관리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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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과제 간 연계 체계

본 과제는 “수출주도형 연구로 판형핵연료 및 표적 개발”, “하나로 핵연료 가공”, “핵연료기

술개발시설 운영” 세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부과제 간 연계 체계는 아래와 

같다. 

그림 1.1.1 세부과제 간 연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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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부과제 주요 수행 내역

그림 1.1.2 주요 과제 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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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세부과제별 연구수행내용

제1절 수출주도형 연구로 판형핵연료 및 표적 개발

제2절 하나로 핵연료 가공

제3절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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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세부과제별 연구수행내용

제1절 수출주도형 연구로 판형핵연료 및 표적 개발

미국은 핵 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1978년 연구용 원자로의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저농

축 우라늄 핵연료로 전환시키는 RERTR(Reduced Enrichment for Research and Test 

Reactors)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고밀도 우라늄핵연료 개발을 추진하였다. 고밀도 우라늄핵연

료 개발을 위해 현재 대부분의 연구로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 U-Si계 핵연료의 대체가 이루어

져야 하며, U-Mo계 준안정 감마상 합금 기반의 핵연료가 핵확산 저항성의 유력한 후보 재료

로 선정되어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핵연료 성능검증을 위한 연소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미

국은 RERTR 1～12, AFIP 조사시험을 통해 mini-plate 및 실크기 핵연료판에 대한 연소성

능 평가 등을 수행하였고 유럽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이 중심이 되어 U-Mo 핵연료 제조

기술개발 및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CERCA사는 1997년에 

U-Mo 파쇄분말을 이용하여 분산 판형핵연료를 제조하여 노내 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나, 결과

적으로 U-Mo 분말은 파쇄제조방법이 어렵고 부적합하여 KAERI에서 원심분무 U-Mo 분말을 

핵연료성능검증 연구의 표준 분말로 공급하고 있다. KAERI가 제조한 기장 신형연구로용 8.0 

gU/cm3급 U-Mo 핵연료집합체의 ATR 연구로 조사시험 및 성능검증이 완료되어 상용화되는 

2017년 이후에는 현재 고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유럽의 고성능 연구용 원자

로 (BR-2, JHR, FRM-II 등)의 U-Mo 핵연료로의 노심 전환이 이루어 질 계획이다. 향후 전 

세계 연구로에 고밀도 우라늄의 판형 U-Mo 분산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분말 제조가 선

행되어야 하는데 KAERI가 보유한 원심분무 U-Mo 핵연료분말 제조 기술이 상업적인 규모로

는 전 세계 유일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등 판형

핵연료제조기술을 보유하여 연구로핵연료를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연구로의 판형핵연료는 프랑스 CERCA사가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KAERI는 불

과 4년 만에 판형핵연료 제조기술 개발 및 시설구축을 완료하여 국내 건설 예정인 기장 신형

연구로에 세계 최초로 차세대 핵연료인 고밀도 저농축 U-Mo 판형핵연료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호주 OPAL, 일본 JMTR 등 해외 연구로 등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여 핵연

료 공급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신흥국 신규 연구로 건설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250 여기의 연구용원자로 중 65%가 노후화되어 향후 15년 이내 약 110

기의 대체 건설수요 중 약 50 기가 국제 건설 시장에서 조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기장 

신형연구로의 주목적인 Mo-99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서는 Fission Mo 표적 생산체계 구축이 

시급하나 전 단계에서 진행된 판형핵연료 제조 시설 규모로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Fission Mo 표적 또한 프랑스 CERCA사가 전 세계에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의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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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 상승 및 수급 불안 우려로 인해 제 2, 제 3의 공급업체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상태이

며, 현재 호주 OPAL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SAFARI 표적 공급을 KAERI에 타진한 상태로 해

당 국가와 표적 공급관련 MOU 및 Implementing Arrangement 체결을 준비 중이다. 

KAERI는 원심분무 분말을 이용한 상용급 Fission Mo 표적 제조기술 개발 완료 및 고밀도급 

표적 제조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나,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 및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장 신형연구로에 판형핵연료, Fission Mo 표적의 안정적 공급과 현재 증

가하고 있는 해외시장의 수요에 대처하여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본 과제 수행을 통해 

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의 양산체계 확립을 통한 공급자 지위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1. 사업/과제 수행체계

가. 사업과제 추진체계 및 전략

 

그림 2.1.1 수출주도형 연구로 판형핵연료 및 표적 개발 과제 연계 체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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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사업 

인허가를 획득한 경험이 있다. 수준 높은 기술 인력과 연구개발 경험은 판형핵연료 및 표적의 

성공적인 연구개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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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기술 습득을 위해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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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ANL/INL, 칠레 CCHEN 등의 선진국 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선행 기술들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판형핵연료 및 FM 표적 기반 

시설 구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로용 핵연료는 미국 DOE에서 주관하는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인 RERTR을 통해 주

도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판형핵연료에 대한 세계 최첨단 기술 기수현안에 대해서 선

진국과 정보를 교류하는 방법으로 국제협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산·학·연 협력 강화

판형핵연료 및 FM 표적 시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술 수준이 높거나, 개발경험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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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나. 연구로 판형핵연료 개발 로드맵

그림 2.1.2 수출주도형 연구로 판형핵연료 및 표적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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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결과

가. 판형핵연료 양산체계구축 및 수출기반 확립

판형핵연료 및 FM 표적 가공사업을 위해 새빛연료과학동내 생산시설 확장을 위하여 공간을 

확보하였다. 

    판형핵연료 제조시설로 구축되어 있는 새빛연료과학동 229호～232호에 추가로 새빛

연료과학동 228호를 생산시설 공간으로 확보

   그림 2.1.3. 기존 및 변경 후 새빛동 228호

    새빛연료과학동 228호 공간확보를 위한 핵물질 저장시설 KOE1 이전 완료

    새빛연료과학동 228호 불용장비 해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완료 및 바닥, 벽면 도장

공사 완료

  그림 2.1.4. 변경 전/후 새빛동 228호

    Utility 보완 완료 (Gas line 및 전기) 및 신규장비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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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새빛연료과학동 228호 전경

현재 R&D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판형핵연료 제조시설의 가공사업을 위해 새빛동 230

호～232호의 공조시설 설계를 점검하였다. 

    판형핵연료 첨단연구시설 공조설비 개보수 설계용역 및 TAB Test 용역 수행 

(2015.6)

       - 자료수집 및 시스템 분석

       - 공조기, 팬의 정압 및 풍량 측정구 테스트 홀 설치

       - 공기 분배 계통 (풍량, 정압, 전류, 회전수)

       - 실간 풍량 측정 및 조정

       - 측정 및 조정작업 (TAB) 종합보고서 작성

그림 2.1.6. 판형핵연료 첨단연구시설 공조시설 TAB 보고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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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사항

         실내 급, 배기 덕트 중 Grille이 메인 덕트에 직접 설치되어 소음 발생 및 풍량 

조절이 불가능하여 실별 환기횟수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임. 따라서, 각 실별 분기 

덕트 신설 후 V.D 설치 및 Grille 설치 요망

판형핵연료 생산 및 향후 수출 기반 확립을 위해 주요 제조장비를 구축 완료하였다. 

    판형핵연료 판 최종가공을 위한 레이저 가공기 설치 완료, 2015년 9월, 새빛연료과

학동 230호, 자산번호 A20-15-4279

그림 2.1.7. 레이저 가공기

    판형핵연료 제조용 분말 압분을 위한 300톤 압분기 설치 완료, 2015년 11월, 새빛

연료과학동 228호, 자산번호 A20-15-5373

그림 2.1.8. 300톤 압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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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형핵연료 제조 시 분말 분급 및 혼합을 위한 glove box 2set 설치 완료, 2015년 

11월, 새빛연료과학동 228호, 자산번호 A20-15-5411, A20-15-5412

그림 2.1.9. Glove box

    판형핵연료 판 표면검사용 광학현미경 설치 완료, 2015년 8월, 새빛연료과학동 230

호, 자산번호 A20-15-3434

그림 2.1.10. 표면검사용 광학현미경

    다양한 형태의 우라늄 합금 제조를 위한 arc melting기 설치, 2015년 12월 설치, 

새빛연료과학동 203호

그림 2.1.11. Arc melting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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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형핵연료 swaging 장비 upgrade 완료, 2015년 10월

       - Swaging roller 이송 중 반복정밀도 향상

       - 체크밸브 부착으로 오일 공급시스템 및 작업환경 개선

       - 제어패널 변경으로 인한 노이즈 및 에러 발생 최소화

       - Swaging 인장시편 제조 전용 지그 제작으로 작업 편의성 향상

    Tig 용접기 upgrade 완료, 2015년 10월

       - 기존 수직 용접 방향에서 수평 용접 방향으로 변경하여 핵연료 판 내부의 stray 

particle 발생 최소화

       -  4면 용접을 위한 로타리 회전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경

       - 작업자 편의를 위한 자동 및 반자동 시스템 개선

    Gap 측정기 upgrade 완료, 2015년 12월

       - 측정장비와 sensor의 호환으로 작업 편의성 향상

       - 기존 수동 측정에서 자동 측정으로 시스템 개선

       - 하단부 end fitting 지그를 기존의 에어 실린더에서 스크류 시스템으로 변경

       - 시스템 변경에 따른 software 변경

    Follower fuel 제조 시 electron beam 용접을 위한 전용 지그 제작 완료

기장 신형연구로에 공급될 판형핵연료 Follower fuel 집합체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고 시작

품 1다발을 제작 완료하였다.

    Follower 집합체 제조를 위한 Electron Beam(EB) 용접 기술 최적화

       - 판형연료집합체 제조를 위한 추가 보완단계로서 AA6061-T6 알루미늄 strap를 

이용한 용접개발을 위하여 follower 집합체에 대한 설계개념 및 기술성을 조사하

였고, EB용접을 위한 용접공정 확립을 위해 집합체 upper strap과 lower strap

부의 구조에 관하여 조사하였음. 

       - EB용접을 이용하는 공정개발에서는 follower 집합체의 핵심구조인 side plate를 

이용한 strap용접의 기초실험 및 강도시험이 수행되었고, strap 시편을 이용한 

bead-on-plate 용접실험으로 단면을 비교 조사하였으며, 향후 follower 집합체 

제조를 위한 side plate와 upper/lower strap 이음용접 및 전용용접지그 제작에

도 기본 자료로 제공될 것임.

       - Follower 집합체의 side plate를 이용하는 기초실험은 AA6061-T6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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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p를 용접치구에 고정하여 bead-on-plate 방식으로 용접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집합체의 이음구조의 형상은 그림 2.1.12와 같으며, strap용접 후 시

편의 외관검사, 단면촬영 및 용접부의 조직검사 순으로 수행되어짐. 그림 2.1.13

은 bead-on-plate 용접에서 사용된 고정지그와 용접 후 외관검사에서 19mm 및 

40mm 용접길이의 비드형태 그리고 밀링머신으로 0.5 mm cut-off 한  상태의 

비드모양을 각각 보여주고 있음.

그림 2.1.12. Schematics of the weld specimen using side plate and upper/lower strap

 

그림 2.1.13. Holding fixture and macro-bead appearances 그림

       - 그림 2.1.14은 follower 집합체에 사용되는 upper/lower strap을 이용하여 EB

용접 후 절단하여 용접단면을 조사하였다. 시편의 side plate와 upper s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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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strap 부분의 용접단면은 그림 2.1.14에서와 같이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

으며, EB용접 후 0.5mm 깊이의 cut-off milling 처리한 후에도 3.0mm에서 

3.3mm의 용접 깊이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용접시편 판재표면의 산화피막과 이물

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5-10% NaOH용액에 70℃, 1분간 침전 후 물로 헹구고, 

15% HNO3에 약 3분간 침전하여 따뜻한 물로 세척한 다음 건조시켰음.

그림 2.1.14. EB welded sections as a function of parameters: 60kW, 23mA and F1200

       - 그림 2.1.15에서는 용접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용입과 비드폭을 비교 조사

하였으며, 대체로 빔전류가 증가하면 용입은 커지나 비드 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그림 2.1.16은 용접재료(AWS 4047)를 사용할 경우의 용입과 비드

폭을 조사하였으며, 여기서 용접재료의 덧살 높이(F)가 0.5mm일 때 3mm 이상

의 용입을 얻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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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6. Relationship between penetration depth and bead width using filler 

condition(AWS 4047)

    EB용접부의 전단시험 및 파단면 관찰

       - Follower 집합체의 side plate와 strap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온에서 전단시험을 실시하였고, 그림 2.1.17은 전단시험용 모의시편이며, 그림 

2.1.18은 자체 설계 제작된 z축방향의 압축형 지그다이를 보여주고 있음. 이때 전

단시험의 시험속도는 1 mm/min 이며, 시험장비는 RB301 Unitech-M을 사용하

였음. 또한 모의시편의 세부내용은 그림 2.1.17과 같이 길이 40mm, 폭과 높이가 

각각 77mm인 AA6061-T6 재료로 구성된 side plate(①)와 upper strap/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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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p(②)이 filler material(③)임. EB용접 전에 side plate와 strap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세톤 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60℃에서 건조시켰음.

 

그림 2.1.17. Schematic of weld specimen using side plate and straps

그림 2.1.18. Photograph of clamping fixtures using compression tester

      - 본 실험에 사용된 집합체의 모의시편은 제살붙이기(autogeneous)와 용접재료

(filler material)를 사용하는 시험방법으로 수행하였고, 또한 매끄러운 weld 

bead 및 penetration depth를 얻기 위하여 상· 하단 tab piece를 사용함. 그

리고 모의시편을 이용한 전단시험의 결과는 그림 2.1.19의 제살붙이기의 전단강

도는 용접재료를 사용한 강도보다 대부분 낮게 나타났으며, 일부 모의시편에서는 

중심부에서 미세 균열(micro-crack)이 발생됨. 반면에 그림 2.1.20과 같이 용접

재료를 사용한 전단강도는 대체로 1,500kgf에서 2,100kgf범위에서 나타내고 있

었음. 전단시험 후 알루미늄용접부의 파면관찰을 위하여 제살붙이기와 용접재료를 

사용한 시편 별로 파단단면을 SEM으로 관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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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9. Relationship between shearing strengths and holding time in EB welded 

specimens using autogeneous method (60kV, 20mA, F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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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0. Relationship between shearing strengths and holding time in EB welded 

specimens using filler material (60kV, 22mA, F1200)

       - 본 실험에 AA6061-T6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z형 압축시험에 의해 파괴

된 용접부의 파단양상을 SEM으로 관찰함. 그림 2.1.21은 용접재료를 사용한 경

우로서 용접된 파단면은 전형적인 연성파괴의 양상인 작은 개재물 주위에서 일어

나는 국부적인 소성변형에 의해 파단표면에서 울퉁불퉁한 모양을 이루는 딤플

(dimple)과 미소기공(microvoid)들이 관찰됨. 또한 그림 2.1.21에서와 같이 EB

용접부에서 보여준 파단면이 morphology상으로 볼 때 모두 국소적인 변형으로 

인하여 균일한 압축력을 가하게 하여 파괴된 것으로 전형적인 원형모양을 이루는 

등축 딤플(equiaxed dimple)로 관찰됨. 반면에 그림 2.1.22는 제살붙이기의 방

법에 의해 파괴된 시편의 파단면으로서 국부적으로 미세 균열영역에서 취성파괴의 

전형적인 벽개 파괴(cleavage fracture)로 나타났으며, 거의 소성변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단은 대체로 결정립 크기의 패시트(facet)로 이루어져 하나의 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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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평행한 파면에 걸쳐 여러 단 형태로 관

찰되었음.

그림 2.1.21. SEM fractographs of EBW compression tested specimen using filler 

material

그림 2.1.22. SEM fractographs of EBW compression tested specimen without filler 

material

    판형핵연료 집합체 제조를 위한 전용 EB 용접지그 장치 개선

       - 판형핵연료 집합체 용접지그 장치 구성 및 설계조건

       가) STD. 용접지그 구성 및 설계방법 (개념도; 그림 2.1.23)

       · 전체장치 크기 : (W×L×H) 129×1259×162 mm

       · 고정 및 체결방법 : 지그장치를 진공챔버 외부로 이동 후에 챔버 외부의 로딩장치

에서 지그장치만 분리한 후에 별도의 테이블에서 STD. 집합체를 용접지그장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한 후 석정반위에서 STD. 집합체의 장착정밀도를 측정케 하

였음.

       · 외장형 로딩장치로의 이동방법 : 외장형 로딩장치의 이동은 설치된 linear 

motion guide와 bearing guide를 이용하여 locking pin을 제거한 후 수동으로 

이송함.

       · 사용 재질 “ 본 지그장치는 구매품을 제외한 전 부품을 Al6061-T6를 주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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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며, 모든 볼트의 재질은 SUS304를 결정.

      나) Follower 용접지그 구성 및 설계방법 (개념도; 그림 2.1.23)

       · 전체장치 크기 : (W×L×H) 129×1259×162 mm

       · 고정 및 체결방법  지그장치를 진공챔버 외부로 이동 후에 챔버 외부의 로딩장치

에서 지그장치만 분리한 후에 별도의 테이블에서 판형연료집합체용 follower를 

용접지그장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한 후 follower 집합체의 장착정밀도를 측

정함.

       · 외장형 로딩장치로의 이동방법 : 외장형 로딩장치의 이동은 설치된 linear 

motion guide와 bearing guide를 이용하여 locking pin을 제거한 후 수동으로 

이송함.

       · 재질 : 본 장치는 구매품을 제외한 전 부품을 Al6061 T6를 주재료로 사용하며, 

또한 모든 볼트의 재질은 SUS304를 결정.

      다) 외장형 loading 장치의 설계방법 (개념도; 그림 2.1.23)

       · 전체장치 크기 : (W×L×H) 485×1160×1086 mm

       · 구조 및 작동방법  직선이송용 sliding unit과 base frame unit으로 구성되고 

진공 챔버의 도어를 열고 sliding unit을 챔버방향으로 전진하여 고정핀을 이용하

여 sliding unit을 고정. 

       · 재질 : 본 지그장치는 구매품을 제외한 전 부품을 KS 규격의 열연강판과 사각강

관을 주재료로 사용함.

  

그림 2.1.23. Schematic of welding fixture for STD and follower fuel assembly

    전용지그의 설계보완 및 개선사항

       - 본 장치는 EB용접기의 진공 챔버에서 STD. 및 follower 집합체를 EB용접하기 

위하여 외장형 고정다이를 설계하고, 집합체를 장착하여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함. 

       - 전용지그의 고정다이에 사용되는 360℃의 회전용 구동시스템은 AC서보모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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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1급 정밀 연삭기어가 사용하게 함.

       - 그림 2.1.24와 같이 adjustment centering tool은 STD. 집합체의 용접변형을 

극소로 유지하기 위한 기구로서, swaging 완료한 상태의 연료집합체와 

end-fitting 부의 상관 치수를 선 측정한 후에 end-fitting 가공치수 및 공차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용접 후의 변형을 최소화 및 억제하며 정밀

한 진직도(straightness)를 유지하도록 한 상태에서 end-fitting과 연료집합체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특수 기구를 설계 및 제작하였고, 용접 후의 연료집합

체와 end-fitting의 진직도를 적어도 0.02m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였음.

   

    

그림 2.1.24. Schematics of adjustment centering tool for STD. fuel assembly

       - 그림 2.1.25 및 2.1.26은 follower 집합체를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품질의 정밀도

와 진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upper strap 및 lower strap을 위한 tab 

piece를 조립 및 해체할 수 있고, follower 집합체와 side plate가 훼손되지 않

도록 tab piece를 분리 설계, 제작하였음.

       - STD. 및 follower 집합체를 제작하는데 용접 후 열적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집합체 본체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시작부와 종료부에 tab 

piece를 장착하여 용접을 수행하게 하며 주변의 지그는 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CVD 코팅으로 설계하였으며, 또한 X-Y축 구동 및 A축의 원활한 sliding 

구동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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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 Schematics of tab piece tool for follower fuel assembly

그림 2.1.26. Bead appearances of upper and lower straps weldments using tab piece

    Follower fuel 제작 도면 작성 완료

그림 2.1.27. Follower fuel assembly 집합체 제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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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er fuel 집합체 시작품 1다발 제작 완료

   

그림 2.1.28. Follower fuel assembly 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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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핵연료 생산 및 향후 수출 기반 확립을 위해 생산자에 대한 제조자격화를 수행하였다.

    판형핵연료 생산자에 대한 제조 기술교육 수행

       - 2016.2.15. 품질보증계획서 개정 내용 교육

       - 2016.7.18. ~ 2016.7.28. 품질보증 절차서 개정 내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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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8.9. 하나로 조사시험용 FM target 제조절차서 교육

       - 2016.9.26. 복합구조 원심분무 분말기반 miniplate 제조절차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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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9.28. ISO 9001 품질경영 매뉴얼

    판형핵연료 생산자에 대한 비파괴검사 기술자격화 수행

       - 비파괴검사원(이윤상, 송화영, 이선용) 초음파탐상(UT) LEVEL II, III 자격 획득

       - 비파괴검사원(이윤상, 송화영, 이선용) 침투탐상검사(PT) LEVEL II, III 자격 획득

       - 비파괴검사원(송화영, 이선용) 방사선투과검사(RT) LEVEL II 자격 획득

       - 판형핵연료집합체 전자빔용접 용접사 자격 부여(김수성)

그림 2.1.29. 비파괴검사원 자격인증서

       - 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 제조 및 검사를 위한 시험검사계획서(2건), 제품

시방서(3건), 재료시방서(5건), 공정시방서(5건), 공정흐름도(2건), 작업절차서(43

건), 제조도면(16건) 포함 총 76건의 품질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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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0. 판형핵연료 및 FM 표적 품질관련 서류 목록



- 51 -

Pilot 규모로 판형핵연료 및 FM 표적 시작품을 제작하였다. 

    모의 판형핵연료 텅스텐 집합체 5다발 제조 완료

그림 2.1.31. 모의 판형핵연료 텅스텐 집합체

    하나로 조사시험용 LEU FM 표적 시작품 1 set 제조(8장) 및 DU FM 표적 1set(8

장) 및 텅스텐 FM 표적 200장 제조 완료

그림 2.1.32. 하나로 조사시험용 FM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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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이력을 포함한 FM 표적 제조보고서 작성 완료

그림 2.1.33. FM 표적 제조보고서

나. Fission Mo 표적 생산시설 구축

Fission Mo 표적 생산을 위한 시설구축을 수행하였다. 

     Fission Mo 생산시설의 핵 임계사고 감시를 위한 핵임계 감시 및 경보 시스템 설

치 완료

       - 핵임계 감시 및 경보 시스템 설치, 2016년 12월, 새빛연료과학동 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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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4 EDAC-21

그림 2.1.35. 새빛동 228호내 중성자 및 감마선 검출 probe 설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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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sion Mo 표적 제조를 위한 우라늄 알루미나이드 분말과 알루미늄 분말의 균질 

혼합을 위한 분말 혼합기 설치 완료

       - TURBULA Mixer 설치, 2016년 11월, 새빛연료과학동 228호

그림 2.1.36. 분말 혼합기 사진

     Fission Mo 표적 판 대량생산을 위한 열간압연용 예열로 설치 완료

       - 예열로 설치, 2016년 11월, 새빛연료과학동 230호

그림 2.1.37. 신규 예열로 사진

다. 가공사업 KINS 인허가 획득

판형핵연료 및 FM 표적 가공사업 KINS 변경 인허가 획득을 위한 후속조치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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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관(KINS)에서 가공사업 변경허가 심사 1차 질의서 송부(15.03.13.)

       - 7개 분야(안정평가, 계통평가, 기계재료, 계측전기, 구조부지, 방사선/폐기물, 환경

방사선/능, PM) 총 109개 질의

 

그림 2.1.38. 변경허가 심사 1차 질의서 송부 공문, 2) 보완자료요구서

    1차 질의서와 관련하여 KINS와 협의 (1차: 15.07.10., 2차: 15.07.20.)

       - 가공사업 변경 인허가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에 준하는 심사기준으로 인허가 

변경과 관련 없는 질의 삭제/편집 허가

       - 구조부지부야 질의 7개 삭제 

    1차 보완자료 작성 및 제출 (15.10.12)

       - 화재관련 질의를 제외한 94개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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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9. 1차 보완자료 제출 공문

    새빛연료과학동 화재위험도분석 보고서 수행 및 보고서 발간 (15.11.23)

       - KINS 요구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화재위험도분석 수행 및 보고서 발간

       - 화재위험도분석 수행기간: 15.06.22 ~ 15.11.23.

그림 2.1.40. 새빛연료과학동 화재위험도분석 보고서 표지

    KINS에서 가공사업 변경허가 심사 2차 질의서 송부(15.11.25.)

       - 8개 분야(안정평가, 계통평가, 기계재료, 계측전기, 구조부지, 방사선/폐기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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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능, PM) 총 49개 질의

 

그림 2.1.41. 변경허가 심사 2차 질의서 송부 공문 및 보완자료 요구서

       - 2차 보완자료 작성 및 제출 (16.03.30.)

         · 1차 화재관련 질의를 포함한 57개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완료

     

그림 2.1.42. 2차 보완자료 제출 공문 및 심사 답변서

       - KINS에서 가공사업 변경허가 심사 3차 질의서 송부(16.05.09.)

         · 6개 분야(안정평가, 계통평가, 기계재료, 계측전기, 방사선/폐기물, 환경방사선/

능) 총 24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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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43. 변경허가 심사 3차 질의서 송부 공문 및 보완자료 요구서

       - 계통평가(화재방호)분야 KINS 기술회의 및 협의

         · 1차(16.05.25.): 화재위험도분석 방법론 및 방화구역 설정 논의

         · 2차(16.05.31.): 적용 기술기준 논의

         · 3차(16.06.28.): 내화방벽의 내화성능 논의

       - 3차 보완자료 작성 및 제출 (16.09.07.)

      

그림 2.1.44. 3차 보완자료 제출 공문 및 심사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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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S에서 가공사업 변경허가 심사 4차 질의서 송부(16.10.09.)

         · 5개 분야(안정평가, 계통평가, 계측전기, 방사선/폐기물, 환경방사선/능) 총 12

개 질의

 

그림 2.1.45. 변경허가 심사 4차 질의서 송부 공문 및 보완자료 요구서

       - 가공사업 변경허가 심사 4차 답변서 작성(총 12개 질의) 및 제출(2017.7.25.)

그림 2.1.46. 4차 질의 심사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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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sion Mo 표적 가공사업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작성 완료

       - 새빛연료과학동 228호를 FM 표적 가공시설 공간으로 추가 확보하기 위한 가공사

업 인허가 변경 신청 서류 작성 용역 수행 (16.05.20.~16.08.19.)

         · 새빛연료과학동 228호를 연구시설에서 FM 표적 가공시설로 변경

         · 시설 변경에 따른 공정 장비 신규설치/이동/페기삭제 사항 반영

그림 2.1.47. Fission Mo 표적 가공시설 공간 변경 전·후

       - 인허가 문서 개정 및 아크용해공정에 대한 임계해석보고서 발간

         · 설계 및 공사방법 설명서, 가공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가공시설의 위치, 구

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개정

         · 추가 공정인 Mo-99 표적용 모합금 아크용해공정의 핵임계 안전성 평가 보고서 

발간

그림 2.1.48. 아크용해공정 핵임계 안정성 평가 보고서 표지

       - 가공사업 변경허가 심사 5차 질의(총 2개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 중(2017년 

11월 현재), 2017년 12월말 인허가 획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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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계 최초 U-Mo 판형핵연료 국제성능검증 완료

■ 세계 최초 고밀도 U-Mo 연구로핵연료 시작품 개발로 기술 선점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 선도국이 개발 중인 8.0 gU/cm3급 고밀도 저농축우라늄 

U-Mo 핵연료집합체 시작품을 KAERI가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기술선점에 성공. 이로

써 차세대 연구로핵연료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위상을 확보

    U-Mo 핵연료는 기존 U-Si 핵연료에 비해 연구로 가동률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제적 가치 창출

그림 2.1.49. 판형핵연료 시작품

■ 우리 개발 기술에 원자력 선도국이 참여한 국제성능검증 시험 주관

    KAERI가 개발한 U-Mo 판형핵연료 성능검증에 미국 DOE가 연구비 280만$을 부담

하며 참여하여 시험데이터를 공유할 예정. 국내 개발 원자력기술 검증에 외국이 연구

비를 부담하면서 참여한 첫 사례 

    국제성능검증은 시험결과의 신인도를 향상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개발 핵연료기술

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첫 단계 

    2017년 2월, 17개월간의 조사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U-Mo 판형핵연료 집합

체 건전성 최종 확인함. 

 

그림 2.1.50. INL ATR  노심 내 장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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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 ATR 연구로에서 조사시험 완료 후 U-Mo LTA 모습

마. 과학기술 성과

No

논문명

국내

구분
구분 학술지/학술대회명 권/호 주저자

1

Swaging machine을 이용한 판형핵연료 집합체의 인장평가 시험

국내 발표 2015년도 추계 대한기계학회 　 송화영

2

Follower 연료 집합체를 위한 전자빔 용접성능 평가

국내 발표 2015년도 추계 대한 기계학회 서경석

3

Investigation of LBW characteristics using TA thermocouple wire for 

instrumented fuel irradiation test

국외 발표 ICALEO-2015 　 김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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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논문명

국내

구분
구분 학술지/학술대회명 권/호 주저자

4

Electron beam welding technology for U-Mo type fuel assembly facrication

국외 발표 ICONE-23 　 김수성

5

Follower 집합체를 위한 6061-T6 알루미늄 EB 용접부의 전단시험 평가

국내 발표 2015년도 춘계 대한기계학회 　 김수성

6

AA6061-T6 판재를 이용한 압연방향에 따른 전자빔용접 강도조사

국내 발표
2013년도 대한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재료및

파괴부문)
　 김수성

7

Electron beam weldability of AA6061-T6 aluminum straps for U-Mo 

follower fuel assembly manufacturing

국외 발표 ICONE-24 　 김수성

8

Ultrasonic testing for U-Mo research reactor plate-type fuels during 

fabrication

국외 발표 RERTR-2016 　 이윤상

9

다각으로 swaging된 판형핵연료 집합체의 인장시험 평가

국내 발표
2016년도 춘계 대한기계학회 생산 및 설계공

학 부문
　 송화영

10

HAMP-1 mini plate의 연료 성능 분석

국내 발표 2016년도 춘계 한국원자력학회 　 조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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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외 7명, “저농축 우라늄 분말로부터 방사성 Mo-99를 추출하기 위한 일체형 

No

논문명

국내

구분
구분 학술지/학술대회명 권/호 주저자

11

AA6061-T6 판재를 이용한 EB 용접부의 인장강도 조사

국내 발표
2016년도 춘계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부

문
　 김수성

12

Performance evaluation of Gap Measurement System for plate-type fuel 

assembly

국내 발표 2016년도 추계 대한기계학회 　 송화영

13

HANARO irradiation test of LEU dispersion target developed by KAERI

국외 발표
RRFM(European  Research Reactor 

Conference) 2017
　 정용진

14

Advanced electron beam welding technology for nuclear U-Mo fuel 

assembly fabrication

국외 발표 2017 FiMPART 　 김수성

15

연구로용 연료집합체 고정봉을 이용한 EB 용접부의 충격강도 조사

국내 발표 2017년도 추계 대한기계학회 　 김수성

16

인장시험을 통한 롤러 이동속도에 따른 swaging 강도 평가

국내 발표 2017년도 추계 대한기계학회 　 송화영

17

Preparation on the coated U-7Mo mini-plates for HAMP-2(HANARO) 

irradiation test

국외 발표 RERTR 2017 　 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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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표적을 제조하는 방법”, 출원(10-2015-0175699), 대한민국, 2015.12.10.

    송화영 외 6명, “연구로판형핵연료집합체 Swaging 공정을 위한 Stopper System”, 

출원(10-2016-0044182), 대한민국, 2016.04.11.

    정용진 외 7명, “저농축 우라늄 분말로부터 방사성 Mo-99를 추출하기 위한 일체형 

고밀도 표적을 제조하는 방법”, 등록(10-1674883), 대한민국, 2016.11.04.

    송화영 외 3명, “판형핵연료집합체, 최종가공 고정구”, 출원(10-2017-0110283), 대

한민국, 2017.08.30.

    송화영 외 3명, “판형핵연료판 정밀검사 지그”, 출원(10-2017-0125522), 대한민국, 

2017.09.27.

    송화영 외 6명, “연구로판형핵연료집합체 Swaging 공정을 위한 Stopper System”, 

등록(10-1746146), 대한민국, 2017.06.05.

3. 결론 및 기대 효과

현재 국내에서는 봉상 핵연료 제조 기술만 확보되어 있어 기장신형연구로 핵연료 공급 및 

수출을 위해서는 판형핵연료 제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U-Si 판형핵연료

를 대체할 U-Mo 판형핵연료에 대해서는 한국만이 유일하게 U-Mo 핵연료 분말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판형핵연료 공급 및 수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LEU 비용을 제외

한 핵연료 제조비용 측면에서 KAERI는 인건비, 재료비, 시설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집합체당 

약 5천만 원 정도의 제조원가 요인이 있는데 반하여, 전세계 독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프랑

스 CERCA가 공급하는 일본 JMTR 핵연료의 가격은 LEU 비용을 제외하고 집합체당 약 1억 

6천만 원으로 파악되어서 만약 향후 KAERI가 원심분무 U-Mo 분말 기술을 적용한 판형핵연

료 제조 기술을 개발한다면 부가가치가 더 높은 수출 경쟁력 보유가 예상된다.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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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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하나로 핵연료 가공

하나로에 사용하는 U3Si 봉형 핵연료는 캐나다의 AECL에서 개발하여 핵연료 초기 노심부

터 공급하여 왔으며, 2005년 우리 연구원이 국산화에 성공하여 2007년 11월 하나로 노심에 

국산핵연료 100% 장전을 달성한 이후 현재까지 본 과제를 통하여 하나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

료를 전량 공급하고 있다. 하나로핵연료는 KAERI의 원천기술인 원심분무 분말제조기술을 이

용하여 제조한 U3Si 핵연료분말을 사용하며, AECL에 비교하여 분말제조, 봉단마개 전자빔 용

접, 피복압출 등 공정을 개선하여 우수한 품질의 핵연료를 공급하여 현재까지 하나로 가동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4년 실시되었던 정부민간합동 특별안전점검 결과 하나로 건물 

외벽의 내진설계 기준 미달이 밝혀져 2015년 3월 가동 중단되었으며, 2017년 12월 현재까지 

재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하나로핵연료 재고 및 재가동 일정을 고려하여 기준 생산량(35다발

/년: 36봉 핵연료집합체 21다발, 18봉 핵연료집합체 14다발)에서 생산량을 조정하여 생산하

였다. 하나로핵연료 생산은 우리연구원 성과목표중 하나인 하나로 연간 목표 운전량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하나로핵연료 국산화 연구개발 및 양산 경험은 연구로 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 제조기술 개발과 시설구축에 활용되어 효율적인 연구수행에 이바지하고 있

다.

표. 2.2.1 선진 수준과의 비교분석

성과

지표

해외

현황

해외연구 

그룹과의  

격차

연구원의 수월성/차별성

하나로

핵연료 

생산

 캐나다 CNL은 하나로 핵연료와 동일

한 봉형 핵연료 제조 기술을 보유함

 프랑스 AREVA-NP(구 CERCA는 봉

형(TRIGA용) 및 판형 핵연료 제조 기

술을 보유하고 있음

세계최고

수준

 세계 유일의 원심분무 기술

을 이용하여 하나로 핵연료

를 생산함

 분말제조, 봉단마개 용접, 

압출 등 모든 공정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핵연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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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과제 수행체계

가. 사업/과제 추진체계

그림 2.2.1 국내외 산학연과의 연계도

나. 사업/과제 추진전략

 ㅇ 본 과제에서는 하나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집합체 전량을 자체 제조하여 공급한다.

 ㅇ 핵연료분말 제조, 핵연료봉 제조 및 집합체 조립 공정 등 핵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공정

은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하며, 핵연료집합체 부품 등 핵물

질 취급과 관련 없는 공정은 외부 산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수행한다.

 

 ㅇ 원자력안전법 제 37조(검사)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KINS 위임)를 통해 시설정기검사

를 수검하여 핵연료 가공시설을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지 관리함. 핵연료주기사업

자(핵연료물질의 가공사업)에게 요구되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 대책법 관련 사항에 부합하도록 시설을 개선/유지 관리한다. 

 ㅇ 품질경영부 (품질관리/품질보증) 및 원자력안전방호단 (물리적방호, 방사선관리, 핵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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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등) 등과 연계하여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사업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받고 긴

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ㅇ KINS로부터 원자력 품질검사를 수검하고,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및 운

영을 통해 핵연료 제조에 필수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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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결과

가. 하나로 핵연료집합체 제작

(1) 하나로 핵연료집합체 제작

하나로 핵연료 연간 소요량은 7주기 운전 기준으로 평균 35다발(36봉 핵연료집합체 21다

발, 18봉 핵연료집합체 14다발)이다. 하나로는 원자로건물 외벽 내진 보강 공사로 이해 ‘15년 

3월부터 가동 중단 상태이며 가동 일정 및 핵연료 재고를 고려하여 핵연료 생산량을 조정하였

다. 

하나로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U3Si 원심분무 분말은 ‘15년에 14 batch, ’16년에 4 batch

를 생산하였다. 

표. 2.2.2 연도별 하나로 핵연료 생산 및 공급

년도
실적 누적

36봉 18봉 합계 36봉 18봉 합계

~ 2014 183 117 300 183 117 300

2015 20 0 20 203 117 320

2016 13 10 23 216 127 343

2017 3 2 5 219 129 348

18봉집합체

36봉집합체

그림 2.2.2 하나로 핵연료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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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하나로핵연료 가공시설

(2)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이력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작성

원자로 노심에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는 엄격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이 필수이며, 원자재 

및 제조/검사 이력에 대한 추적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핵연료집합체 건당 관련 문서가 포함

된 품질보증이력서(총 48건)를 작성하여 발행하였다. 

그림 2.2.4 36봉 핵연료집합체 품질보증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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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교육 및 가공사업 관련 법정교육 이수

핵물질 취급에 관련된 법안 및 규정에 따른 법정교육과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품질보

증절차(QAP-BS-2.3)에 규정된 품질교육 이수를 통해 제조인력 및 제조시설을 핵연료 제조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였다. 

 

그림 2.2.5 연간 교육훈련 계획(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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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교육훈련보고서

‘15년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사업에 대한 ISO 9001:2008 품질경영인증(인증번호: 

KQC-4715)을 획득하였으며 1차, 2차 사후심사를 수검하여 부적합 사항 없이 품질경영시스템

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다. ’18년에 갱신된 ISO 9001:2015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

득을 위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4) 원자재 및 집합체 부품 구매

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저농축우라늄(LEU: Low enrichment uranium)는 미국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와의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DOE/NNSA 산하 Y12로부터 수

입하였으며, 집합체 부품은 국내 전문 가공업체에 가공 의뢰하여 구매하였다. DOE와의 LEU 

장기공급계약 2017년으로 종료되어, 2018년도 신규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물질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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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내 운반 시에는 원자력 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통해 운반검사 등을 수검하여 안전을 확보하였다. 

또한 구매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및 인수검사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였다. 하나로 핵연료 생

산을 위해 2013년 4월 미국 DOE NNAS Y-12와 맺은 저농축우라늄 금속 장기 공급 계약(5

년)에 따라 핵물질 수출입 규정에 의거 규제기관, 수출입 기관의 허가를 얻어 2016년도 분 

22 kg(‘16.10.14 입고) 구매를 완료하였다. 본 단계 기간 동안의 핵연료 생산량 및 LEU 재고

를 감안하여 ’16년 1회만 수입하였다. 

그림 2.2.7 핵물질 수입 요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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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핵물질 운반 및 해체

나. 하나로 핵연료 생산 공정 개선 및 장비 유지 보수

(1) 전자빔용접기 공정 개선 및 유지보수 교육 이수

핵연료봉 봉단마개 용접용 전자빔용접기의 빔 포커싱 문제로 인해 제조사(프랑스 

TECHMETA사) 엔지니어를 통해 장비 오버홀(overhaul)을 수행하여 mirror, 진공 밸브, 

O-ring 등을 교체하여 용접기 수명을 향상시켰다. 또한 제조사의 장비 유지보수 교육 이수를 

통해 전자빔용접 이론 및 장비 유지보수 능력을 함양을 통해 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시켰다. 

 

그림 2.2.9 전자빔 용접기 점검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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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용접기 수리 후 최적의 용접조건 수립을 위해 용접 전류별 용접시험을 통해 최적의 

용입깊이 및 용접부 형상을 갖는 공정변수를 도출하였다. 

그림 2.2.10 용접 전류별 용입 깊이 및 용접부 형상

그림 2.2.11 X-ray를 활용한 용접부 결함분석

(2) 심재절단기 제작

핵연료심재 압출 시 무게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심재를 약 1 cm 간격으로 절단하여 재압출 

공정을 거치게 된다. 기존 심재 절단은 수동으로 수행하였으나 생산효율 향상을 위해 자동 심

재절단기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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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자동 심재절단기 개략도 및 장치

(3) 핵연료집합체 Grapple head 용접 강도 평가

Grapple head 용접절차서(HFMP-420-1)에 다라 용입깊이가 0.5 mm 이상이면 용접절차

시방서(WPS)가 승인된 것으로 하고 있다. 이 조건 하에서 grapple head 용접부 강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용접부에 대한 인장강도, 전단하중 실험을 수행하였다. 용입깊이를 만족하는 

grapple head 용접부는 충분한 인장강도 및 전단강도를 확보함을 확인하였다. 

표. 2.2.3 Grapple head 용접부 인장강도 및 전단하중 실험 결과

시편번호 Dia. (mm) Cross area (mm2) Load Force (kgf)
1 25.01 491.26 6965.48
2 25.01 492.26 3696.19
3 25.02 491.65 3830.87

시편번호 최대토크
(Nm) d1(m) d2(m) r(m) τ

(kgf/mm2)
전단하중

(kgf)
GH 18-1 229.7 0.019 0.018 0.0095 89.44 2597.85
GH 18-2 177.4 0.019 0.018 0.0095 69.07 2006.35
GH 36-1 395.4 0.025 0.024 0.0125 87.24 3356.02
GH 36-2 475.4 0.025 0.024 0.0125 104.9 4035.03

(4) 핵연료심 압출용 수직압출기 개선

핵연료심 압출용 수직압출기는 30여 년 사용한 노후 장비로 유압시스템 및 압출기 head의 

누유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유압시스템, 전장시스템 교체 및 오버홀을 통해 

신규장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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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수직압출기 유압시스템 수리 전/후

(5) 분말 혼합 공정 개선

기존 분말 혼합(핵연료 분말 + Aluminum 기지 분말)공정은 V-mixer를 사용하는 2차원 

혼합방식으로 혼합 후 압분을 위한 용기 교체로 인해 균질 혼합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어, 3

차원 혼합 방식의 Tubular 혼합 공정으로 변경하여 혼합 효율을 높이고 압분 시 용기 교체 

과정을 없앰으로써 핵연료 심의 균질도가 향상되도록 공정 개선을 하였다. 

그림 2.2.14 분말 혼합기 및 혼합용기 교체 전/후

(6) 핵연료 가공 시설 조명 개선

핵연료 가공 시설은 정밀 작업이 수행되는 공간으로 조도 확보를 통해 작업의 정밀성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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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을 높여야 한다. 조도 분석을 통해 가공시설 구역의 조명 시설 개선을 수행하였다.

그림 2.2.15 조도 시뮬레이션 분석 및 조명시설 개선

다. 법정검사 및 사찰 수검

(1) KINS 시설 정기검사

원자력안전법 제3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정기검사)에 의거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부터 검사 위임을 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정기

검사를 매년 수검하였다. 핵연료저장시설 임계안전성 점검, 핵연료성형시설 임계안전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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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및 시설관리 점검, 방사선관리 점검, 비상디젤발전기 점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소방설

비 점검,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점검, 환기설비 성능 점검, 크레인 점검을 수검하였으며 연구

용원자로 가공시설의 안전성이 잘 유지되어 정기검사에 모두 합격하였다. ‘16년 정기검사에서 

지적1건, 권고 1건을 받았으나 이중 지적사항은 연구원 환경방사선/능 분야 해당 사항으로 검

사 편의를 위해 본 정기검사에 포함시켜 받는 것으로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사업과는 무관한 

것이다. 권고사항인 급기송풍기(M552)에 대한 풍량점검 수행을 위해 공조기 관리 운영지침서

(OPM-RF-02)를 개정하였고, 공조기 점기점검 시 수행하고 있다. 

(2) 품질검사

원자력안전법 제3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품질보증검사)에 의거 2년 주기로 원

자력안전기술원의 품질보증검사를 수검하였다. ‘15년 검사에서는 지적 1건(시험검사계획서 승

인에 관한 책임사항 불일지), 권고 1건(구매품목 품질등급 지정 권고)를 받았으며, ‘17년 검사

에서는 지적 2건(제조문서 유효성 평가 수행 미흡, 비파괴검사 기록 작성 미흡), 권고 1건(저

장상태 식별 표시 절차 보안권고)을 받아 시정조치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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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방호 특별검사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검

사)에 의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으로부터 물리적방호 특별 검사를 수검하였다. 

(4) IAEA 사찰 및 핵물질 계량관리검사

원자력안전법 제3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에 따라 계랑관리검사를 수검하였으며, 원자력안전법 제98조(보고검사 등)에 따라 IAEA 사찰

을 수검하였다. 

표. 2.2.4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법정검사 수검 현황

검사종류 일시 검사결과 지적/권고사항

정기검사 `15.08.24~09.11 합격 없음

정기검사 `16.06.21~07.08 합격 지적1*, 권고1

정기검사 `17.05.12~06.01 합격 없음

품질보증검사 `15.05.13~05.15 합격 지적1, 권고1

품질보증검사 `17.10.30~11.1 합격 지적2, 건고1

물리적방호 특별검사 `15.05.13~05.15 이상 없음 없음

계량관리검사

`15.06.19 이상 없음 없음

`16.06.22 이상 없음 없음

`17.06.16 이상 없음 없음

IAEA 사찰

`15.17.10 이상 없음 없음

`16.03.14 이상 없음 없음

`17.06.16 이상 없음 없음

* 지적1은 연구원 환경방사선/능 분야 해당 사항으로 검사 효율성을 위해 본 정기검사에 추

가하여 받는 것으로 가공사업과는 무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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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학기술 성과

No

논문명

국내

구분
구분 학술지/학술대회명 권/호 주저자

1

316L 스테인리스 강에서 단범위 규칙화 반응과 규칙화 처리가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

항

국내 게재 대한금속재료학회지 54　 김성수

2

열처리 후 우라늄 실리사이드 핵연료 분말의 상(Phase) 분석

국내 발표 2015 대한금속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소원재

3

하나로핵연료 봉단마개 전자빔 용접 조건에 따른 결함 분석

국내 발표 2015 대한금속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소원재

4

Al-Mg계 6061 합금에서 시차열분석을 이용한 단범위 규칙화 거동

국내 발표 2015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김성수

5

하나로 핵연료 봉단마개의 전자빔 용접 최적조건에 관한 연구

국내 발표 2015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소원재

6

원심분무의 Disk 회전 속도에 의한 U-7wt%Mo 분말 입도 분포 관찰

국내 발표 2015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김종환

7

Investigation of welding condition for the HANARO fuel rod weld zone

국외 발표 RERTR 2015 　 소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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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기대 효과

대형 국가 기반 연구시설인 하나로 연구로의 가동을 위해 하나로 핵연료 안정적 생산 및 공

급이 필요하다. 2005년 하나로핵연료의 국산화 성공 이후 현재까지 본 과제를 통하여 하나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를 전량 공급하고 있다. 하나로 핵연료의 자체 공급을 통해 수입 대체 

효과로 인한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로핵연료 설계 및 제조 기술력을 전 세계적

으로 알리는 주요 성과이다. 

하나로가 내진보강 공사로 인해 정지되어 있지만 핵연료 생산체계 안정적 유지를 위해 지속

적인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하나로 재가동 시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하나

로 정상 가동에 기여하며, 핵연료 자체 공급으로 인해 약 35억 원/년의 수입대체 효과 및 예

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No

논문명

국내

구분
구분 학술지/학술대회명 권/호 주저자

8

Al-Mg-Si 합금에서 단범위 규칙화와 고온 변형 거동

국내 발표 2016 대한금속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김성수

9

Al-Mg-Si 합금에서 단범위 규칙화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

국내 발표 2016 기계학회 　 김성수

10

Homogeneous U-Mo/Al dispersion research reactor fuel with matrix coated 

fuel powder

국외 발표 Powdermet 2017 　 이규홍

11

하나로 핵연료 생산관리 프로그램

국내 등록 프로그램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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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운영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하나로 핵연료 양산에 필요한 생산과 핵물질 취급실험이 수반되는 연

구개발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핵연료 분야의 종합연구 시설로 연구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을 통한 핵연료기술개발 성과창출에 기여함을 목표로 운영

되었다.

1. 연구수행 내용

□ 시설 안전운전

 ㅇ 시설 정주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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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설비, 크레인, 자동제어계통, 유틸리티 설비 및 자연재해예방

  - 정기 및 주기 점검

  -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ㅇ 시설 인허가 변경

  -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변경 지원

  - 핵연료물질사요시설 정기검사 수검

 ㅇ 시설 정기검사 수검 및 후속조치

  -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정기검사 수검 지원

  - 핵연료물질사용시설 정기검사 수검

 ㅇ 안전점검의 날 행사

□ 이용자 지원 및 이용 활성화

 ㅇ 연구장비 구축 지원

 ㅇ 이용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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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결과

□ 시설 안전운전

 ㅇ 시설 정주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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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설비, 크레인, 자동제어계통, 유틸리티 설비 및 자연재해예방

  - 정기 및 주기 점검

  -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ㅇ 시설 인허가 변경

  -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변경 지원

  - 핵연료물질사요시설 정기검사 수검

 ㅇ 시설 정기검사 수검 및 후속조치

  -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정기검사 수검 지원

  - 핵연료물질사용시설 정기검사 수검

 ㅇ 안전점검의 날 행사

□ 이용자 지원 및 이용 활성화

 ㅇ 연구장비 구축 지원

 ㅇ 이용자 간담회 개최

가. 연구수행 결과

(1) 시설 안전운전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2015년 ~ 2017년에는 시설의 사고 및 고장 보고 없이 안전하게 운

영되었다.

 ㅇ 시설 정주기 점검

  - 정주기 점검 대상인 비상디젤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설비, 환기설비, 화재방호설비, 액

체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 크레인, 자동제어계통, 유틸리티 설비 및 자연재해예방은 일

일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및 성능시험등 정주기 점검을 계획대로 수행하였다.

 ㅇ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

  - 시설 및 설비의 성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업무수행인 지속적인 성능관리를 수행하였

고, 계획되었던 옥상방수 및 축전지를 교체하였으며, 기타 가스감지기 교체 등 20 여건

의 유지보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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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유지보수 및 개선사항

[2015년]

번호 장비명 실적 내용

1  옥상 방수작업(1/2)

-위치: 4층 옥상

-첨단 핵연료연구개발 시설

-날짜: 2015.05.07. ~ 05.14.

[2016년]

1 옥상방수(2/2)

-위치: 203호 옥상

-하나로 핵연료가공시설 방수

-날짜: 2016.07.26. ~ 08.10.

[2017년]

1
UPS 밧데리

(3kVA / 15kVA)

-위치 : 101호 전기실

-UPS 밧데리 교체: 27EA

-날짜: 2017.11.13.

기타

[2015년]

1 소방유도등 

-위치: 전 실험실

-비상 출입문 유도등 41개 교

체

-날짜: 2015.06.29. ~ 06.30.

2 공조냉동기

-위치: 3층 옥상

-30RT, 60RT 냉동기 교체

-날짜: 2015.07.20. ~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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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온항습기 

-위치: 303호 자동제어실

-항온항습기 교체

-날짜: 2015.06.29. ~ 06.30.

4 자동제어 차압계

-위치: 227호, 232호

-자동제어 차압계 설치

-날짜: 2015.07.22. ~ 07.23.

5 공조기모터 

-위치: 401호,402호공조실

-하나로핵연료가공시설 공급 

및   배기 모터 교체

-날짜: 2015.08.13.

6 비상발전기

-위치: 101호 기계실

-엔진오일, 에어크리너, 연료필  

 터, 부동액 교체

-날짜: 2015.09.14.

7 공조기 덕트

-위치: 402호 공급공조실

-자동제어 댐퍼 설치: 3대

-날짜: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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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조기 난방코일 

-위치: 402호 공급공조실

-난방스팀코일 교체: 청정지역,  

 하나로핵연료가공시설 

-날짜: 2015.11.12. ~ 11.13.

[2016년]

1
자동제어 난방제어밸브

-위치: 402호 공조실

-첨단 핵연료연구개발 시설

-날짜: 2016.01.28. ~ 01.29.

2 공조기 외관보수

-위치: 402호 공조실

-하나로핵연료가공시설 

-날짜: 2016.02.18. ~ 02.19.

3 공조실 난방스팀밸브

-위치: 402호 공조실

-첨단 핵연료연구개발 시설

-날짜: 2015.07.20. ~ 07.29.

4 비상발전기 

-위치: 101호 기계실

-밧데리 교체

-날짜: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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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덕트 

-위치: 401호 공조실

-하나로 핵연료 가공시설 공조

기 덕트 교체

-날짜: 2016.04.14.

6 자동제어

-위치: 401호 공조실

-덕트 온-습도계 교체

-날짜: 2016.05.19.

7 소방챔버
-위치: 101호 기게실

-소방챔버 압력스위치 교체

-날짜: 2016.06.10.

8 소화전 발신기

-위치: 새빛연료과학동 전체

-발신기 램프 교체

-날짜: 2016.06.28.

9 가스저장고

-위치: 233호 가스저장고

-가스압력 경보장치 설치

-날짜: 2016.09.08. ~ 09.12.

[2017년]

1
사무동 서쪽계단 

-위치: 사무동 서쪽2층계단

-새빛연료사무동 서쪽 2층 계

단   보수

-날짜: 2017.05.25 ~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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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조기(공급) 

-위치: 402호 공급공조실

-공조기(공급) 흡입구 빗물막

이   케노피 설치

- 날짜: 2017.07.24.

3  자동제어 가습제어밸브

-위치: 403호 스팀밸브실

-M551 ~ M553 스팀제어 밸

브    교체설치

-날짜: 2017.01.25.

4 스팀 안전밸브

-위치: 403호 스팀밸브실

-가습공급 Safety Valve 교체

-날짜: 2017.01.25.

5 스팀 메인밸브

-위치 : 403호 스팀밸브실

-스팀 메인밸브 교체 설치

-날짜: 2017.05.12. ~ 05.16.

6 비상조명등

-위치 : 새빛연료과학동

-비상조명등 교체 설치

-날짜: 2017.08.29.

7 공급 공조실

-위치: 402호 공급공조실

-공조기제어 판넬 조작 스위   

  치 교체

-날짜: 2017.08.30. 

8 공급 공조실

-위치: 402호 공급공조실

-공조기 동파방지 히터 및 판  

  넬 교체

-날짜: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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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발전기

-위치: 102호 기계실

-엔진오일, 연료필터, 부동액,  

  에어클리너 교체 

-날짜: 2017.09.26.

10 수소 감지기

-위치: 232호 가스저장고

-노화에 따른 감지기 교체

-날짜: 2017.10.12.

11 실험실 가스 vent line 

-위치 : 228호, 301호

-가스 vent line 철거

-날짜: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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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시설 인허가 변경

    시설 인허가의 적절성 검토, 설비개선 및 연구 환경변화 즉 이용자 수요 대처를 수용하

기 위한 인허가 변경을 수행하였다.

  -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변경 지원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인허가변경에 대한 지원으로 판형핵연료 인허가 지원 4건

으로 D/G, UPS, 환기설비 등 KINS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20개를 수행하였다.

  - 핵연료물질사용시설 변경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인허가변경으로 핵연료물질 사용목적, 사용량, 취급 및 허

용량 변경으로 향후 활용계획을 고려한 major change를 수행하였다.

표 2.3.2 인허가 변경사항

근거 내용 비고

연구로핵연료기

술부-3079

2015.10.12.

비상디젤발전기 및 무정전전원 설비 

KINS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서 9건 

제출

-비상발전기 최대 운전가능 시간 및 

연료공급 방안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연속운전 가능

시간의 기술적 배경

3kVA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출력전

압 및 축전지

정지형 절환스위치

디젤기관 속도조절 장치

I&C 계통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의 

110VDC 축전지 용량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정류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인버터

I&C 계측용 무정전전원계통설비의 

출력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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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핵연료기

술부-1999

2015.07.01.

방사선관리실-

214

(2016.01.29.)

기 허가된 시설의 사용목적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취급방

법 및 허가량 변경이 요구됨. 특히, 

새빛연료과학동의 핵물질사용시설로 

사용되었던 일부 실험실이 기장로 건

설에 따른 핵물질가공시설로 전환 중

에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

연구로핵연료기

술부-880

(2016.03.31.)

비상디젤발전기, 무정전전원 설비 및 

환기설비 KINS 질의사항에 대한 2

차 답변서 4건 제출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부하 전원공급

비상발전기 부하목록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부하목록

전기설비

환기설비 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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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핵연료기

술부-2462

(2016.09.07.)

비상디젤발전기 및 무정전전원 설비 

KINS 질의사항에 대한 3차 답변서 

4건 제출

I&C 무정전전원계통설비 출력전압

RMS용 충전기 사양

I&C용 충전기 사양

무정전전원계통 도면

2016.11.07.

비상디젤발전기 및 무정전전원 설비

에 대한 KINS 질의사항에 대한 4차 

답변서 3건 제출

비상부하의 순차적 투입

전기용량 및 단락용량 평가결과

무정전 전원공급설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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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시설 정기검사 수검 및 후속조치

  -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정기검사 수검 지원

    매년 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시설을 합격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2015년 및 2017년에는 검사수검 결과 지적 및 권고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6

년에는 풍량점검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어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핵연료물질사용시설 정기검사 수검

    매년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시설을 합격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

며, 2015년, 2016년 및 2017년에는 검사수검 결과 지적 및 권고 상은 발생하지 않았

다.

표 2.3.3 시설 정기검사 수검현황

-하나로 핵연료 가공시설(원자력안전법 제35조) 정기검사 지원

          년도

  내용
2015 2016 2017

검사 기간 2015.08.24. ~ 9.11. 2016.06.20. ~ 07.08. 2017.05.12. ~ 06.1.

결과
합격

(지적/권고 0건)

합격

(지적 1건, 권고 1건)

합격

(지적/권고 0건)

-핵물질사용시설(원자력안전법 제45조)

검사 기간 2015.12.17. 2016.12.14. ~ 2017.09.01. ~ 11.17.

결과
합격

(지적/권고 0건)

합격

(지적/권고 0건)

합격

(지적/권고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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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설 및 실험실의 사고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문화 장착을 위해 매월 실시하며 안전점

검, 교육 및 경험 공유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2) 이용자 지원 및 이용 활성화

 ㅇ 연구장비 구축 지원

    실험실 구축, 장비 설치 및 해체 시 안전사고 예방과 유틸리티 최적 공급을 위해 이용

자가 요청 시 필요 사항을 지원하였다. 

표 2.3.4 이용자 교육 현황

  날짜 내용 대상

2015.05.14. 새빛연료과학동 안전관리 새빛동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2015.05.27. 크레인 사용자 안전교육 새빛동 사용자

2016.08.16. 배관관리(사례 전파) 새빛동 사용자

2016.09.23. 크레인 사용자 안전교육 새빛동 사용자

2017.06.20. 새빛연료과학동 현황(방재교육)  방사선비상 방재 요원

2017.08.01.
아차사례(배기관 막힘) 및 

자체처분대상 폐기물 관리계획
연구로핵연료개발부

2017.10.11. 새빛동 현장 안전점검 결과 연구로핵연료개발부

크레인 사용자 안전 교육(‘16.09.23.) 새빛동 현장 안전점검 결과 교육(‘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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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연구장비 구축 지원 현황

[2015년]

번호 지원 내역 비고

1

분전함 변경설치 공사

위치: 219호 소결실

날짜:  2015.08.10.

과제명: 고성능연구로용 원심분무 분말 기반 핵연료 개발

유틸리티 검토: 단상 220V 125A를 3상으로 전환

2

표적제조 시설 구축

위치: 228호

날짜: 2015.09.21., 11.23.

과제명: 수출주도형 연구로 판형핵연료 및 표적 개발

실험실 바닥 도장 재료 제시 및 유틸리티 검토: 300톤 프

레스에 따른 전기 배전반 설치 및 가스라인 설치

3

전기 배전반 설치

위치: 203호

날짜: 2015.11.12.

과제명: 하나로핵연료가공

유틸리티 검토: 아크멜팅 장치에 필요한 전원 배전반 설

치, 440V 125A 1개 및 30A 1개

[2016년]

1

항온항습기 설치

위치: 301호 조직시편시험실

날짜:  2016.11.03.~ 04

과제명: U-Mo 연구로핵연료

기존 설비 해체 및 신규 설비 utility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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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용자 간담회 개최

   핵연료기술개발시설에서는 이용자 현안 해결, 실험실 안전성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이용자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시설 및 장비 이용 활성화의 활용을 

향상 시키고 있다.

표 2.3.6 이용자 간담회 개최

번호 날짜 주요 내용

1 2015.01.27.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인허가 변경

공조설비 공사 일정

장비 반입 설치

가연성 물질 관리 

2 2015.06.24.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인허가 변경: 시설활용 계획 반영

가스 배관 누설시험 일정

3 2016.05.26.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인허가 변경

실험실 안전점검의날 행사

장비 설치 및 해체시 안전점검

4 2016.10.18.

2017년 시설활용 계획

방사선관리: 출입관리설비 개선, 경보발생시 대응

배관관리 사례전파

실험실관리책임자 변경

화재방호

안전점검의날 행사

5 2017.01.24.

2017년 시설 활용계획 및 주요 일정

핵물질사용 인허가 변경

전파교육: 사건사례(난방밸브실)

안전점검

[2017년]

1

고천정등 교체 설치: LED 등 27개

위치: 203호 하나로 핵연료 가공시설

날짜:  2017.11.01.~ 11.14.

과제명: 하나로핵연료가공

구매사양 검토 및 작업 감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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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기대 효과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연구로 핵연료 제조 및 첨단 핵연료 

연구개발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지원 즉, 하나로 운전에 필요한 핵연료 전량공급과 첨단 핵

연료 연구개발이 중단 없이 수행 되도록 연간 계획 정지기간, 법정 공휴일 및 연구원 휴무일

을 제외한 근무일에는 항상 가동되어 안정된 시설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금속 및 산화물 핵물질 등 각종 우라늄을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설

비 및 안전시설을 완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활동, 시설 이용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의식을 증진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축 지원 및 

이용자 간담회 활동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핵연료기술개발시설은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의 종합적 수행을 위하여 핵연료 연구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취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기반시험시설로서 시설의 무사고 안

전운전으로 연구로핵연료 제조 및 첨단 핵연료 연구개발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사

용자들로 하여금 핵연료기술개발 성과의 성과창출에 기여한다.

6 2017.07.13.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현황 자료 작성

핵물질사용 인허가 변경 일정

시설운영책임자 및 실험 관리책임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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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대성과 및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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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대성과 및 활용계획

1. 기대성과

□ 연구로판형핵연료, Fission Mo 표적 기장 신형연구로 공급 및 해외수출

   - 새빛연료과학동 내 연구로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 양산을 위한 공간 확보, 시

설 추가 구축을 통해 기장 신형연구로에 공급 및 해외수출 기반 확립

   - 연구로판형핵연료의 호주 OPAL 및 일본 JMTR 연구로, Fission Mo 표적의 호주 

OPAL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SAFARI 연구로 등에 수출 추진

□ 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 제조기술 개발 및 기장 신형연구로 공급을 통해 국제사

회 KAERI의 원자력 기술 위상 제고 및 연구로와 핵연료, 표적의 패키지화로 인한 시너

지 효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KAERI가 전 세계 유일 보유한 원심분무 분말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시장 연간 

3,000~5,000억 원 규모의 판형핵연료 및 연간 500억 원 규모의 Fission Mo 표적 

제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 가능

      (수출액 예상: ~100억 원/년)

  

□ 하나로핵연료의 공급을 통한 하나로 안정적 운영에 기여 

    - 하나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를 통한 국

가 재정 기여 및 하나로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 하나로핵연료 국산화 및 생산체계 유지를 통해 판형연구로핵연료 및 Fission Mo 표

적 양산체계 구축에 관련 know-how를 제공하여 연구개발 효율성 증대

□ 연구로핵연료 제조 및 첨단 핵연료 연구개발 기반시설 안정적 제공

    - 하나로 및 기장 신형연구로 핵연료 안정적 공급

    - Fission Mo 표적 제조기술 개발 및 양산체계 구축에 활용

    - 핵물질 취급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원자력 안전성 확보 및 핵물리 관리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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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계획

□ 기장 신형연구로 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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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SAFARI 등 해

외 연구로에 판형핵연료 및 Fission Mo 표적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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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 내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라늄 합금 원심분무 분말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2005년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하나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 전량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건설 예정인 기장 신형연구

로에 사용될 U-Mo 판형핵연료와 UAlx fission Mo 표적 생산을 위해 제조기술 개발 및 제조시설 구축을 

완료하였다. 본 과제는 수출주도형 연구로 판형핵연료 및 표적 개발, 하나로 핵연료 가공 그리고 핵연료기술

개발시설 운영 세 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부과제별 주요 수행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출주도형 연구로 판행핵연료 및 표적 개발 과제에서는 핵물질 가공사업 변경허가 심사 신청 및 

수검, 판형핵연료/표적 제조를 위한 검사/제조 장비 23종 구축, pilot 규모 판형핵연료 및 FM 표적 시작품 

제작을 수행하였다. 하나로 핵연료 가공 과제에서는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 48다발 제조 및 품질보증이력서 

발간, KINS 시설검사 등 법정검사 수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및 운영, 품질교육 및 가공사

업 관련 법정 교육 이수를 수행하였다.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운영과제에서는 새빛연료과학동 정주기 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핵물질 취급 기반 시설을 제공하여, 2006년부 12년간 무사고 운전을 

달성하였다. 또한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과제 수행으로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하나로 및 기장 신형연구로에 핵연료와 FM 표적을 공급하고, 향후 신규 건설 연구로 및 호주 

OPAL, 일본 JMTR, 남아공 SAFARI 등과 같은 해외 연구로에 핵연료와 FM 표적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연구로핵연료, 판형핵연료, FM 표적, 하나로핵연료, 핵연료기술개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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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acilities and utility equipments (No accident for 12 years since 2006), 8) User interface 

meeting for strengthening utilization of the advanced fuel science building.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the project, KAERI will supply the nuclear fuel and FM 

target to HANARO and Ki-Jang research reactor. In addition, we plan to promote export 

of the fuel and FM target to the research reactor to be constructed as well as the overseas 

research reactors such as OPAL(Australia), JMTR(Japan), and SAFARI(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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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한 미래선도형 고성능 연

구로핵연료 개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한 미래선도형 고성능 연구로핵연료 개발 과제의 연구결과임

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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