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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2-Ⅲ-1

(구조부지분야)

‘위치기술기준’의 지질특성 

항목을 보완하여 재작성

‘위치기술기준’의 지질특성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

1

구조2-Ⅲ-2

(구조부지분야)

지반구성 물질의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평가된 

지지력과 침하량의 타당성

을 제시

허용침하량을 1/2로 적용하

고 추후 건설중에 지반특성

치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할 예정

2

구조2-Ⅲ-3

(구조부지분야)

내진등급 Ⅱ으로 분류한 근

거와 배기연돌을 비내진범

주로 분류한 근거

사소해석 결과, 유사 가공시

설 적용사례, 건물 및 긱의 

안전등급 분류 등을 고려하여 

내진 등급 Ⅱ로 설계하 음

4

구조2-Ⅲ-4

(구조부지분야)

시설의 지표에서 최대지반

가속도가 0.2g 이하임을 입

증

Soil spring 방법을 사용하여 

SSI 해석을 수행하고 비탄성 

설계이론에 따라 지진하중을 

산출하여 구조물 설계를 검

토하 음

9

구조2-Ⅲ-5

(구조부지분야)

SSI 해석결과가 일반적인 

않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

질량이 없는 슬래브 코너 절

점애서 rocking 향으로 크

게 나타날 수 있음. 

11

계측2-Ⅸ-1

(계측제어분야)

계측 및 제어계통 시설에 

관한 내용이 실제 설계내용

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 보

완

서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

명서에서 설계 내용과 상이

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제

출

21

계측2-Ⅸ-2

(계측제어분야)

축전지 용량을 적합성 및 

비상전력계통이 정상전원 

공급계통과 분리 요건 검토

결과

축전지 산출결과계산서 제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cable도 별도의 tray를 사용

하도록 설계되었음

25

원안2-Ⅲ-1

(안전해석분야)

사용한 전산코드와 핵자료

가 적용대상시설에 적합한

지 입증할 방안 제시

계산오차를 계산하여 오차가 

가장 큰 값을 적용하여 미임

계한계치를 설정하 음

27

원안2-Ⅲ-2

(안전해석분야)

핵임계사고를 계측할 수 있

는 감시설비가 설계되었음

을 설명

연구용원자로연료 가공시설

에 3대 첨단핵연료연구시설

에 1대 설치하여 운 할 계

획임

28



iv

질의번호 질의 요약 답변 요약 page

원안2-Ⅲ-3

(안전해석분야)

우라늄 저장시설에서 우라

늄 금속, 분말, 연료봉, 집합

체 저장 구역별로 계산된 

Keff 값 제시 

저장 역에 해당 핵물질이 

가득 채워진 경우와 부적절

한 위치에 해당 unit가 추가 

위치하는 경우 각각의 Keff 

값 계산하여 제시

29

원안2-Ⅲ-4

(안전해석분야)

핵물질저장용기는 안전성이 

입증된 용량 이상의 핵물질

이 수용될 수 없도록 설계 

제작되었음을 입증

핵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용

기는 안전성이 입증된 용량 

이상의 핵물질이 근본적으로 

수용될 수 없도록 제작할 예

정

30

원안2-Ⅲ-5

(안전해석분야)

비균질상태인 경우 반응도

가 더 크므로 반응도가 높

은 상태에 대하여 임계도를 

재분석

금속 우라늄의 형태를 3가지

로 가정하여 임계도 값의 변

화를 계산하 으나 모두 미

임계한계치에 비해 크게 낮

은 값이었음

31

원안2-Ⅲ-6

(안전해석분야)

Chipping 및 세척공정에서 

double-batching을 가정하여 

임계도 분석

chip의 크기를 3가지로 가정

하고 batch당 간격도 3가지

로 가정하여 임계도 분석

32

원안2-Ⅲ-7

(안전해석분야)

진공경계조건을 사용한 경

우가 있으면 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를 설명

모든 계산에서 반사체 경계

조건을 사용하 음

34

원안2-Ⅲ-8

(안전해석분야)

용해주조 운반용기에서 1 

batch보다 2 batch 핵물질

이 존재할 경우 Keff가 더 

작은 원인을 설명 

재계산 결과 misprint 음. 35

원안2-Ⅲ-9

(안전해석분야)

H2O보다 수소 도가 더 높

은 물질이 사용 또는 유입

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 

이를 반 하 는지 여부

물보다 수소 도가 더 높은 

물질이 사용 또는 유입될 가

능성은 없음

36

원안2-Ⅲ-10

(안전해석분야)

우라늄 저장용기의 용량으

로 5kg을 설정한 근거를 설

명

외국에서 수입시 용기당 포

장무게가 5kg이었음.

저장시설에서 최악의 경우에

도 0.68955이므로 안전한 것

으로 판명되었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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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2-Ⅲ-11

(안전해석분야)

핵연료집합체 제조공정에서 

double-batching을 고려하여 

임계도 분석

2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인접

한 경우 집합체 간의 거리 

변화에 따른 계산 결과를 제

시

38

원안2-Ⅲ-12

(안전해석분야)

운전중 액체폐기물 저장시

설의 우라늄 농도를 안전농

도 이하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제시

우라늄 농도 예측값은 

2.03x10
-6
μCi/cm

3
이며, 계산

된 20% 농축우라늄의 안전농

도인 2.98μCi/cm
3 
과 비교할 

때 6.81x10-
7
에 해당

39

환경2-Ⅵ-1

(환경 향평가

분야)

기쳬폐기물 방출을 99% 

HEPA filter 제거효율로 가

정하여 선원항을 재계산하

고 주변주민에게 미치는 방

사선학적 향을 제출

Filter 효율을 고려한 선원항

에 의해 주변주민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향은 대기방출

률을 적용한 주민피폭선량의 

52%에 해당됨

40

환경2-Ⅵ-2

(환경 향평가

분야)

대기확산인자, 방사선원, 선

량확산이자, 다수시설에 의

한 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사선 향을 재평

가

종합적으로 방사선 향을 재

평가하고 결과가 반 된 환

경 향평가서를 수정하여 제

출

42

환경2-Ⅵ-3

(환경 향평가

분야)

과기부고시 96-35호의 요건

에 부합되는 우라늄핵종에 

대한 감시요건을 추가하여 

운 전 및 운 중 감시계획 

재수립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의 운

전 및 운 중 감시계획을 

재수립하여 보고서 수정 보

완

47

방평2-Ⅸ-1

(방사선

평가분야)

출입관리구역을 경유하지 

않는 출입문7중 2개의 출입

문 필요성을 재검토

출입관리구역을 통하지 않고 

방사선관리구역으로 통할 수 

있는 분은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쪽에서만 열 수 있도

록 하는 시건장치 사용 

49

방평2-Ⅸ-2

(방사선

평가분야)

설공서 Ⅷ장에 종사자 피폭

선량관리목표치 등을 추가

하여 기술할 것

수정요구사항을 반 하여 설

공서 수정 보완

50

방평2-Ⅸ-3

(방사선

평가분야)

설공서 내용이 실제 설계와 

다른 부분은 설계내용을 반

하여 수정 

설공서 내용이 실제 설계와 

다른 부분은 모두 설계내용을 

반 하여 수정 보완하 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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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평2-Ⅸ-4

(방사선

평가분야)

방사선방호 장구류의 종류

와 수량 등 상세한 내용을 

설공서에 기술

수정보완요구사항을 반 하

여 설공서을 수정

54

방평2-Ⅸ-5

(방사선

평가분야)

자연증발시설에서 액체폐기

물 처리에 따른 주변주민에

게 미치는 방사선학적 향

과 α핵종 처리를 위한 대

처방안 제시

주변주민에게 미치는 방사선

학적 향을 평가하 고 α

핵종 처리를 위하여 시설허

가변경승인신청 일정표 제시 

55

기재2-Ⅲ-1

(기계설비분야)

크레인 상세제원 및 연동장

치가 누락된 사유 제시

크레인 구매사양서를 제출하

고, Hoist, Trolley 및 

Overbridge 각각의 운전에 대

한 연동장치를 설치할 예정임

59

기재2-Ⅸ-1

(기계설비분야)

핵연료봉에 대한 leakage 

test가 누락된 사유 제시

금속핵연료인 하나로 핵연료

봉에 대한 leakage test가 필

요 없는 이유와 발전용 핵연

료와 달리 He leakage test를 

할 수 없음을 설명 

60

기재2-Ⅸ-2

(기계설비분야)

환기설비의 열부하 및 냉방

부하 용량에 관련된 설계자

료 제출

열부하와 냉방부하용량 및 

허가신청서류 상의 열부하 

및 냉방부하용량의 불일치 

내용 및 사유 기술

63

기재2-Ⅸ-3

(기계설비분야)

3, 4구역의 시간당 환기횟수 

설정에 관한 근거자료 및 

주변지역간의 압력차를 정

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공조위생설비핸드북에서 요구

하는 실내환경 조건을 만족하

고 원전연료의 기준을 적용하

여 설계하 으며, 구역간의 

압력차에 대한 계산결과 제시

65

기재2-Ⅸ-4

(기계설비분야)

각 구역의 차압조건에 대한 

정량적인 값을 제시하고 적

정한 값임을 입증

유사설비인 원전연료(주)의 

원전연료가공시설의 기준을 

참조하여 차압조건 설정

67

기재2-Ⅸ-5

(기계설비분야)

고효율입자 여과기에 적용

되는 MIL기준 및 덕트 용

접에 적용되는 ASME 기준

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 설

명

고효율입자 여과기에 적용되

는 MIL기준은 모든 code에

서 참고하고 있으며 덕트 용

접에 적용되는 AWS 규정은 

ASME 규정에서 참고하고 

있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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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2-Ⅸ-6

(기계설비분야)

여과기 하우징 및 댐퍼에 

대한 기 시험 내용이 언급

되지 않은 이유

여과기 하우징과 풍량조절댐

퍼 및 backdraft 댐퍼는 기  

시험을 수행하도록 기술되어 

있음. 기타 댐퍼는 기 시험 

필요 없음 

69

계통2-Ⅸ-1

(계측제어분야)

용어의 정확한 의미 제시 

및 규격 초과 분말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기술

용어의 정확한 의미 제시.

규격 초과 분말은 재가공 하

거나 성형성 향상을 위하여 

미세분말의 일정량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술내용을 수

정하 음

70

계통2-Ⅸ-2

(계측제어분야)

원심분무 분말가공공정과 

파쇄분말 가공공정에서 임

계안전 기준치가 상이한 분

석결과 제시

임계안전 기준치 0.9는 0.95

의 오자이며 전체 내용을 최

근 분석 자료를 사용하여 수

정보완 하 음

72

계통2-Ⅸ-3

(계측제어분야)

용해도 온도 차이가 나타나

는 이유와 도달진공도의 의

미와 원심분말가공장치의 

사용상 제한사항을 본문에 

포함

용해도 온도 차이가 나타나

는 이유와 도달진공도의 의

미를 설명하고 원심분말가공

장치의 사용상 제한사항을 

본문에 포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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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가공시설중 기확보된 

장비 목록 및 사용이력을 

제시

진공유도용해주조로외 7종 

장비의 구입연도 및 사용이

력를 제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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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치기술기준

1. 지질

1.1 광역지질

   광역지질 분석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다목적 연구로 안전성분석 보고서”를 인용하

다. 

1.1.1 지형

 핵연료 기술개발연구동 건설부지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백두산(2,744m)의 분화구로부터 발원

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고 동으로는 동해와 남으로는 대한해협과 서로는 황

해와 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는 산이 많고 북동-남서의 방향성을 갖는 지형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산의 고저와 기복은 대체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북부지역에는 표고 2,500m가 넘는 고지

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중 최고봉이 백두산이다. 남한지방에서 높은 산은 한라산

(1,950m), 지리산(1,915m) 등이 있다. 한반도의 면적은 221,000km
2
로서 반도와 주로 남

서해안에 산재하는 약 3,500개의 부속도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반도의 길이는 약 

800km이고 폭은 200∼300km 정도이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만곡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폭이 아주 좁은 砂質海濱과 평야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서해안과 남

해안은 많은 섬과 만, 조수늪지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해안선이 아주 복잡하게 나

타난다. 동해안 부근의 지역에는 경사도가 큰 급류의 강과 여러 층의 海岸段丘가 발달

하고 있으며 수심은 비교적 깊은 편이다. 반면에 서해안에서는 넓은 평지와 충적평야 

등이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지질학자들은 

동해안에서 융기가 일어나 서해안쪽으로 경사를 이루게 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태

백산맥은 한반도의 중구산맥으로서 정상과 동해안 사이의 거리는 20∼30km 정도이다. 

이 산맥의 정상이 분수형을 이루고 정상에서 동쪽으로는 급경사를, 서쪽으로는 緩경사

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소규모의 반도로써 반도 내에서 북쪽이나 남쪽으로 흐르는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또한 긴 강이 거의 없는 편이다. 압록강, 대동강, 한강 그리고 금

강 등이 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유입되는 대표적인 강으로 비록 짧은 구간이지만 하구

에서는 선박 운행이 가능하다. 반면에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대체적으로 짧고 급하며 

선박의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KOTO(1903)는 한반도를 지정학적으로 3개의 지역으

로 분류하 으며 이를 지구라고 하 다. 이들 3개의 지구는 개마지구, 古韓半島지구, 

韓陸塊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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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1.1  한반도 지정학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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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황해지구는 한반도의 서쪽과 남쪽에, 동해지구는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韓陸塊지구는 일반적으로 북동∼남서 경사를 갖는 준지구로 나뉘어진다. 이들 3

개의 준지구는 경기준지구, 옥천∼태백산준지구 및 경상준지구로써, 본 건설부지는 옥

천∼태백산준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옥천∼태백산준지구는 북서쪽으로는 경기육괴와 

북동쪽과 남서쪽은 각각 동해 및 황해에 접하고 있다. 남동쪽의 경계는 선캠브리아기

의 소백산육괴와 중생대의 경상퇴적분지의 경계와 관련이 있다. 옥천∼태백산준지구는 

대체적으로 옥천습곡대와 소백산육괴로 구성되어 있다. 옥천습곡대는 복동∼남서의 방

향성을 갖는 선캠브리아기의 변성퇴적물로 이루어졌어며, 중생대 심성암의 관입이 있

었으며 중생대∼신생대의 화산암에 의해 부분적으로 피복되어 있다. 또한 소백산유괴

는 주로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과 편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産狀은 경기

육괴와 유이하다. 본 준지구의 동쪽에는 태백산맥이 발달하고 있어 동해안이 단순한 

만곡의 해안선을 보이고 있으며 서쪽으로 가면서 산형의 표고와 기복이 점차로 감소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내장산,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등의 중생대 화산암체에 의

하여 중단이 된다. 서해안의 해안선은 매우 복잡한 편으로 이는 沈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수평원이 넓게 발달하고 있으며 丘陵이나 낮은 산이 침강되어 형성된 섬

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본 준지구의 주요 강인 금강과 산강은 남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낙동강은 대체적으로 남쪽으로 경상준지구를 통과하여 대

한해협으로 유입된다. 한강의 지류들은 북동쪽으로 흘러서 경기준지구를 가로질러 고

한반도지구의 남서측을 통과 황해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강들은 넓은 계곡을 따라 

잘 발달된 사행천을 이루고 있다. 

1.1.2 지질

     옥천褶曲帶는 한반도에서 구조가 가장 복잡한 지역으로 옥천地向斜, 옥천분지 또

는 옥천변성대 등으로 불리운다. 堆積시기는 선캠브리아기에서 초기 중생대 사이이며 

퇴적이 일어난 후 다양한 습곡작용과 변성작용을 받았다. 옥천습곡대는 퇴적과 변형의 

정도가 현저하게 다른 2개의 층으로 분류된다. 태백분지로 불리우는 신옥천지향사가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의 퇴적물은 주로 朝鮮累層群의 캠브로-오르도비스기 海

成퇴적물과 평안누층군의 석탄기 해성퇴적물, 페름기-트라이아스기 陸成퇴적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누층군의 퇴적물이 처음부터 변성작용을 받았던 것은 아니며 트라이

아스기말 송림변동 습곡작용을 받았다. 한반도의 전반적인 방향이 NE-SW 방향인 것

과는 달리 습곡대는 E-W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한 층은 옥천古地向斜로 옥천

습곡대 남서쪽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古地向斜는 여러 가지 堆積成因에 의하여 

新地向斜와 구별된다. 신지향사가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4

대부분의 고지향사 퇴적물은 후기 선캠브리아기의 옥천누층에 속한다. 본 층에서는 평

안누층군이 缺層되고 조선누층군의 암석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신지향사의 같은 층

의 화석과는 달리 꽤 많은 동물군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지향사의 암석은 주로 쥬라

기 火成활동의 결과로서 녹색편암상이나 角閃石相을 보이는 등 신지향사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3 구조형태

     강필종(197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반도의 주 구조선의 방향은 NNE-SSW이며 

이 밖에도 두 조의 CONJUGATE LINEAMENT가 존재하는데 이는 支那방향군(N1

5°E∼N75°E)과 옥천방향군(N25°, N85°W)이다. 이 방향군과 현재의 구조적 환경

과의 관계는 아직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 방향은 선캠브리아기∼중생대의 암

상과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구조가 광상, 온천, 지질구조, 단층, 

지형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선구조와 활성단층과의 관계는 밝혀

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와 인근해저분지는 수차에 걸쳐 지체구조운동의 향을 받았다. 한반도는 그 

형성시기 및 구조활동시기가 비교적 오래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단층이 존재하고 있

으며 이들은 특히 선캠브리아기의 구조구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옥천단층군은 옥천습

곡대와 경기육괴, 소백산육괴에 발달하고 있으며 NE-SW, NNW-SSE, WNW-ESE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강필종(1981)은 NE-SW 방향의 단층군이 쥬라기의 大寶造山운

동중에 형성되었거나 이 시기에 활동을 재개하 을 것이라고 보고하 다. 광역적인 횡

압력조건을 고려할 때 이는 NW-SE 방향의 횡압력으로 인해 형성된 역단층이나 

THRUST로 추정되었다. 이 단층들은 불국사변동중에 재차 활동하여 走向移動단층을 

발생시켰다. 기타 단층군(NNW-SSE 및 WNW-ESE 방향) 들은 대보조산운동과 불국

사변동중에 走向移動位작용을 받았다. 경상단층군은 본래 NNE-SSW와 WNW-ESE 

의 방향성을 갖는 走向移動단층이다. 이 단층들은 백악기지층이 이동되었는데 강필종

(1981)은 이것이 백악기 불국사변동중에 일어난 조산은동의 결과로 해석하 다. 이 단

층군에는 경상분지내의 양산단층, 구산동단층, 옥천습곡대의 전주 단츠이 포함된다. 

  부지 인근 지역내에서는 신생대에 활동한 단층들은 보고된바 없다. 

1.2 부지지질

   부지지질 분석은 “원전연료 성형가공 증설시설 정  지질조사보고서”를 인용하

다.[1.2]. 연구소부지를 포함한 주변의 지질도(한국지질도, 유성도폭, 1:50,000, 한국자원

개발연구소, 1977)를 그림1-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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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2  조사 지역 광역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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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지형

     조사지역의 지형은 금병산, 우솔봉, 도덕봉을 잇는 동부와 구봉산, 계족산을 잇는 

서부의 고지대와 저지대를 이루는 중앙부로 특징 지워진다. 이는 변성퇴적암류, 맥암

류 등의 암질의 차이에 따른 부등침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로 심성암류

로 이루어진 중앙부는 저지대를, 변성퇴적암류로 이루어진 동부와 서부는 고지를 형성

하고 있으며 특히 중서부 일대에서는 변성퇴적암류와 맥암류의 방향을 따라 능선이 

형성되어 있다.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산지는 대체로 맥암류의 발달이 

미약한 심성암지역이다. 

  조사지역의 대체적인 지형 형태는 Anti Formal Type으로 우솔봉(573.8m), 금정산

(364.1m), 대곡산(346.3m), 보덕봉(263.6m)을 연결하는 SW-NE방향의 산계를 이루고 

있다. 조사지역의 Formal Axis는 북동 방향으로 1/4의 경사를 보이며 Plunge함을 알 

수 있다. 부지는 위의 SW-NE 방향 산계에 속하는 보덕봉(263.6)의 기저부에 위치하

며 충적층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한다. 

  하계의 대체적인 형태는 수기형과 직각 수로형이다. 수기형을 보이고 있는 소류들은 

주로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과 쥬라기의 심성암 지역에서 나타나고 직각수로형 종류

는 백악기 반심성암의 관입 경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비해 본류의 “ㄹ”자형 수

로는 북동부에서 산계를 절단하며 나타난다. “ㄹ"자형 유로는 단순히 차별적 풍화, 침

식만의 결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구조선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유로의 각 부분이 동시기에 형성되었고 백악기 심성암과 반심성암의 관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자연적인 현상 또는 카르스트 지형으로 인한 잠재적인 산사태, 지표면 혹은 지하의 

침강, 융기, 함몰지역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2.2 부지 층서 및 암석각론

1.2.2.1 선캐브리아기 암석 

 선캠브리아기 암석은 부지 북동쪽의 고지대에 주로 분포한다. 이는 주로 흑운모 

편마암과 호상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Roof Pendant 상태로서 석회규산염암

과 흑운모 편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또한 흑운모 편암은 복운모 화강암 내에 Roof 

Pendant 내지 포획물로서 발달되어 있고 편마암과는 점이적인 관계를 갖는다. 선캠브

리아기 변성암류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변성퇴적암류는 주로 흑운모-백운모-녹리석-편

암과 규암, 그리고 석회암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성퇴적암류는 규암과 편암으로 나

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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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시대미상의 암석

 시대미상의 편상화강암과 반상편마상화강암은 하나로부지 조사지역의 서측과 

남측에 분포하고 있다. 본 암은 흑운모편마암을 관입하고 있으며 복운모화강암, 홍색

장석화강암, 세립질 홍색화강암 및 맥암류에 의하여 관입되어 있다. 본 암은 복운모 

화강암에 Roof Pendant로 나타나고 있다. 야외 노두에서 본 암은 반상편마상화강암과

는 직접 접하는 곳이 없어서 양자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본 부지 내의 시추

조사 결과 편상화강암이 부지의 기반암으로서 분포하고 있으며 지표하 30m이상 깊은 

심도에서는 편마상화강암으로 점이적인 변화를 보인다. 또한 운모, 녹리석등에 의해 

형성된 편리가 발달하고 있으며 입도는 중립질∼조립질이다. 그러나 노두는 대체로 풍

화를 상당히 심하게 받아 야외관찰이 쉽지 않다. 현미경관찰 결과, 본 암의 주구성광

물은 석 , 미사장석, 정장석, 운모이며 이밖에 소량의 녹니석, 견운모, Zircon, 불투명 

광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석 과 사장석에 의해 형성된 Myrmekitic Texture가 

관찰되며 석 입자의 가장자리를 따라 결정이 발생하 던 흔적이 관찰되며 견운모화

작용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1.2.2.3 중생대 암석

 중생대의 암석은 부지반경 8km 일대에 널리 분포하며 상기 중생대 이전의 암석

을 관입한 심성암류로서 흑운모화강암, 복운모화강암, 방상화가암, 홍색장석화강암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의 반샘성암류로서는 Granophyre와 석 반암, 맥암류와 석 맥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변성암류와 변성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서부를 제외한 전역에 걸

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흑운모화강암, 복운모화강암, 홍색장석화강암등은 동일 

마그마 기원으로 사료되며 흑운모화강암과 복운모화강암과의 경계는 점이적인 관계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페그마타이트질을 함유하는 것을 복운모화강암이라고 하고 흑운모

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흑운모화강암으로 하여 경계를 설정하 다. 상기의 암석들은 

관입한 반심성암류인 Granophyre와 석 반암은 점이적인 관계를 가지고 분포하고 있

으며 석 반암이 본 역의 수처에서 맥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두 암석의 야외에서의 

암상으로 보나 현미경 관찰 결과로 보나 동일 마그마 기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

사 지역의 최후기의 관입암인 염기성암맥과 산성암맥, 석 맥 등이 본 역의 수처에 관

입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흑운모 화강암은  하나로부지 조사지역의 북서측에 위치한 

남곡리, 달전리, 박산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본 암은 흑운모편마암과 반상편마상화

강암을 관입하 으며 복운모화강암과는 점이적인 상태로 접하고 있다. 장동리 부근에

서 편마암과 경계 부근에 관입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육안으로 볼 때 복운모화

강암보다 백운모의 함유량이 적고 세림질∼중립질로 입도도 작은 편이다. 복운모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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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하나로부지 조사지역의 거의 전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며 전술한 모든 암들을 관

입하 다. 그러나 석 반암, Granophyre 및 맥암류에 의하여 관입을 당하 다. 흑운모

화강암과는 점이적인 상태로 접하고 있기 Eoansd에 이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

나 백운모의 함유량은 복운모화강암이 월등하게 많다. 또한 중립질∼조립질로서 맥상

이나 렌즈상의 Pegmatite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변성퇴적암류, 흑운모편마암, 편상

화강암, 흑운모화강암과의 경계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며 Pegmatite가 농집된 곳에서

는 입자가 크다. 노두는 상당히 심하게 풍화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풍화대 층후가 

7∼10m까지 발달하기도 한다. 홍색장석화강암은 안산리, 진정리부근에서 소규모로 분

포하고 있으며 흑운모화강암과 편상화강암을 관입하고 있으나 홍색장석화강암과 복운

모화강암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Granophyre는 석 반암과 점이적인 상태로 접하

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암체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두 암체의 

암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일 마그마 기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야외에서 관찰한 결

과 본 암은 세립질∼미정질로서 석 , 장석의 반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석 반암은 궁동지역에 맥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Granophyre와는 점이적인 상태

로 접하고 있다. 본 암은 복운모화강암을 맥상으로 관입하고 있으며 주향은 N-S, N2

5°E이다. 염기성암맥은 하나로부지 조사지역내에서 대체로 드물게 분포하나 시추공 

지점에서 연암인 편상화강암을 관입한 상태로 나타났고 편상화강암 및 복운모화강암 

지역에서는 비교적 양호하게 발달하여 있다. 암색은 녹회색으로 소량의 장석이 반정을 

이루고 있으며 흑운모가 침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암의 주구성광물은 사장석, 흑

운모, 녹니석 등으로 소량의 석 이 포함되어 있어 구성 성분으로 볼 때 안산암질인 

것으로 판단된다.

1.2.3 지질구조

1.2.3.1 선구조

 하나로부지 조사지역에서는 Convex-, Concave-, Fall Face- 선구조 등 세 종류

의 선구조가 확인되었으나 뚜렷한 형태를 나타내지 않으며 연장이 불과 수km에 그치

고 있다. Convex Lineament는 주로 서부와 북동부에서 발달하고 있는데 주향은 N-S

가 가장 우세하다. 특히 서부지역의 선구조는 관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

탄진 동부에 발달하고 있는 주향 N25°E의 Convex Lineament는 옥천층군의 

Foliation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Concave Lineament는 북서부와 동부 일부 지역

에서 관찰되며 주향은 N15°W, N25°E인 것이 우세하다. 단순한 차별침식, 혹은 소

규모 파쇄면에서의 차별침식 등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이중 동부에 나타나는 선구

조는 소규모 파쇄면에서의 차별침식일 가능성이 더 높다. 지표면의 낙차를 보이는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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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Lineament는 주로 중북부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며 주향은 N30°W, N25°E 및 

N-S 등 세방향으로 나타났다.

1.2.3.2 단층

 본 조사기간동안 불과 몇 개의 단층이 확인되었을 뿐이며 금남면 황용리 남쪽 

노두에서 소규모단층이 확인되었는데 이 노두의 우측은 편마암이고 좌측은 화강암으

로 이루어졌으나 암석경계면이 단층면은 아니다. 이 노두에는 두 개의 단층면이 나타

나고 있는데 1차 단층 주향 N-S에 서측으로 약간 경사되어 나타나나 비교적 수평에 

가까운데 비해 이를 다시 절단한 2차 단층은 변위량이 약 30cm 정도로 북측이 상승하

고 남측이 하강한 형태를 보인다. 이들 단층면의 주향은 N50°W 경사는 60°SW이

다. 예정부지 서쪽 계곡에는 다른지역에서 확인되는 단층의 연장방향과 평행하게 발달

하고 있는 2개의 단층이 인지되었으나 단층변위의 방향이나 크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경부-호남고속도로의 분기점인 회덕분기점으로부터 북측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단층이 확인되었는데 이 단층의 주향은 N25°E 경사는 70°NW이며 남동부 지괴가 

북측으로 전위되는 Sinistral Type 이다. 이 단층은 하나로부지 조사지역내에 나타나는 

Lineament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이와 유사 방향성을 가진 단층이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부근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단층이 직접 연결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

으나 동일한 응력계(Stress System)의 결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본 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단층은 파쇄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풍화층에 의해 피복되었기 때문에 

야외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대체적으로 항공사진 판독으로 인지된 선구조와 일치

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따라서 단층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선구조는 단층으로 추

정할 수 있으나 이는 백악기 관입암체의 관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그 생성시기

가 오래전이고 단층면이 이미 다른 광물질로 Healing되어 있어 부지에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2.3.3 암맥

 암맥은 산성암맥과 염기성암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성암맥 보다는 염기성 

암맥이 야외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 산성암맥은 주로 세립의 석 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이들 암맥의 주향은 N30°E-N30°W로서 이중 N20°E가 가장 우세

하게 나타났고 경사는 대부분 수직하게 분포한다. 본 부지의 서북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지역에서 암맥 분포가 확인되는데 이들 암맥의 관입시기는 본 지역의 화성활

동중 최후기로서 백악기말 이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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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엽리

 엽리는 북서부의 대평리와 서대산 사이의 편마암지역과 대곡사-오봉산으로 잇

는 중앙부의 편암지역 그리고 본지역 동부에 넒게 분포하는 옥천층군 분포지역과 그 

주변부에서 관찰되었다. 북서부에서 관찰된 엽리는 편마암 분포지역중 북측으로 갈수

록 N45°E또는 N-S방향으로 주향이 변하며 경사는 대체로 45°- 65°를 유지하고 

있다. 북측으로 갈수록 주향이 바뀌는 것은 서대산 부근의 화강암 관입과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부지역 편암에 나타나는 엽리는 N45°W 55NE, N60°E, 7

5°NW, N45°NE 45°NW, E-W 70°N등 방향성이 매우 다양한데 이 지역의 편암이 

복운모화강암에 의해 Roof Pendant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복운모화강암이 편암을 관입한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본 지역 동부에는 옥천층군

이 분포하는데 이들은 주로 천매암관 규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층리와 동일한 방향으

로 엽리가 발달되어 있으며 대체로 주향 N25°E, 경사 80°정도로 나타난다. 옥천층군

의 암석에는 엽리의 회전현상이 보이는데 측 신탄진 평촌리에서는 규암의 엽리가 주

향 N80°W, 경사 75°SW로 측정되었고 계족산 북서부에서는 주향 N25°W, 경사 3

0°SW로 측정되었다. 이들은 화강암 관입에 의해 옥천층군의 암체에서 분단되어 암석

이 회전하 음을 암시하고 있다.

1.2.3.5 절리

 본 지역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선구조는 절리로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군으

로 나눌 수 있다.

   - A군 : 소규모의 절리로 발달간격은 미터당 2∼4개 정도가 발달하고 있으며 연장

심도는 비교적 얕을 것으로 추정된다.

   - B군 : 절리의 규모가 크고 발달간격은 미터당 0.1∼1개 정도이다.

  A군의 절리는 낮은 지역의 도로변 특히 절벽이 발달한 곳에서 다수 확인되며 B군

의 절리들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면서 노두가 나타나는 곳과 신선한 암체로 절벽을 

이루는 곳에서 확인된다. A군의 절리들은 암괴를 분단시키고 있으며 주부방향의 절리

배열에 따라 K형, H형 및 평행사변형 등으로 나눌수 있다.

  전체 700여개 절리의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 으나 편의상 지역적으로 대표적인 주

절리방향을 제한적으로 선택하 다. 이들 주절리의 방향선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

나 지역별 특성을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이 하나로부지 조사지역을 4지역으로 분류

하 다.

   - 제 1 지역 : 남서부지역

   - 제 2 지역 : 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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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 지역 : 동부지역

   - 제 4 지역 : 예정부지를 포함한 중앙주지역

  제1지역의 주절리 형태는 주향 N-S, 경사는 수직에 가까운 것이 우세하난 일부 

N45°W 혹은 N75°W의 주향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암맥의 발달형태와 유사

하므로 상호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2지역의 주절리 형태는 제1지역과 비슷하게 

주향N-S 방향의 절리가 많고 N45°50° 방향성을 갖는 절리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항공사진에 의한 선구조 해석결과 나타난 방향성과 잘 일치한다. 제3지역에

서의 주절리 형태는 주향 N20°E 경사 80°- 90°가 가장 우세하다. 이는 이 지역의 

지형기복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부지가 위치하는 중앙부 지역에는 주향 N-S 70°W, N65°W, 수직경사 그리고 

N60°W 30°NE 등의 방향성을 갖는 절리들이 공존하고 있다.

1.3 시추조사에 의한 부지 특성

부지의 기반암은 중생대의 복운모화강암(Two Mica Granite)으로 대표된다. 본암은 

중립내지 세립질이며, 담갈색을 띠고 있다. 주 구성광물은 석 , 정장석, 백운모, 흑운

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 흑운모화강암 및 홍색장석화강암 등이 부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상호 점이적 관계로서 각각 동일기원의 마그마 분화

상 일 것으로 보인다.

1.3.1 지반구성물질의 특성

1.3.1.1 토양층 특성

 부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토양층은 매립토와 풍화토로 대별된다. 매립토는 산

을 절토하여 매립한 토사층으로 주로 모래 및 자갈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및 유기물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매립토의 층후는 4.7∼13.5 m로 산사면에 가까울수록 얕아진다. 

풍화토는 기반암이 완전 풍화를 받아 갈색 내지 암갈색의 실트질 모래로 채취된 시료

에서는 모암조직이 발견되었으며, 풍화토의 층후는 2.5∼8.0 m이며 상대 도는 N치가 

50이상으로 매우 조 한 상태이다.

  1) 정적특성

표준관입시험 결과 매립토의 심도 3.0 m까지는 N치가 5∼24로 느슨(loose)∼보통

조 (Medium dense)한 상태이고, 3.0∼12 m에서는 N치가 50 이상으로 매우조 (Very 

dense)한 상대 도를 나타내나 심도 4.5 m까지는 전석등의 향으로 N치를 신뢰할 수 

없다. 대부분의 풍화토는 N치가 50 이상으로 매우조 한 상대 도로 양호한 지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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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치 5 8 20 50

허용지지력(qa) 3.13 t/m
2

5.00 t/m
2

12.50 t/m
2

31.25 t/m
2

태를 나타내고 있다. 심도 4.5 m까지의 N치는 불확실하고 또한 4.5 m 이하 지반에서

는 N치가 20 이상인 지반인 점을 감안하여 매립토 4.5 m를 굴착하여 양질의 

SFG(Structural Fill Granular)로 치환하도록 설계하 다. N치를 이용하여 관련 경험식

을 근거로 토양층의 허용지지력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 다. 허용지지력은 Bowles이 

제시한 다음의 관계식을 사용하 으며

   허용지지력(qa) = (N/0.8) t/m
2
 ( B > 1.2 m, 허용침하량(Sa) = 2.5 cm )

연구동의 안전성을 감안하여 허용침하량을 1.25 cm로 하여 상기식을 수정 적용하 으

며, 수정식을 기준으로 산정한 N치에 대한 허용지지력은 다음 표와 같다.

표1-1.1  N치에 대한 허용지지력 

  따라서 연구동 기초지반 이하의 N치가 20 이상인 점을 고려하고 보수성을 감안하여 

허용지지력은 12.5 t/m
2
로 선정하 다. 또한 지반반력계수는 지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1.85kg/cm
2
를 적용하 다.

  2) 동적특성

    표준관입시험 결과인 N치와 관련된 경험식을 기준으로 전단파속도를 산정하 으

며 사질토 지반에서의 N치에 따른 전단파속도는 그림1-1.3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N치가 50이상인 경우의 전단파 속도는 320 ∼ 400 m/sec의 범위를 나타내나 

본 지질의 특성을 고려하면 평균심도 4.5 m 이상의 SFG 치환 지역의 전단파속도는 

550 m/sec, 층후 4.5∼10 m 사이의 매립토의 전단파속도는 350 m/sec, 층후 10∼15 m 

사이의 풍화토의 전단파속도는 400 m/sec로 선정하 다.

1.3.1.2 암반층의 특성

 부지 지역의 암반층은 풍화암, 연암 및 경암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본 지역의 

풍화암은 실트질모래와 암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완전풍화(Completely Weathered) 내

지 심한풍화(Highly Weathered) 정도의 풍화도를 보이며, 풍화암의 층후는 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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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다. 연암은 심한풍화 내지 보통풍화(Moderately Weathered) 정도의 풍화도를 보이

며, R.Q.D는 0∼26%로 불량한 암질상태를 보이며, 경암은 지표면하 33∼46 m 심도에

서 확인되며, R.Q.D는 38∼97%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1-1.3  N치에 따른 전단파 속도

  1) 수압시험에 의한 암반의 투수계수

총 9회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암은 3.65×10
-5
∼9.05×10

-5
 cm/sec의 투수계

수를 보이며, 경암은 0∼8.51×10
-6
 cm/sec의 투수계수를 보여 본 부지의 기반암은 투

수성이 낮은 암반으로 판단된다.

  2) 공내 지하수위

시추조사 완료후 48시간이 경과하여 정수위 상태에서 지하수위계를 이용 공내 지

하수위를 측정하 다. 측정된 각공별 지하수위는 표1-1.2와 같다.

  3) 공내재하시험에 의한 암반의 평균변형계수

총 9회의 공내재하시험으로 산출한 변형계수는 풍화암의 경우 2,403 kg/cm
2
이고, 

연암은 8,939 kg/cm
2
이며, 경암은 43,050 kg/cm

2
으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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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2  지하수위 측정 결과

공 번 지반고(EL. m)
지하 수위

비  고
GL. m GL. m

BH - 1 75.002 - 4.40 70.602

BH - 2 75.098 - 4.25 70.848

BH - 3 75.036 - 4.10 70.936

  4) 점재하시험에 의한 압축강도

본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기반암의 강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조사시 채취

된 암석 시료를 대상으로 17회의 점재하시험을 실시하 으며, 점재해시험에 의한 암석

강도를 일축압축강도로 변환하기 위해 다음의 식을 적용하 다.

   일축압축강도(qu) = Is(50) × 24 

점재해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암 및 경암의 Is(50)과 일축압축강도(qu)는 다음 표와 같

다.

표1-1.3  점재하시험결과

구  분
연  암 경  암

비  고
Is(50) qu Is(50) qu

범위(kg/cm
2
) 2.5 - 9.2 59.5-221.4 2.0 - 9.9 47.6-238.5

평균치(kg/cm
2
) 5.9 140.5 6.0 143.1

  5) 일축압축강도시험에 의한 탄성계수

시추조사시 채취한 암석 2개의 시료에 대한 실내 일축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결과 탄성계수는 1.81×10
5 
∼ 3.59×10

5
 kg/cm

2
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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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부지응답

대부분 구조물의 기초지지층은 매립토와 풍화토 상부에 위치하게 된다. 매립토의 

심도 4.5 m까지의 N치가 불확실하고 또한 4.5 m 이하 지반에서는 N치가 20 이상의 

지반인 점을 감안하여 매립토 4.5 m를 굴착하여 양질의 SFG(Structural Fill Granular)

로 치환토록 설계하 다. 따라서 내진해석시 경암 상부에 위치한 토양층, 풍화암 및 

연암의 지반특성을 반 한 내진해석을 수행하 다.

1.3.3 액상화 가능성(Liquefaction Potential)

지반의 액상화현상의 발생은 지진의 크기와 지반의 상대 도에 향을 받는데 

Seed & Idriss에 따르면 두가지 변수사이에 표1-1.4의 관계가 있다. 핵연료기술개발연

구동의 지반가속도는 0.2 g 이므로 지진시 액상화현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는 상대 도가 85 % 이상이어야 한다. J. E Bowles에 따르면 N치가 20 보다 크면 상

대 도 또한 85% 이상이 되므로 매립토의 심도 4.5 m 까지의 N치가 불확실한 지역을 

굴착하여 양질의 SFG(Structural Fill Granular)로 치환하여 구조물 기초지지층의 N치

가 20 이상을 갖도록 설계하 다. 따라서 지진시 액상화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

도록 하 다.

표1-1.4  상대 도와 액상화 가능성

지반가속도
Liquefaction Potential

High Probable Potential Low probable

0.1 g Dr < 33 % 33 % < Dr < 54 % Dr > 54 %

0.2 g Dr < 60 % 60 % < Dr < 85 % Dr > 85 %

1.4 시추조사

1.4.1 조사개요

1.4.1.1 시추위치 선정

      핵연료기술개발동 건설부지의 지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공(NX)의 시추조사를 실

시하 다. 조사공의 위치선정은 주변지형 및 연구동의 배치를 감안하여 선정하 으며, 측량을 

실시하여 시추공의 좌표와 표고를 구하 다. 시추공 좌표 및 표고는 표1-1.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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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조사내용

   - 시추조사(NX)  :        3공 (125.5m)

   - 표준관입시험  :               29회

   - 수압시험      :                9회

   - 공내재하시험 :                9회

   - 공내하향식 탄성파시험 :               11회

   - 실내시험  

      ㅇ토질시험 :    1식

      ㅇ암석시험 :    1식

1.4.1.3 조사방법

  1) 시추조사

    시추조사의 목적은 지하에 분포하는 지질시료를 채취, 분석함으로써 지층의 층서, 

단층, 불연속면, 구성물질, 파쇄대 및 절리 등과 같은 지질 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시

추공을 이용하여 제반 현장시험을 실시함에 있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총 3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으며, 시추조사 결과는 표1-1.14에 요약하 다. 금번 시추조사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수행하 다.

▨ 시추기는 심도 200m 이상의 굴진 능력을 가진 Rotary형 시추기(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 다.

▨ 시추공경은 NX size(φ76mm)로 하 다.

▨ 시추심도는 계획심도까지 굴진함을 원칙으로 하 으며 기반암이 계획심도에서 나

타나지 않는 경우 기반암 확인을 위해서 추가 시추를 실시하 다.

▨ 공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층구성에 따라 Casing을 삽입하 다.

▨ 기반암의 코어는 NX size의 Double Core Barrel과 Diamond Bit를 사용하여 채취

하 다.

▨ 굴진용수는 맑은 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 다.

▨ 암반의 풍화 정도, 절리면의 방향, 균열의 발달상태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코어 회

수율(Core Recovery)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 으며, 각 시추심도별로 코

어회수율(Core Recovery)과 R.Q.D(Rock Quality Designation)를 산출하 다.

▨ 채취된 시료중 흙시료는 PVC병에 보관하고, 암석코아는 원상태를 유지하도록 시료

상자에 정리하여 보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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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4  시추기 모식도 

▨ 시추굴진 완료 후에는 구경 2″의 

PVC Strainer를 시추공내에 설치하여 

지하수위가 안정된 후 측정하 다.

  2) 표준관입시험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의 규정

에 의하여 시추작업과 병행하여 실시하

으며, 각 지층에 대한 연경도

(Consistensy), 상대 도(Relative 

Density) 및 지지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다. N치란 바깥지름 5.1cm, 안지름 

3.5cm, 길이 81cm의 Split Spoon Type 

Sampler를 Boring Rod끝에 붙여서 

63.5kg의 Hammer로 낙하고 76cm의 높

이에서 타격을 하여 Split Spoon Type 

Sampler가 30cm 관입될 때의 타격수이

다. 본 조사에서는 매립층 및 풍화대를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시험결과는 표1-1.15에 

요약하 다.

  3) 수압시험(Lugeon Test)

    본 조사지역내 암반층의 투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총 9회

의 수압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방법은 Single Packer를 사용, 하향식으로 실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 으며, 압력의 증감은 9단계로 실시하여, 각 단계에서 주입압력별로 5

분간의 가압시간을 유지하 고 청수를 사용하여 정확한 주입수량을 측정하 다. 시험

결과는 표1-1.16에 요약하 으며, 시험성과는 부록에 수록하 다. 투수계수 산출에 사

용된 공식은 다음과 같다.

                      k=
Q

2⋅π⋅L⋅H
⋅log

L
r

    

         여기에서,    L : 시험구간(cm)

                     H : 총수두 = 압력수두 + 위치수두(cm)

표1-1.5 Luge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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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입량(cm
3
/sec)

                     r : 시추공의 반경(cm)

Lugeon값을 산출하는데 사용된 공식은 다음과 같다. 

                     Lu'=
10⋅Q
P⋅L

           여기에서,  Lu’ : 환산 Lugeon 치

                      Q  : 주입량 (l/min)

                      P  : 주입압력(kg/㎠)

                      L  : 시험구간의 길이(m)

                                   

Lugeon Pattern은 아래와 같이 5개의 Type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공내재하시험 

    현장 암반의 정적 특성(Static Deformation Modulus)을 파악하기 위하여 3개 

시추공에서 9회의 암반 변형 시험을 실시하 다. Goodman Jack Test를 원칙으로 하

으나, 변형량이 큰 연암 및 풍화암은 Pressuremeter Test로 수행하 다. 각 시험 방법

은 다음과 같다.

    (가) GOODMAN JACK TEST

        본 시험에 사용된 장비는 700kg/cm
2
의 가압능력을 가진 미국 SINCO사 

GOODMAN JACK 시험기(Model 52101)로 공내에 유압 JACK을 삽입시켜 공벽에 하

중을 작용시킨후, 이때 발생되는 공경의 변형량을 측정하여 압력/변형량 곡선을 작성, 

암반의 변형계수(탄성계수)를 산출한다.

 본 시험에서는 단계별 압력증가분을 시추결과로부터 얻은 암반의 코아상태를 고려하

여 500∼1,000psi(35∼70kg/cm
2
)간격으로 최대 9,000psi(632kg/cm

2
)까지 가압하 다. 위

의 과정을 통해 얻은 값들로부터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변형계수를 산출하 다.

                     D=0.86×e×D×
△P
△D

×T
*(ν)

 여기서,  D : Calculated Modulus of Deformation, in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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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Efficiency of Jack's Hydraulic System

              0.93 for SINCO Jack Model 52101

          D : Jack Operating Point, in inches

         ΔP : Change in Jack Pressure, in psi

         ΔD : Change in Borehole Diameter, in inches

          T
* 
: Coeffcient Dependent on Poission's Ratio

표1-1.6  포아송비에 따른 T* 값

ν     0.1 0.2 0.25 0.3 0.33 0.4 0.5

T
*

   1.519 1.474 1.438 1.397 1.366 1.289 1.151

           

    (나) PRESSUREMETER TEST

        본 시험에 사용된 기기는 일본 OYO사 ELATOMETER-100으로 재하장치, 

가압장치 및 측정기기 등의 3가지 주요 계통으로 이루어진다. 시험방법은 시추공내에 

시험심도까지 Sonde를 삽입한 후 가압장치에서 Sonde 외부에 부착된 고무튜브를 팽

창시킨다. 이때 발생하는 공벽의 변위를 측정하여 변위-압력 곡선으로부터 변형계수

(탄성계수) 및 기타 공학적인 특성을 산출한다[이희근 외, 1997]. 

   이번 시험에서 단계별 압력증가량은 시추결과로부터 얻은 암반상태를 고려하여  

Loading시는 5∼20kg/cm
2
 간격으로 최대 120kg/cm

2
까지 압력을 가압시키고, 

Unloading시 는 10∼20 kg/cm
2 
간격으로 감압시켜 각 압력단계별로 15, 30, 60초의 가

압 시간을 유지 하면서 각각의 변위를 측정 기록하 다.

 변형계수(탄성계수)는 P-R Curve의 Elastic Phase에서의 기울기에 따라 계산되며 다

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D  =  (1+ν) ․K ․ Rm

여기에서, D : 변형계수(kg/cm
2
)               

         ν : Poisson's Ratio               K : 반력계수(△P / △R)

        △P : Py - Po                   △R : Ry - Ro

              Rm = (Ro + Ry)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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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5  공내재하시험 모식도       

  5) 공내하향식 탄성파시험(DOWN HOLE TEST)

    단일 시추공을 이용하는 하향식 탄성파시험(Down hole test)은 에너지원(Energy 

Source)을 지표면에 최대한 착시키고, 충격파의 하부지층으로의 전달이 용이하도록 

설치하 다. 또한 수진기는 시추공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지표면으로부터 하

부 지층으로 수직경로를 따라 전달되는 파의 형태를 포착하 다. 이때 전단파속도는 

수진기의 각 설치지점의 심도와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수진기에 포착된 파의 도달시

간 차이에 의해 구할 수 있다[Auld, B. (1977)].

  시험방법은 측정지점의 시추공 지표면에서 햄머를 사용하여 수진기에 포착되는   

파형의 최초 도달이 지진동 기록계에 상향 선형으로 나타나도록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전달파의 도달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극성(Polarity)을 반대방향으로 

바꾸어 발진시킨다. 따라서 지표면에 설치된 에너지원은 햄머와 두개의 강판으로 구성

되며 수진기의 Trigger System은 강판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원은 극성이 서

로 상반된 방향으로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강판을 양쪽 방향으로 배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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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6  공내하향식 탄성파탐사 모식도

  6) 지하수위 측정

    지하수위의 분포상태는 안정성 해석 및 시공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추조사 완료 

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정수위 상태에서 지하수위계를 이용하여 공내 지하수위를 

측정하 다. 각 공별 지하수위는 표1-1.19와 같다. 조사된 지하수위는 계절의 변화, 토

공작업 따른 지하수 유동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

다.

  7) 실내토질시험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한 표준관입시험 조사시 채취한 교란시료(Disturbed 

Sample)를 대상으로 흙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KS F 규정에 의거 실내토

질시험을 실시하 으며, 시험결과는 표1-1.20에 수록하 다. 

  8) 암석시험

    암석시험은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암석시험실에서 실시하 으며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 등을 측정하 다. 시험 시료는 시추시에 채취한 NX코어를 직경(D)과 높이

(H)의 비를 1:2로 성형하여 시험에 사용하 다. 암석시험 결과는 표1-1.21에 수록하

다.

1.4.1.4 토질 분류기준 및 기재방법

  1) 흙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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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에 대한 기술 내용은 토질의 상태 즉, 점성토의 경우 연경도(Consistency), 사질

토의 경우 상대 도(Relative density)를 N치에 근거하여 기재하 고, 습윤도에서는 건

조, 습윤, 젖음 및 포화로 구분하 으며 색은 기본색에 명암 및 혼색에 대한 서술용어

를 접두어로 사용하 다[AC 또는 Casagrande system, 1948].

표1-1.7  통일분류법(U.S.C.S)에 사용되는 기호와 뜻      

토질의 종류 제1문자 토질의 속성 제2문자

조

립

토

자   갈

(Gravel)
G

(well-graded) 입도분포 양호, 세립분 

거의 없음(74μ 이하) 5%이하 함유
W

모   래

(Sand)
S

(poor-graded) 입도분포 불량, 세립분 

거의 없음
P

세

립

토

실   트

(Silt)
M

(silt) 세립분 12% 이상 함유, 

A선 하방, 소성지수 4이하
M

점   토

(Clay)
C

(clay-binder) 세립분 12%이상 함유, 

A선 상방, 소성지수 7이상
C

유기질의 실트

및 점토

(Organic Clay)

O
(low compressibility) 압축성 낮음, 

LL≤50
L

유기
질토

이   탄

(Peat)
Pt

(high compressibility) 압축성 높음,

LL≥5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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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8  통일분류법(U.S.C.S)의 흙의 공학적 분류 기준

주 요 구 분 기호 명         칭

조립토

NO.200체에  

남아있는 

흙이 50% 

이상

자    갈

 NO.4체에   

남아있는   

조립분이   

50%이상

깨끗한 

자  갈

GW
입도분포가 좋은 자갈 또는 자갈 모래 혼합토, 

세립분은 약간 또는 전무

GP
입도분포가 나쁜 자갈 또는 자갈 모래 혼합토, 

세립분은 약간 또는 전무

세립분이

있는 

자갈

GM 실트질의 자갈, 자갈 모래 실트의 혼합토

GC 점토질의 자갈, 자갈 모래 실트의 혼합토

모    래

 NO.4체를

 통과하는   

조립분이   

50%이상

깨끗한 

모  래

SW
입도분포가 좋은 모래 또는 자갈질의 모래 

세립분은 약간 또는 전무

SP 입도분포가 나쁜 모래 또는 자갈질의 모래

세립분이

있는 

모래

SM
세립분은 약간 또는 결여

실트질의 모래, 모래 실트의 혼합토

SC 점토질의 모래, 모래 점토의 혼합토

세립토

NO.200체 

통과가 50% 

이상

 실트 및 점토 

액성한계가 

 50% 이하

ML
무기질의 실트 및 매우 가는 모래, 암분 실트질 

또는 점토질의 가는 모래

CL
소성이 보통이하인 무기질 점토, 자갈질 점토, 

모래질 점토, 실트질 점토, 소성이 적은 점토

OL 소성이 낮은 유기질 실트 및 실트질 점토

 실트 및 점토 

액성한계가

 50% 보다 크다.

MH
무기질 실트, 운모질 또는 규조질의 가는 모래 

및 실트, 탄성이 큰 실트

CH
소성이 큰 무기질 점토

소성이 큰 점토

OH 소성이 보통 이상인 유기질 점토

유기질이 매우 많은 흙 Pt 이탄 및 그 외의 유기질이 극히 많은 흙



25

  표1-1.9  통일분류법(U.S.C.S)의 흙의 공학적 분류 기준

분  류  기  준

세립분의 백분율을 근거로 

분류

No.200체 통과량이 5%미만

  : GW, GP, SW, SP

No.200체 통과량이 12%이상

  : GM, GC, SM, SC

No.200체 통과량이 5-12% 

  : 이중기호로 표기되는 

    경계 부분의 분류

Cu = D60 / D10  4보다 크다

Cg = (D30)²/ D10×D60  1-3사이 GW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면 GP

Atterberg한계가 A-선 아래 

표기되거나 소성지수가 4이하 GM
평행선을 그은 부분에 표기되

는 Atterberg한계들은 이중 

기호를 사용하는 경계 부분의 

분류이다.

Atterberg한계가 A-선 위에 

표기되거나 소성지수가 7이상  

GC

Cu = D60 / D10  6보다 크다

Cg = (D30)²/ D10×D60  1-3사이 SW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면 SP

Atterberg한계가 A-선 아래 

표기되거나 소성지수가 4이하 

SM

평행선을 그은 부분에 표기되

는 Atterberg한계들은 이중 

기호를 사용하는 경계 부분의 

분류이다.
Atterberg한계가 A-선 위에 

표기되거나 소성지수가 7이상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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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10  흙의 육안적 분류

구 분
흙 입자의 육안적인

일반적인 상태

손으로 쥐었다 놓음
습윤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끈

모양으로 꼴때
건조 상태 습윤 상태

모  래

(SAND)

개개의 입자의 크기가 

판별될 수 있는 입상

을 보임.

건조상태에서 흩어져 

내림.

덩어리지지 않

고 흐트러짐.

덩어리를 가볍게 

건드리면 흩어

짐.

끈모양으로 꼬

아지지 않음.

실트질모

래

 (Silty 

SAND)

입상이지만 실트와 점

토가 섞여서 약간 점

성이 있음. 

모래질 특성이 우세

덩어리를 가볍

게 건드리면 흩

어짐

덩어리지며 조심

스럽게 다루면 

부서지지 않음. 

끈모양으로 

꼬아지지 않음.

모래질실

트

 (Sandy 

SILT)

적당량의 세립질 모래

와 점토를 함유하고 

실트입자가 반이상임.

건조되면 덩어리가 쉽

게 부서져서 가루가 

됨.

덩어리지며 자

유롭게 만져도 

부서지지 않음. 

부서지면 가

루와 같은 감촉. 

덩어리지며 자유

롭게 만져도 부

서지지 않음. 

물을 부으면 

서로 엉킴.

끈모양으로 꼬

아지지 않으나 

작게 끊어지고 

부드러우며 약

간의 점성이 있

음. 

실  트

(SILT)

세립질 모래와 점토는 

극소량을 함유하고 실

트 입자의 함량이 

80% 이상임. 

건조되면 덩어리지나 

쉽게 부서져서 가루 

감촉의 가루가 됨. 

덩어리지며 자

유롭게 만져도 

부서지지 않음.

덩어리지며 자유

롭게 만져도 부

서지지 않음. 

물을 부으면 

서로 엉킴.

완전히 꼬아지

지는 않으나 작

게 끊어지는 상

태로 꼬아지고 

부드러움. 

점  토

(CLAY)

건조되면 아주 딱딱한 

덩어리가 됨. 

건조상태에서 잘부서

지지 않음.

덩어리지며 자

유롭게 만져도 

부서지지 않음.

덩어리지며 자유

롭게 만져도 부

서지지 않고 찰

흙 상태로 됨.

길고 얇게 꼬아

짐. 

점성이 큼.



27

표1-1.11  흙의 함수상태

함 수 비  (%) 상  태

 0 ∼ 10

10 ∼ 30

30 ∼ 70

70 이상

건조 (Dry)

습윤 (Moist)

젖음 (Wet)

포화 (Saturated)

 

   (2) 모래지반의 N값에 의한 강도의 판정과 지지력 계산

      모래의 상대 도, 전단저항각과 N값과의 관계는 Peck 등에 의하면 표1-1.12와 같

이 된다. 사질토에 적용될 수 있는 Dunham의 식은 다음과 같으며, N값과 전단저항각

에 관한 관계를 통합하면 (그림1-1.7, 1-1.8)와 같다[N치를 이용한 기초 흙막이 설계 

계산 예, 1991][기초공학원론, 1991].

  집중 입경이 둥근입경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ø = (12N)  + 15

  둥근 입자이고 입도분포가 좋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ø = (12N)  + 20

  모난 입자이고 입도분포가 좋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ø = (12N)  + 25

N값에서 모래의 전단저항각이 추정되면 다음 식으로 극한지지력을 구할 수 있다.

     qd = β․B․γt․Nγ + γt․Df․Nq

여기서, qd : 극한지지력 (t/㎡)

        β  : 형상계수 = 0.5 (연속기초), 0.4 (정사각형), 0.3 (원형기초) 

        B : 정방형 기초의 폭 또는 원형기초의 직경 (m)

       γt : 흙의 단위체적중량 (t/㎥)

       Df  : 기초의 유효 깊이 (m)

     Nγ, Nq : 지지력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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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12  사질토의 N치와 상대 도, 전단저항각(ø)과의 관계

N치
Soil

 condition

Relative 

density(Dr)

Angle of 

shear 

resistance 

(ø)

Feel or touch

4 이하 Very loose < 0.2 < 30 D13 철근이 손으로 쉽게 관입

4 ∼ 10 Loose 0.2 ∼ 0.4 30 ∼ 35 삽으로 굴착가능

10 ∼ 30 Medium 0.4 ∼ 0.6 35 ∼ 40
D13 철근이 5파운드 함마로 

쉽게 타입

30 ∼ 50 Dense 0.6 ∼ 0.8 40 ∼ 45
D13 철근이 5파운드 함마로 

쳐서 30cm정도 타입

50 이상
Very 

dense
0.8 < 45 <

D13 철근이 5파운드 함마로 

5-6cm 정도 관입

굴착시 곡괭이가 필요하며 

타입시 금속음 발생

그림1-1.7 모래의 전단저항각(∅)과 N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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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8  N치에 의한 모래의 전단저항각(∅)과 지지력계수와의 관계

   

1.4.1.5 암반의 분류 및 기재방법

  1) 암반의 분류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기반암은 풍화정도에 따라 심히 풍화된 암 (Weathered 

Rock), 보통 풍화된 암(Soft Rock), 약간 풍화된 암(Moderately Hard Rock) 및 신선한 

암(Hard Rock)등으로 기반암의 특성을 구분하 다[Core Logging Commitee, 1978].

  2) 암반의 기재방법

    암석코어에 대한 기술내용은 색, 균열의 간격, 풍화상태, 암석명, 강도 등이다. 

    가) 색 

       색은 기본색(황색, 갈색, 청색, 회색 등)에 담(연한)과 암(진한)의 명암 및 혼색

에 대한 서술용어를 사용하 다. 

    나) 풍화도 (Decomposition) 

① 신선 (D-1, Fresh Rock) : 풍화 작용의 흔적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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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간풍화 (D-2, Slightly Weathered, S.W) : 기반암중에 발달된 불연속면을 따라 

미약한 풍화 작용이 시작되고 있으나 암석 자체는 아무런 풍화작용이 일

어나지 않은 상태.

③ 보통풍화 (D-3, Moderately Weathered, M.W) : 전 암석 표면에서부터 풍화가 진

행중이며, 색조는 변하 으나 손으로 쉽게 부스러뜨릴 수 없는 상태.

④ 심한풍화 (D-4, Highly Weathered, H.W) : 암석내부까지 풍화가 진행중이며, 점토

물질이 협재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쉽게 부스러뜨릴 수 있는 상태.

⑤ 완전풍화 (D-5, Completely Weathered, C.W) : 암석 전체가 풍화되어 흙으로 변화

되었으나 모암의 원조직과 구조를 지니며, 간혹 풍화를 받지 않은 암편을 

함유하는 상태.

    다) 강도 (Strength)

① 매우강함 (S-1, Strong) : 여러번의 함마 타격으로 깨지며 Conchoidal한 조각과 각

이 날카로운 정도.

② 강함 (S-2, Moderately Strong) : 한두번 정도의 강한 함마 타격으로 깨지며 각이 

날카로운 정도.

③ 약함 (S-3, Weak) : 함마로 눌러 으스러지는 정도.

④ 약함 (S-4, Very Weak) : 손가락의 압력으로 눌러 으스러지는 정도.

    라) 균열 (Fracture) 

① 매우 넓은 간격 (F-1, Very Wide)  :     > 100cm 

② 넓은간격 (F-2, Wide)             :   20cm ∼ 100cm

③ 보통간격 (F-3, Moderate)         :   10cm ∼  20cm

④ 근접간격 (F-4, Close)            :    5cm ∼  10cm

⑤ 매우 근접 간격 (F-5, Very Close)  :      < 5cm

    마) 코어의 형상



31

 

구 분 코어의 형상 코어의 길이 비       고

Ⅰ 장 주 상 10cm 이상

Ⅱ 단 주 상 5 ∼ 10cm 대부분 원형 코어

Ⅲ 암 편 상 5cm 이하 원형이 아닌 코어가 우세함

Ⅳ 역    상 코어의 형태가 남아 있음

    바) 코어회수율과 R.Q.D 계산

① C.R. (Core Recovery) ;

   C.R.=
length of core recovered
length of core run

 × 100(%)

② R.Q.D. (Rock Quality Designation) ;

          R.Q.D.=
∑ core segments >  10cm

length of core run
 × 100(%)

③ R.Q.D와 암반의 양호도

     

 R.Q.D (%) 암반의 양호도 비  고

0  ∼  25

25  ∼  50

50  ∼  75

75  ∼  90     

90  ∼  100     

Very poor

Poor

Fair

Good

Excellent

1.4.2 조사결과

1.4.2.1 시추조사

      시추조사는 NX 규격으로 3개 지점에서 실시하 다. 조사결과 각 시추지점의 지층별 

층후는 상이하나 대체로 매립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및 경암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조

사 지역의 측량성과는 표1-1.13과 같고, 각 공별 지층 상태는 표1-1.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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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13  시추공 좌표 및 표고     

공 번

좌  표
지 반 고
(EL. m)

비 고

X Y

BH-1 871.9037 1847.9278 75.002

BH-2 851.4308 1863.1232 75.098

BH-3 831.6996 1876.4535 75.036

표1-1.14  각 공별 지층 상태     

공  번

지 층 분 포 상 태 (m)
S.P.T

(회)
매 립 풍화토 풍화암 연 암 경 암 합 계

BH-1 13.5 2.5 2.0 15.0 4.5 37.5 11

BH-2 7.0 8.0 5.5 25.5 4.0 50.0 11

BH-3 4.7 5.8 15.0 9.0 3.5 38.0 7

계 25.2 16.3 22.5 49.5 12.0 125.5 29

  1) 매립층

    본 지역의 최상부에 분포하는 매립층은 산을 절토하여 매립한 토사층으로 주로 

모래 및 자갈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및 유기물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매립층의 층후

는 4.7∼13.5m로 산사면에 가까운 BH-3지점으로 갈수록 매립층의 층후는 얕아지고 있

다.

  2) 풍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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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암은 풍화의 정도에 따라 풍화토, 풍화암, 연암 및 경암으로 분류 하 다. 상

부 풍화대인  풍화토는 기반암이 완전풍화(Completely Weathered)를 받아 갈색 내지 

암갈색을 띠며, 손으로도 쉽게 부서지는 실트질모래 상태이나 표준관입시험시 채취된 

시료를 통해 모암조직이 인지된다. 풍화토의 층후는 2.5∼8.0m이며 상대 도는 N치 50

이상으로 매우 조 한 상태이다.

  3) 풍화암

    풍화암은 표준관입시험의 N치 50/10을 기준으로 풍화토와 구분하 다. 본 지역의 

풍화암은 실트질 모래와 암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풍화(Completely weathered) 

내지 심한풍화(Highly weathered) 정도의 풍화도를 보이며 부분적으로 차별풍화

(Differential weathering)에 의한 연경의 교호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풍화암의 층후는 

2.0∼15.0m로 나타났다.

  4) 연암

    연암은 높은풍화(Highly weathered)∼보통풍화(Moderately weathered)정도의 풍

화도를 보이며, 파쇄 및 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코어회수율은 0∼86%, R.Q.D는 0∼

26%로 불량한 암질상태를 보이고 있다. 

  5) 경암

    본 지역에서는 지표면하 33∼46m심도에서 확인되며,  코어회수율은 62∼100%, 

R.Q.D는 38∼97%를 보인다. 

1.4.2.2 표준관입시험

      시추작업과 병행하여 3개의 시추공에서 29회의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결

과는 다음의 표1-1.15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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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15  표준관입시험 결과

심도(m)
 N치

지 층 비 고
BH-1 BH-2 BH-3

1.5 22/30 24/30 8/30

매 립

전석 등의 향으로 

N치가 과장되어 

신뢰할수 없음

3.0 20/30 5/30 50/5

4.5 50/30 50/5 50/7

6.0 50/18 50/20 22/30

풍화토
매우조

(Very dense)
7.5 50/28 50/30 50/23

9.0 50/19 50/23 50/10

10.5 50/17 50/17 50/2

풍화암
매우조

(Very dense)

12.0 50/13 50/15

13.5 50/10 50/13

15.0 50/17 50/3

16.0 50/2 50/2

    

    

  1) 매립층

    심도 3.0m 까지는 N치 5∼24로 느슨(Loose)∼보통조 (Medium dense), 3.0∼

12.0m에서는 N치 50 이상으로 매우조 (Very dense)한 상대 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본 부지의 매립층은 자갈이나 콘크리트조각 등이 혼재되어 N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N치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풍화대

    풍화대는 BH-3의 6.0m 심도를 제외하면 N치 50회 이상으로 매우조 (Very 

dense)한 상태를 보인다. 

1.4.2.3 수압시험

       총 9회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암은  3.63×10
-5
 ∼ 9.05×10

-5
 cm/sec의 투수

계수를 보이며, 경암은 0 ∼ 8.51×10
-6
cm/sec의 투수계수를 보여, 본 부지의 기반암은 투수

성이 낮은 암반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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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16  수압시험 결과  

공  번
시험심도

(GL.-m)

구간
(m)

풍화도
투수계수

(cm/sec)

C.R.
(%)

R.Q.D
(%) 비  고

BH - 1

32.0 ∼ 35.0 3 M.W∼S.W 3.63×10-5 62 17
Turbulent 
flow

34.5 ∼ 37.5 3 M.W 4.97×10
-5 93 38

Laminar 
flow

BH - 2

42.0 ∼ 45.0 3 H.W 8.04×10-5 72 0
Turbulent 
flow

44.0 ∼ 46.0 2 M.W 9.05×10
-5 86 26

Laminar 
flow

46.0 ∼ 48.0 2 S.W∼FR 0 100 97 -

48.0 ∼ 50.0 2 FR 0 100 96 -

BH- 3

30.0 ∼ 33.0 3 H.W∼M.W 1.65×10
-5 56 17 Dilation

32.0 ∼ 35.0 3 H.W∼M.W 8.51×10
-6 70 5 Dilation

35.0 ∼ 38.0 3 S.W∼FR 1.87×10
-6 100 86 -

 

1.4.2.4 공내재하시험

      공내재하시험으로 산출한 변형계수는 풍화암 1,762∼3,044 kg/cm
2
(평균 2,403 

kg/cm
2
), 연암 2,773∼16,200 kg/cm

2
(평균 8,939 kg/cm

2
), 경암 15,400∼70,700 kg/cm

2
(평균 

43,050 kg/cm
2
)으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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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17  공내재하시험 결과     

공  번 심 도(m) 풍화도 변형계수(㎏/cm
2
) 비  고

BH - 1

17.5 C.W. 1,762 풍화암

32.5 M.W.∼S.W. 10,019 연  암

36.0 S.W. 15,400 경  암

BH - 2

22.0 H.W.  2,773 연  암

45.0 M.W. 16,200 연  암

47.0 S.W.∼FR. 19,300 경  암

BH - 3

15.5 C.W. 3,044 풍화암

30.0 H.W.∼M.W. 6,765 연  암

36.0 S.W.∼FR. 70,700 경  암

1.4.2.5 공내하향식 탄성파시험

      시추공 3개소에 대하여 총11회의 Down-Hole Test를 실시한 결과 P파 속도가 풍화

암은 1481m/sec, 연암은 평균 1,927m/sec이며, 경암은 평균 2,334m/sec이다.

표1-1.18  공내하향식 탄성파시험 결과  

공번
시험심도
(GL-M)

Vp
(m/sec)

Vs
(m/sec)  비 고

BH-1

24.0 1600 833 연암

32.0 2025 969 연암

37.0 2439 1204 경암

BH-2

29.0 2022 933 연암

36.0 2058 956 연암

45.0 2278 1093 연암

50.0 2564 1250 경암

BH-3

20.0 1481 774 풍화암

26.0 1571 833 연암

32.0 1935 991 연암

36.0 2000 1034 경암



37

  

1.4.2.6 공내 지하수위

       각 공별 공내 지하수위는 표1-1.19와 같다. 관측된 지하수위는 강우, 계절의 변화, 

토공 작업에 따른 지하수 유동 등의 요인에 의해 변화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표1-1.19  지하수위 측정 결과    

공번 지반고(EL. m)
지하수위

비 고

GL. m EL. m

BH - 1 75.002 -4.40 70.602

BH - 2 75.098 -4.25 70.848

BH - 3 75.036 -4.10 70.936
    

1.4.3 실내시험 성과

1.4.3.1 토질시험

  흙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조사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를 대상으로      

 물리적 시험(Index Test)를 시행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1.20  실내 토질시험 결과      

공번 심도 
(m)

함수비
(%)

비중

입도      

U.S.C.S 비  고Proportion(%)

Gravel Sand Silt Clay

BH-1 7.5 19.7 2.64 54.6 23.8 21.6 - GM 매  립

BH-2
6.0 13.1 2.65 67.2 9.2 23.6 - GM 매  립

13.5 14.6 2.65 0 77.7 22.3 - SM 풍화토

BH-3
6.0 19.8 2.66 0 74.9 25.1 - SM 풍화토

15.0 14.0 2.65 0 73.5 26.5 - SM 풍화토

1.4.3.2 암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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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지역의 시추코아를 대상으로 실내시험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1.21  암석시험 결과

공 번
시험심도
(m)

암 종
비 
중

공극율
(%)

탄성파속도
(m/sec)

일축압축
강    도
(kg/cm2)

 률
10
5
(kg/cm

2

)

포아송
비

P파 S파

BH-2 48.2∼48.5 Granite 2.62 0.93 3,390 2,140 890 3.59 0.30

BH-3 36.1∼36.5 Granite 2.59 1.89 3,190 1,840 290 1.81 0.26

1.4.3.3 점재하시험 (Point Load Test)

      본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기반암의 강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조사시 채

취된 화강암의 암석 시료를 대상으로 17회의 점재하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 성과표는 

부록에 수록하 으며,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1-1.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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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22  점재하시험 결과 

공번 시험심도(m) Is(50)(kg/cm
2
) qu(kg/cm

2
) Remarks

BH-1

33.3∼33.5 6.18 148.27 경암

33.8∼34.1 6.01 144.22 경암

35.1∼35.2 2.87 68.93 경암

36.5∼36.6 4.58 109.97 경암

37.3∼37.5 1.99 47.64 경암

BH-2

35.8∼35.95 2.48 59.54 연암

44.9∼45.0 5.13 123.21 연암

45.6∼45.7 6.73 161.54 연암

46.0∼46.25 2.93 70.31 경암

46.4∼46.6 4.72 113.38 경암

47.9∼48.15 6.84 164.21 경암

49.2∼49.4 8.69 208.59 경암

49.9∼50 8.20 196.84 경암

BH-3

34.3 9.22 221.36 연암

34.5 8.05 193.10 경암

34.6∼34.8 3.86 92.61 경암

37.5∼37.6 9.94 238.53 경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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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구조 2-III-2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구조부지실 심택모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에 관한서류

4. 검토분야 : I. 위치 기술기준의 1. 지질

5. 질의내용(구조 III-5의 2)관련 재질의)

  ( 기술적 근거 제시요구)

(1) 지반지지력 및 침하량은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타격수 N만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지반의 특성을 한가지 시험법으로 정의하는 것은 신뢰성이 미흡함. 따라서 

지반구성 물질의 전반적인 특성(물질의 분포특성, 점착력, 마찰각, 단위중량, 지하

수조건 및 기초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기 평가된 지지력과 침하량의 타당성을 제

시히십시오.

  <추가질의>

(2) 굴착중 지반조건 및 설계특성 확인을 위한 계획(시험포함)을 제시하십시오.

답변

1. 질의하신 기술적 근거요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현장조사를 통하여 획득된 자료는 토양층에 대한 N값과 풍화암, 연암 및 

경암에 대한 공내변형시험값 등이 있다. 현장여건상 토양층에서는 공의 붕괴로 

인하여 Casing작업이 이루어져서 공내재하시험을 수행하지 못하 음. 

- 지반의 기초공학적 성질, 즉 허용지지력, 허용침하량과 같은 역학적 성질을 규명

하려면 구조물의 지지층에 대한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통하여 구

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당시(현재 상태도 동일)의 현장여건은 사질토인 기초지반에 대한 불교란시료를 

지지층 심도에서 채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또한 평판재하시험 등 

현장시험을 통한 기초지지력 산정 및 침하량 산출은 현재의 지표면이 기초지지

층이 아니므로 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사단계에서 지반의 

역학적 성질을 밝히는 시험법으로는 이번에 채택한 표준관입시험은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임.

- 구조물 특히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지반조사는 시추조사와 시추공내에서 측정하

는 N치 및 채취된 흙의 관찰기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흙의 역학

적 성질의 판단은 N치를 유일한 자료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N치는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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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으로 구할 수 있는 동시에 흙의 시료가 채취된다는 큰 특징을 갖고 있으며, 

또 그 값을 근거로 여러 가지 기초공학적인 성질을 추정할 수 있는 시험법임.

- N치를 이용한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Meyerhof에 의한 

식 ② Bowles에 의한 식 등이 있으나 이 값들은 대동소이 함. 

- 지반의 변형계수는 N치에 의한 환산값과 현장에서 수행한 공내재하시험을 값을 

비교하여 보수적인 값을 취하여 계산에 이용하 음.

 

- 이러한 환산식의 부정확성을 극복하고 설계의 보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조 

Ⅲ-7에서 답변한 내용처럼 허용침하량을 1/2로 적용함으로써 설계의 보수성을 

유지하 음.

 

- 추후 건설중에 지반특성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판재하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므

로 현재 추정한 기초지반의 특성치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할 것임.  (공사시방서 

2.3절 참조)      

  

2.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굴착중/굴착후 지반조건 및 설계특성 확인을 위한 계획(시험포함)이 다음의 설계

문서에 명기되어 있음. 

- 굴착면 지층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굴착면에 대한 시추 또는 시험을 하도록 

공사시방서(토목공사) 1.5.7절 ‘가’항에 명기되어 있음.

      

- 지지층에 대한 검사는 공사시방서(토목공사)의 2.3절에 기술되어 있음.

  

- 지지층의 확인을 위해 시공자는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제출토록 

공사시방서(토목공사) 1.11절에 기술되어 있음.

 

- 지지층의 지반지지력의 요건은 굴착도면(도면번호 FRF-DE-DW-C-051)    

NOTE 4, 5에 명기되어 있음.

첨부서류

  1. 굴착도면 1부.





한국원자력연구소- 4 -

1. 질의번호 : 구조 2-III-3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구조부지실 현창헌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에 관한서류

4. 검토분야 : II. 구조 및 설비의 10. 내진성

5. 질의내용(구조 III-8 관련 재질의)

  (기술적 근거 제시요구)

  - 본 시설의 연구동 건물을 내진등급 II급으로 분류한 근거와 배기 연돌을 비내진범

주로 분류한 근거(사고해석 및 구조물 내부에 있는 기기 및 계통 안전등급을 고

려하여)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다시 답변하십시오.

답변

1. 사고해석 결과

   본 시설에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고는 핵임계사고와 화재 혹은 폭발에 

의한 방사선물질 누출사고이다(별첨 사고해석 참조). 

  가. 핵임계사고

     현재까지 알려진 핵임계사고는 대부분이 핵임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고안된 실험

장치 또는 원자로 및 핵분열물질 용액의 화학공정에서 발생하 으며, 본 시설과 같은 

건식공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핵임계사고는 알려진 바 없다. 그리고 본 시설의 공정에 

대한 핵임계 분석결과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 화재 혹은 폭발에 의한 방사선물질 누출사고

     본 시설에서 취급하는 우라늄합금 분말, 알루미늄 분말 및 수소 가스의 양은 소

량이고, 취급하는 공정이 안전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이 적절하게 설계 시공되어 있

어 폭발 및 화재로 인한 사고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소결로 실내의 

가스분배계통으로 수소가스가 공급되는 주공급파이프가 파열되어 수소가스가 누출․

폭발하면서 소결체 제조공정 구역내의 조적벽이 파손되고 동시에 화재가 발생되어 첨

단핵연료연구시설 전체로 확산되면서 동시에 연구용원자로연료 가공시설로 화재가 확

산하여 방사선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할 때 최대유효선량은 9.30x10
-3
Sv, 갑상선 등가선

량은 1.59x10
-5
Sv로 10CER100.11에 제시된 기준치인 0.25Sv, 3Sv와 비교하여 각각 

3.72%, 5.30x10
-4
%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고 해석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가정들이 중첩하여 보수적으로 적용되었다.

∙첨단핵연료연구시설과 연구용원자로 가공시설은 분리되어 있으나 연구동 전체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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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확산된다.

∙화재시 배기계통이 차단되지 않고 계속 작동

∙HEPA filter 파손, 

∙우라늄 누출량 이중 계산

∙우라늄에 대한 선량환산인자의 폐(lung)  흡수형태를 가장 보수적인 F(fast) 적용

따라서 실제 화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시 피폭선량은 위에서 계산된 수치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외국의 유사 가공시설 적용사례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의 가공시설과 장비 및 시설 내용이 유사하고 동일한 농축도

의 우라늄을 사용하는 카나다 AECL의 Chalk River 가공시설은 출장자들의 출장 보고

에 따르면 시설 벽면에 창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내진시공한 건물이 아닌 것으로 판

단됨

3. 건물, 기기 및 계통의 안전등급 분류

  가. 분류기준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의 건물, 기기 및 계통에 대해 적용되는 내진범주 분류지

침은 아래와 같다. 

    1) 안전등급 분류기준

      안전등급은 안전성 관련 건물 및 설비의 설계에 적용되어야 할 규격 및 표준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ANSI/ANS-51.1-1983(R1988)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에 원자력시설에 관한 안전등급이 아래와 같이 분류

되어 기술되었으며, 본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전등급 1(SC-1)

   ∙안전등급 2(SC-2)

   ∙안전등급 3(SC-3)

   ∙비안전등급 1(Non-nuclear safety)

•상기 규격은 원자로의 안전계통, 안전관련계통 및 구조물, 기기 등의 설계에 적용되

어야 할 규격 및 표준을 구분하는 안전등급으로서 안전등급 1, 2, 3은 원자로시설 및 

1차 냉각제에 의하여 구동되는 증기터빈 및 그 부속설비로서 지진력에 의한 손괴로 

일반인에게 방사선장애를 미치는 시설로서 내진범주 1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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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진범주 분류기준

      가) 내진범주 Ⅰ급(Seismic Category Ⅰ)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 및 건물은 시설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또 안전한 정

지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정의한다.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 및 건물은 안전정지 지진(SSE), 운전기준지진(OBE) 및 기타 적용부하에서도 

그 구조적인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나) 내진범주 Ⅱ급(Seismic Category Ⅱ)    

         내진범주 Ⅰ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건물, 구조물 및 설비로써 안전정지 지진

사고시 그 구조적인 건전성을 유지하여 방사성물질의 외부누출을 방지함으로서 인근

주민이 10CFR100.11에 제시된 기준피폭치에 상당하는 소외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사

고의 결과를 완화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시키는데 필요한 것으로, 구조물 및 

건물은 안전정지 지진사고시 구조적인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된다.

      다) 비내진범주(상용급)

         내진범주 Ⅰ, 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건물, 구조물 및 설비로써 내진설계 요

구조건이 사용되지 않는다.

    3) 품질등급 분류기준

      가) 품질등급 Q

         상기 안전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안전등급 1, 2, 3으로 분류되는 구조물, 계통 

및 구성품을 말한다. 이에 적용하는 품질요건은 10CFR50 Appendix B 혹은 이와 동등

한 규격 및 요건을 적용한다. 본 시설에서는 해당되는 건물, 건조물 및 설비가 없다.

      나) 품질등급 T

         안전등급 1, 2, 3으로 분류된 구조물, 계통 및 구성의 안전기능을 허용범위 

이하로 저하시키거나 그 기능의 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품목을 말한다. 품질등급 “T" 

로 분류된 구조물, 계통 및 구성품들에 대한 품질보증 적용요건은 품질등급 ”Q"의 품

질요건을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다) 품질등급 S

         상기 품질등급 Q, T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건물, 구조물 및 구성품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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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등급으로 분류된 품목을 말한다. 이에 적용되는 품질요건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

지는 않으나 제작자의 품질보증요건이나 산업규격을 적용한다. 

  나. 분류결과 및 적용기술기준

    1) 분류결과

∙본 시설은 감손우라늄 및 20%이하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하여 연구로용 핵연료를 

연구, 생산하는 Pilot Plant로서 시설의 안전한 운전정지요건이나 안전한 운전정지상

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시설의 핵연료 가공공정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물질은 감손우라늄 및 20%이하 저

농축우라늄으로서 방사선 장애와 관련된 주요 물리적/화학적 형태는 금속우라늄, 

U-Si, U-Mo 합금 분말, 핵연료봉 집합체이다. 대중의 안전에 향을 줄 수 있는 사

고는 화재와 폭발이며 이 경우 건물 및 구조물의 건전성이 유지되면 방사성물질의 

외부누출은 방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본 시설의 건물, 구조물, 계통 및 설비는 안전등급 1, 2, 3 으로 분류 적용되지 않는

다.

    2) 적용기술기준 

      가) 건물 및 연돌

         건물은 사고발생시 사고결과 완화의 주된 방호벽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

여 설계 시공한다.

안전등급 : 비안전등급

내진범주 : 내진범주 Ⅱ

      나) 저농축우라늄 저장시설

         저농축우라늄 저장시설은 화재 및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구조물이 파괴되더

라도 핵임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나 안전정지 지진발생시 금속, 분말, 핵연료봉 및 집

합체 상태로 저장되고 있는 저농축우라늄이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설계 시공한다.

안전등급 : 비안전등급

내진범주 : 내진범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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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구조물, 장비 및 설비

         건물, 연돌 및 저농축우라늄을 제외한 기타의 구조물, 장비 및 설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설계 제작한다.

안전등급 : 비안전등급

내진범주 : 비내진범주(상용급)

표   연구로 핵연료 구조물 및 설비의 등급 분류

번호 시설 장비명 안전등급  내진범주 품질등급 비고

1 건물 비안전등급 내진범주 Ⅱ S

2 연돌 비안전등급 내진범주 Ⅱ S

3 비상전원공급시설
기타 안전

관련 등급
비내진범주 S

4
액체폐기물 저장시

설
비안전등급 비내진범주 S

5 환기시설 비안전등급 비내진범주 S

6 유티리티시설
기타 안전

관련 등급
비내진범주 S

7 방사선안전 장비 비안전등급 비내진범주 S

8
저농축우라늄 저장

시설
비안전등급 내진범주 Ⅱ S

9
원심분무분말가공장

치
비안전등급 비내진범주 S

10 진공튜브열처리로 비안전등급 비내진범주 S

11 수직압출기 비안전등급 비내진범주 S

12 동심압출기 비안전등급 비내진범주 S

4. 내진등급 선정

  이상의 결론으로 충분히 안전을 고려하여 건물과 연돌을 내진범주 Ⅱ급으로 설계하

음. 

첨부서류

  1. 사고해석 1부



한국원자력연구소- 9 -

1. 질의번호 : 구조 2-III-4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구조부지실 현창헌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에 관한서류

4. 검토분야 : II. 구조 및 설비의 10. 내진성

5. 질의내용(구조 III-9 관련 재질의)

  (기술적 근거 제시요구)

  - (1)항에 대한 답변에는 설계지반응답스펙트럼을 지표에서 정의하여 내진설계를 수

행하 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로의 내진설계시 적용한 최대지반가속도 0.2g

는 부지 암반에서 구한 값으로서 현재 적용한 지표에서의 최대지반가속도 0.2g는 

입증되지 않은 값이므로 본 시설 부지의 지표에서 최대지반가속도가 0.2g 이하임

을 입증하십시오.

답변

1차질의 구조 III-9 관련 재질의와 관련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연료 기술개발 연구동 건물에 대한 내진해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입력지진을 지

표면에 정의하고, 설계지반응답스펙트럼은 미 Reg. Guide 1.60의 표준 설계지반응답스

펙트럼을 적용하 으나, 입력지진을 Bedrock에 정의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조물의 

내진설계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Soil Spring 방법을 사용하여 SSI 해석을 

수행하고, 비탄성 설계 이론에 따라 지진하중을 산출하여 구조물 설계를 검토하 음.

◦ SSI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Soil Spring을 사용하여 지반을 모델링하 음.

◦ 기초는 일반적으로 임피던스 함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직사각형이나 원형으로  

등가 치환할 수 있고, 치환된 기초의 형상과 지반강성 및 감쇠효과를 고려하

여 진동수와 무관한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 있음. 본 해석에서는 Elastic Half 

Space 상에 놓인 직사각형 기초로 가정하여 ASCE-4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

을 따라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 음. 임피던스 값을 계산함에 있어 지반 특성

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조사된 지반 특성치의 +50%와 -50%의 2가

지 경우를 추가로 계산하여 각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음.

◦ 상부구조물은 집중질량 보요소로 모델링되었고, 이 상부구조 모델과 계산된 

임피던스 값을 갖는 스프링 요소를 결합하여 SSI 해석모델을 작성하 음.

◦ SSI 해석모델의 해석은 범용 구조해석 전산프로그램인 SAP2000을 사용하여  

Response Spectrum Analysis를 수행하 음. 지진입력은 7% 감쇠비에 대한 



제9장   사고해석



목  차

9.1  일반사항 ·······················································································································9-1

9.1.1  방사선원 ······················································································································9-1

9.1.2  설계기준사고 ··············································································································9-3

9.2  핵임계 사고분석 ·········································································································9-4

9.2.1  핵임계안전성의 개념 ································································································9-4

9.2.2  핵임계분석 방법 ········································································································9-4

9.2.3  핵임계안전성 분석결과 ····························································································9-5

9.2.3.1  핵연료분말 제조공정 ·····························································································9-6

9.2.3.2  핵연료봉 제조공정  ···························································································9-11

9.2.3.3  핵연료집합체 제조공정 ·······················································································9-13

9.2.4  핵연료 저장시설 ······································································································9-15

9.2.5  액체폐기물 처리설비 ······························································································9-18

9.2.5.1  공정폐수 ·················································································································9-18

9.2.5.2  샤워폐수 ·················································································································9-18

9.2.5.3  핵임계 분석 ···········································································································9-18

9.2.6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9-18

9.2.7  핵임계사고 분석결과 ······························································································9-19

9.3  폭발․화재사고 분석 ······························································································9-20

9.3.1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특성 ··················································································9-20

9.3.2  폭발방지 대책 ··········································································································9-21

9.3.2.1  내부폭발 방지대책 ·······························································································9-21

9.3.2.2  외부폭발 방지대책 ·······························································································9-21

9.3.2.3  화재방호조치 ·········································································································9-22

3.3.3  폭발 및 화재의 동시사고 해석 ············································································9-23

9.3.3.1  사고대상선정 ·········································································································9-23

9.3.3.2  대기방출 경로 ·······································································································9-23

9.3.3.3  수소가스의 폭연․폭발강도 ···············································································9-24

9.3.3.4  시설에 대한 화재 향 ·························································································9-27

9.3.4  우라늄 누출량 ··········································································································9-31

9.3.5  피폭선량 평가 ··········································································································9-33

9.4  배기필터 화재사고 ···································································································9-34



9.4.1  우라늄 누출량 ··········································································································9-34

9.4.2  피폭선량평가 ············································································································9-34

9.5  우라늄 분말의 엎지름 ····························································································9-35

9.6  하중물추락 ·················································································································9-35

9.7  환기계통의 고장 ·······································································································9-36

9.8  공급계통의 고장 ·······································································································9-36

9.9  홍수 ······························································································································9-36

9.10  지진 ····························································································································9-36

9.11  시설 외부 화재 ·······································································································9-37

9.11.1  인접건물의 화재····································································································9-37

9.11.2  숲의 대형화재········································································································9-37

9.12  폭풍우 ·······················································································································9-37

9.13  낙뢰 ····························································································································9-38

9.14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보증적용 ···································································9-38

9.14.1  시설에 대한 품질보증··························································································9-38

9.14.1.1  내진 ·······················································································································9-38

9.14.1.2  저장시설 ···············································································································9-38

9.14.2  공정장치에 대한 품질보증··················································································9-38

9.15  참고문헌 ···················································································································9-39



9-1

                  비 방사능

 동위원소
Bq/g Ci/g

U-232 8.280 × 10
11

22.38

U-234 2.309 × 10
8

6.240 × 10
-3

U-235 8.001 × 10
4

2.162 × 10
-6

U-236 2.397 × 10
6

6.478 × 10
-5

U-238 1.244 × 10
4

3.363 × 10
-7

붕괴 생성물 3.000 × 10
4

8.108 × 10
-7

제 9 장  사고해석

9.1  일반사항

본 시설은 발생가능한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므로,  정상

적인 조건하에서는 발생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설계기준사고로 가정

하여 그로 인한 환경에 대한 방사능 향을 평가함으로써 본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

다. 또한 각 사고별로 시설구역경계에서의 개인피폭선량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방

사선량 등을 정하는 기준(과학기술부 고시 제 98-12 호)
(1)
 및 10 CFR PART 100

(2)
에 

제시된 선량한도 및 기준치와 비교․평가하 다.

9.1.1  방사선원

본 시설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원은 우라늄 핵종으로써 그 방사능은 각 핵종의 농축도

별 비방사능에 의해 결정된다. 20 wt% 이하의 농축우라늄 및 천연우라늄의 동위원소

별 비방사능은 표 9-1 ∼ 표 9-4에 제시하 다.

<표 9-1>  우라늄의 동위원소별 비방사능

U-235의 농축도가 0.7 wt%인 천연우라늄의 알파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은 주로 

U-234에 의한 것이며 천연우라늄의 동위원소별 방사능의 분포는 표 9-2와 같다.  

U-234의 함유량은 U-235의 농축과정에서 같이 증가하므로 U-235의 농축도의 증가에 

따라 U-234 및 U-235의 분율이 증가하므로 우라늄의 비방사능은 증가한다.  표 9-3

에서는 U-235의 농축도의 변화에 따른 비방사능의 변화를 나타냈으며, 표 9-4는 5 

wt% 농축도의 우라늄의 비방사능을 나타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5 wt% 농축우라

늄의 비방사능은 천연우라늄의 약 4배정도이므로 내부피폭의 관점에서 농축우라늄은 

천연우라늄에 비해 더욱 엄격히 취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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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사능

동위원소

핵종자료
Bq/g

구성비(wt%) 비방사능(Bq/g)

U-234 0.006 2.309 × 108 1.4 × 104

U-235 0.720 8.001 × 104 5.6 × 102

U-238 99.274 1.244 × 104 1.2 × 104

합  계 100.0 - 2.7 × 104

                     비 방사능

 U-235농축도(wt%)
Bq/g Ci/g

0.2 1.2 × 10
4

3.27 × 10
-7

0.72 2.6 × 10
4

7.06 × 10
-7

1 2.8 × 10
4

7.6 × 10
-7

5 1.0 × 10
5

2.7 × 10
-6

10 1.8 × 10
5

4.8 × 10
-6

20 2.5 × 10
6

6.7 × 10
-5

핵     종
비방사능

(Bq/g)

5% 20%

구성비(wt%) Bq/g 구성비(wt%) Bq/g

U-232 8.280×1011 - 1.5×102 2ppb 1.7×103

U-233 - - 3.5×103 - -

U-234 2.309×108 0.036 8.2×104 1 2.3×106

U-235 8.001×104 5.0 4.1×103 19.75 1.6×104

U-236 2.397×106 0.046 1.1×103 4 9.6×104

U-238 1.244×104 95.0 1.2×104 75.25 9.4×103

붕괴생성물 - - 7.5×102 - 6.0×102

초우라늄 핵종 - - 1.0×101 - 1.0×102

합      계 - 100.0 1.0×105 100 2.5×106

<표 9-2>   천연우라늄의 비방사능

<표 9-3>   U-235의 농축도에 따른 비방사능의 변화

<표 9-4>  U-235 농축도에 따른 동위원소의 구성비율 및 비방사능

9.1.2  설계기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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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은 정상운  뿐만 아니라 고장 발생시에도 방사성물질이 주변환경으로 기준치 

이하로 방출되도록 보장되어 있지만,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기준사고

를 가정한 후 이에 따른 방사선 향을 평가하 다.  설계기준사고의 고려는 다음과 

같은 내부원인사고 및 외부원인사고로 구별하는데 이러한 설계기준사고는 보수적으로 

모든 발생 가능한 사고를 대변할 수 있다.

1) 내부원인사고

․ 핵임계사고

․ 폭발 및 화재의 동시사고

․ 필터화재사고

․ 우라늄 분말의 엎지름

․ 하중물 추락

․ 환기계통의 고장

․ 공급계통의 고장

2) 외부원인사고

․ 홍수

․ 지진

․ 시설외부화재

․ 폭풍우

․ 낙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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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35 농축도

(wt%)

최소핵임계질량 (U-235 + U-238), kg

수용액, 균일용액 무반사체, 금속구 물반사체, 금속구

90 0.9 53 24.5

20 5.7 750 375

5 38.0 ∞ ∞

3 114 ∞ ∞

1.8 708 ∞ ∞

9.2  핵임계 사고분석

9.2.1  핵임계안전성의 개념

현재까지 알려진 핵임계사고는 대부분이 핵임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고안된 실험장치 

또는 원자로 및 핵분열물질 용액을 취급하는 화학공정 중에서 발생하 으며, 현재까지 

부주의로 인한 건식공정 중의 핵임계사고는 알려진 바 없다.
(8)(9) 

일반적으로 핵임계는 

U-235의 농축도 및 반사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도 및 첨가제 등에의해 향

을 받는다.  본 시설에서 우라늄을 취급하는 모든 공정은 20 wt% 이하의 저농축 우라

늄합금 분말 및 5wt% 이하의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취급하는 건식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 wt%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합금 분말을 취급하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우라

늄합금의 양은 우라늄을 기준으로 1회 4kg 이므로 표 9-5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상

황에서도 구적으로 미임계상태가 유지됨을 알 수 있다.
(5)
  

<표 9-5>  U-235 농측도 변화에 따른 최소핵임계질량

9.2.2  핵임계분석 방법

  본 시설에서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은 20 wt%의 농축도를 갖는 우라늄금속이므로 핵

임계안전성 평가시 20 wt%의 농축도의 우라늄을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검증된 자료를 

조사하여 통계처리하고자 하 다.  그러나 검증계산자료를 조사한 결과 본 과제와 정

확하게 부합하는 자료는 얻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세가지 형태의 핵연료에 대한 검증

계산을 통해 SCALE system의 CSAS6 module의 계산오차를 산출한 후 이중 가장 오

차가 큰 값( Δk b  = 0.01874)을 적용하여 미임계 한계치를 설정하 다. 결국 보수적인 

계산을 위하여 미임계한계치로는 95% 신뢰도 구간에서 0.93126이하의 값을 갖도록 하

으며, 미임계한계치에 우발성을 포함하는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안전변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9-6과 같다.

<표 9-6> 20wt% U3Si의 안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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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U3Si

안전계수 미임계한계치 안전변수

질량(kg) 0.45 2.937 1.322

농도(g/cc) 0.75 0.058 0.044

직경(cm) 0.90 7.85 7.065

두께(cm) 0.85 3.8 3.23
  

9.2.3  핵임계안전성 분석결과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의 분말취급공정, 핵연료봉제조공정 및 집합체 제조공정에 대하

여 핵임계분석을 수행하 다. 분말취급공정은 금속형태의 우라늄으로부터 우라늄합금 

형태의 핵연료 분말을 만드는 공정이며, 핵연료봉 제조공정은 우라늄합금 분말로부터 

핵연료봉을 만드는 공정이며, 집합체 제조공정은 핵연료봉으로부터 핵연료 집합체를 

만드는 공정에 해당한다. 이들 공정은 기하학적 구조가 잘못 설계되었거나 공정의 질

량제어가 실패하게되면 안전한계치를 초과하여 핵임계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으므로 정 한 핵임계도 평가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각의 공정은 다양항 구조로 

인하여 핵임계도를 평가를 위한 직접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핵임계 안전성을 평가한다.

방법 1.  안전변수를 고려한 각 공정별 임계도 평가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의 각 공정들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핵물질을 취

급하는 용기는 원통형 구조이므로, 통의 직경 및 핵물질취급질량등 미리 설정한 안전

기준치와 비교함으로써 핵임계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방법에서는 안전변수의 

타당한 설정과 각 공정의 변수 적용방법의 타당성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다. 

방법-2. 감속제어 방식을 통한 임계도 해석

합금용해 및 원심분무공정은 그 크기나 취급량이 크으로 안전변수로 핵임계안전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직접 계산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즉, 가상조건으로 주위의 

조건이 최적의 중성자 감속을 유발한다고 보고, 핵임계도 계산코드를 사용하여 안전성

의 확보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계산은 핵임계도 해석 전용코드인 KENO-VI나 

ANISN, DOT를 주로 사용하며, 본 해석에서는 NRC로부터 설계코드로 승인받은 

SCALE4.4의 CSAS26 module을 사용하여 핵임계도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시 사용

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9-6

① 모든 계산에서 반사체 경계조건을 사용하 다. 

② 각 설비에서 임계도 계산에 큰 향을 주지않는 부분들은 생략하여, 보수성을 

갖게하 다.

③ 계산은 SCALE4.4 system의 CSAS26 module을 사용하여 NITAWL - 

BONAMI - KENO VI을 연계하여 사용하 고, 238 group cross-section 

library를 사용하 다. 

9.2.3.1 핵연료분말 제조공정

핵연료분말 제조공정은 그림 9-1과 같이 용해주조 및 원심분무, 채치기 및 열처리등과 

같은 공정으로 세분할 수 있다. 

9.2.3.1.1 용해주조 및 원심분무 공정

용해주조 공정에서는 진공유도 용해로에서 농축도가 20 wt%이하인 우라늄 금속과 실

리콘을 흑연도가니에 장입하고 유도전류를 가하여 융용합금을 제조한다. 흑연도가니 

내에 안정화시킨 지르코늄계 세라믹을 플라즈마 코팅하여 분말내의 탄소함량이 요구 

규격 100ppm 미만이 되도록 하며, 가열 온도를 합금의 융점보다 약 150℃ 이상 더 높

은 온도까지 가열하여 합금온도가 충분히 균일하게 용해되도록 하고 우라늄은 산소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진공도를 10
-3 
torr 이하로 유지시킨다.

원심분무 공정에서는 흑연도가니의 우라늄 합금 용융액을 약 20,000 rpm회전하는 흑

연디스크 위에 공급하면 원심력으로 우라늄 합금분말을 생성한다.  Cone 형태의 챔버 

하부 및 사이클론에서 포집되는 분말을 수거한 후 체질(sieving)하여 100mesh 이상, 

325mesh 이하의 분말을 채취한다. 

본 공정에 대한 핵임계 안전성 해석에서 모든 계산은 침수사고와 용기내의 핵연료물

질이 과적재된 경우 그리고 용기내로 수분이 침투된 가상 사고를 가정하 으며, H/U

의 변화에따른 계산값의 변화를 비교하 다. 모든계산은 30cm의 물반사체를 적용하

고, reflecting 경계조건을 고려하 다. 계산결과는 표 9-7에 나타냈으며, 가상의 사고

조건에서도 핵임계도 값은 95%신뢰도 구간에서 최대 0.67023으로 미임계한계치인 

0.93126보다 매우 낮은 값을 보이므로 용해주조 및 원심분무 공정은 핵임계 안전성 측

면에서 안전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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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1> 핵연료분말 제조공정

    

사고가정 1. 운반용기내에만 핵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1-1. 운반용기내에 4kg의 핵물질이 존재하고, 용기내로 수분이 침투한 경우

    (운반용기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물로 대치)

1-2. 운반용기내에 8kg의 핵물질이 존재하고, 용기내로 수분이 침투한 경우

    (운반용기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물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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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정 2. 수집용기 내에만 핵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2-1. 수집용기내에 4kg의 핵물질이 존재하고, 용기내로 수분이 침투한 경우

    (수집용기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물로 대치)

2-2. 수집용기내에 8kg의 핵물질이 존재하고, 용기내로 수분이 침투한 경우

    (수집용기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물로 대치)

<표 9-7> 용해주조 및 원심분무공정에 대한 핵임계도 계산결과

구  분 핵연료 도=10.71g/cm
3
핵연료 도=9.45g/cm

3
핵연료 도=7.65g/cm

3

1-1
k-eff=0.39811±0.00315

k-eff+2σ=0.40441

k-eff=0.41139±0.00271

k-eff+2σ=0.41681

k-eff=0.43245±0.00245

k-eff+2σ=0.43735

1-2
k-eff=0.48199±0.00306

k-eff+2σ=0.48810

k-eff=0.49717±0.00287

k-eff+2σ=0.50291

k-eff=0.53183±0.00364

k-eff+2σ=0.53910

2-1
k-eff=0.56736±0.00314

k-eff+2σ=0.57363

k-eff=0.57700±0.00375

k-eff+2σ=0.58449

k-eff=0.59346±0.00336

k-eff+2σ=0.60018

2-2
k-eff=0.61847±0.00337

k-eff+2σ=0.62520

k-eff=0.63101±0.00345

k-eff+2σ=0.63790

k-eff=0.66334±0.00344

k-eff+2σ=0.67023

사고가정 3. 용융기 내에만 핵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3-1. 용융기내에 5kg의 핵물질이 존재하고, 용기내로 수분이 침투한 경우

    (용융기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물로 대치)

3-2. 용융기내에 핵연료가 가득찬 경우

    (용융기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물로 대치)

사고가정 4. 용융기(5 kg), 수집기(4 kg) 그리고 운반용기(4 kg)에 핵물질이 동시에 존

재하는 경우

구  분 계  산  결  과

3-1 k-eff=0.36007±0.00230  k-eff+2σ=0.36466

3-2 k-eff=0.43868±0.00238  k-eff+2σ=0.44344

4-1 k-eff=0.59769±0.00271  k-eff+2σ=0.60311

9.2.3.1.2 채치기 및 열처리 공정

본 공정에서는 원심분무하여 얻은 분말을 전량 U3Si 조직으로 변태시키기 위하여 80

0℃ 진공분위기에서 약 6시간동안 열처리하며, 시료를 채취하여 화학분석 방법으로 실

리콘과 불순물의 함량을 검사한다. 이 공정에서는 연간취급량이 500kg이하이며, 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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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사용량이 5kg이므로 수중내 핵연료의 농도가 7.65 g/cc일때의 미임계 한계질량

(87.177 kg)이하의 값을 가진다. 미임계 한계질량값에 최적감속, 전반사, double 

batching등을 고려한 안전계수 0.45를 적용하면 표 9-8과 같이 안전질량은 39.230 kg

이므로 취급량에 비해 훨씬 큰 값을 가진다.  따라서 Chipping 공정에서 발생하는 채

치기 및 열처리 공정에서의 핵임계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9-8>  수중 핵연료물질의 농도 변화에따른 미임계 한계 질량 계산결과

구    분
핵연료물질의 농도 (g/cm3)

15.3 10.71 9.45 7.65

미임계 한계질량 290.518 kg 142.504 kg 83.013 kg 87.177 kg

안전질량 130.733 kg 64.127 kg 37.356 kg 39.230 kg

※ 안전계수 : 0.45

9.2.3.1.3. Chipping 및 세척공정

본 공정에서는 U3Si 합금 주괴를 조파쇄(chipping)와 미분쇄(pulverizing)과정을 거쳐 

핵연료 분말을 가공하게 된다. 합금 주괴는 선반을 사용하여 chip으로 가공한 후 세척 

및 건조과정을 거친 다음 미분기에 넣어 적합한 입도를 갖는 분말로 가공한다. 조파쇄

용 선반의 주축대에는 chip 회수용기(chip container)가 부착되어있으며, 선반에서 가공

된 chip은 회수용기에 넣어진 채로 세척조로 옮겨져 절삭유등의 유기물을 제거하게 되

며 세척이 끝난 chip은 전공 건조로에서 800 ℃로 약 1시간 동안 유지하여 잔류 유기

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본 공정에서는 핵임계 안전을 위하여 작업을 마친 핵연료물질이 다음 공정으로 인계

하기 전에는 또 다른 batch의 chip이 glove box내에서 대기할 수 없도록 하며, glove 

box 밖의 작업대에서는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 Chip과 분말은 규정된 용기에 넣어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되, 핵물질이 들어있는 용기와 용기의 간격은 60cm이상으로 유

지한다.  

Chipping 공정의 경우 생성되는 chip은 여러 가지 형태의 크기와 모양을 갖게 되는데,  

본 해석에서는 공정에서의 우라늄 양, chip의 형태 그리고 chip과 chip간의 간격 변화

에 따른 임계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batch당 chip의 무게가 2kg, 4kg 및 8kg일때의 핵

임계도를 계산했다. 이때 chip의 크기는 0.001(w) x 0.5(d) x 1.0(h), 0.003(w) x 0.5(d) 

x 1.0(h) 및 0.005(w) x 0.5(d) x 1.0(h)의 세 가지로 가정하 으며, 또한 chip간의 간격

은 0.005 cm, 0.01 cm 로 가정하 다. 계산결과는 표 9-9에 나타내었으며 임계도 값은 

미임계 한계치인 0.93807보다 훨씬 적은 값을 가지므로 Chipping 및 세척공정은 핵임

계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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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 Chipping 및 세척공정에서의 취급량 및 형태 변화에따른 임계도 계산결과

구   분
2kg 4kg 8kg

(1)

0.001㎝ 0.003㎝ 0.005㎝ 0.001㎝ 0.003㎝ 0.005㎝ 0.001㎝ 0.003㎝
(2)

0.005㎝

0.01㎝ 0.40930 0.50923 0.52050 0.51294 0.55152 0.56622 0.58794 0.61496 0.62481

0.005㎝ 0.39262 0.47234 0.48099 0.40653 0.52584 0.50247 0.43435 0.58934 0.53395

착
(3)

0.30365 0.37029 0.45271
(4)

(1) chip의 무게 

(2) chip의 폭  

(3) chip과 chip의 간격 

(4) 구형의 덩어리로 가정

9.2.3.1.4  균질혼합(Mix & Blend) 공정

본 공정은 off axis drum mixer로 회전축에 대해 장입용기가 45° 방향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갖고 있으며, 최대 1000 cm
3
의 분말을 장입할 수 있고 회전속도는 150rpm이다.  

이 공정에 대한 핵임계도 계산시 침수사고를 가정하여 30cm의 물반사체 고려하 으

며, 실제 3개의 혼합기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횡방향으로 무한배열을 가정하여 계산

한 결과는 0.60297(k-eff+2 σ) 로써 핵임계 측면에서 매우 안전한 결과를 보 다.

9.2.3.1.5  분말압출 및 인발 공정

본 공정은 연구용핵연료 소재인 핵연료심을 가공하기 위하여 핵연료 분말을 압분한 

펠렛을 압출기에서 압출하고, 규정된 직경과 직진도를 얻기위하여 인발기에서 인발하

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Container에 일정량(450g)의 펠렛을 장입하고 아르곤 가스

를 흘려주어 불활성 분위기를 만든 후 10분이상 예열한 다음 압출 직전에 cooling 

water spray를 가동한다.  압출후 cutter를 작동시켜 압출된 핵연료심을 절단한다.  압

출된 핵연료심 끝을 pinpoint roller를 이용하여 가늘게 가공하고 인발기 die를 통하여 

핵연료심의 가공된 끝을 넣어 인발척에 물린 후 인발한다.  인발시 가공은 1회 ψ

0.1mm 이하로 하고, 가공량이 많을 때는 단계적으로 2-3회 인발한다.

압출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연료의 1회 취급량은 450g이므로, 2-3회분이 적재된다 하더

라도 안전질량 이하이므로 핵임계의 위험이 없다. 또한 인발과정에서 핵연료는 핵연료

심의 직경크기의 원통을 따라 움직이게 되므로 안전직경을 사용하여 핵임계를 제어할 

수 있다. 그림 9-2에서는 H/U의 변화에 따른 임계도값을 계산하여 최적의 감속조건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최적 감속조건에서 계산된 원통의 미임계 한계반경은 7.8 cm, 

그리고 안전율 0.9를 고려하여 산출된 안전직경은 7.02cm이다. 따라서 핵연료심의 직

경은 6.35 mm이므로 이값은 안전직경인 7.02 cm보다 훨씬 작은 값이므로 핵임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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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

0.1 1 10 100 1000 10000

k-
ef

f

H/U Ratio

<그림 9-2> H/U ratio 변화에 따른 임계도 변화

9.2.3.2 핵연료봉 제조공정

핵연료봉의 제조공정은 그림 9-3에 나태냈으며, 봉단마개삽입, 동심압출, 봉단가공으로 

이루어진 핵연료봉 가공공정과 봉단용접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핵연료봉 제조공정에서 취급하는 핵연료 심은 1회 25개로 제한하며, 작업 중 다른 

batch의 핵연료심이 대기하는 경우는 batch와 batch간의 간격을 60cm이상 떨어뜨린

다.  가공시 발생하는 스크랩은 규정된 수집통을 사용하여 전량 회수하며 수집된  

U-235의 양은 50g을 넘지 않도록 한다. 피복된 핵연료봉의 양단을 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은 모두 알루미늄이므로 일반 폐기물 통에 회수한다. 

봉단용접공정은 전자빔을 이용하여 봉단 가공(peeling)이 끝난 핵연료 봉의 봉단마개

와 피복재를 봉하기 위한 공정이다. 봉단마개 용접이 끝난 핵연료봉은 적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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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3> 핵연료봉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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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재되어 저장시설로 옮겨지게 되는데 적재함에는 25개의 핵연료봉이 적재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적재함에대한 핵임계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산결과 1. 적재함에 25개의 핵연료봉이 담겨져 있고, 침수사고와 적재함 내부로 물

이 침투된 경우에 대하여 계산하 으며 계산결과 95% 신뢰도 구간에서 

최대 임계도값은 0.03449로 매우 안전한 값을 보 다.

계산결과 2. 핵연료봉이 횡방향으로 무한히 배열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계산하 으

며, 봉간의 간격 변화에 따른 임계도값을 구하 다. 계산결과는 그림 9-4

에서와 같이 최대 값이 0.5를 넘지 않으므로 핵임계 안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Rod Pitch (cm)
0 10 20 30 40 50 60 70

k-
ef

f +
 2

si
gm

a

0.0

0.1

0.2

0.3

0.4

0.5

<그림 9-4> 핵연료봉간 간격의 변화에 따른 임계도 값의 변화

9.2.3.3 핵연료집합체 제조공정

9.2.3.3.1 집합체제조공정

핵연료집합체 제조공정은 그림 9-5에 나타냈으며, 각 집합체는 상부 갈고리머리, 갈고

리머리 잠금쇠, 상부유도체, 상․하부 봉단접합판, 핵연료봉, 3개의 핵연료봉 간격판, 4

개의 핵연료봉 간격판 지지튜브, 중심지지봉, 스프링, 중심지지봉 접합부위의 부싱, 집

합체 하부 유도체와 집합체 중심 지지봉 하부에 용접되는 봉단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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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5> 핵연료 집합체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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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조립이 끝난후에 집합체의 grapple head lock과 top guide를 용접한 후 육안검사

를 실시하고 폴리에틸렌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한다. 핵연료 집합체의 경우는 그 질량

은 안전질량에 미치지 못하나 기하학적인 구조의 향을 가질 수 있으므로 code를 사

용하여 임계도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시 보수적인 핵임계계산을 위하여 침수사고를 

가정하여 핵연료봉과 지지봉을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물로 대치하 으며, 반사체 경계

조건을 사용하 다. 계산결과 핵연료 집합체가 1개인 경우는 0.40848 (k-eff+2 σ) 으

며, double batching 고려하여 2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인접한 경우는 표 9-10에 나타내

었다. 따라서 집합체 제조공정은 핵임계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안전함을 알 수 있다.

<표 9-10> 핵연료집합체간의 거리 변화에 따른 임계도 계산결과 

집합체 간격 k-eff+2sigma 집합체 간격 k-eff+2sigma

0 cm 0.54816 6 cm 0.46925

2 cm 0.52550 8 cm 0.44432

4 cm 0.49173 10 cm 0.43166

9.2.3.3.2 세척공정

용접이 완료된 집합체는 최종 치수검사, 외관검사 및 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세척절차에 

따라 세척한다.  1차 세척은 아세톤을 사용하여 초음파 세척조에서 세척한다.  2차 세

척은 순수를 사용하며 역시 동일한 초음파 세척조에서 수행된다.  세척후 집합체는 대

기중에서 건조된다.  이 공정에서 취급되는 핵연료 물질은 모두 핵연료심이 피복재에 

안전히 피복된 핵연료봉이다.  따라서 세척공정에서는 많은 양의 핵물질이 발생할 수 

없으나, 세척조는 핵임계 측면에서 안전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9.2.4 핵연료 저장시설

핵연료의 저장시설에서는 핵연료분말, 핵연료봉 및 핵연료 집합체를 동시에 보관하게 

된다. 그림 9-6과 같이 핵연료 분말의 경우 최대 적재용량은 864kg으로 한정되고, 정

상 운전시에는 저장량을 500kg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핵연료봉은 최대 720봉, 핵연료

집합체는 최대 51개(36봉집합체 30개, 18봉집합체 21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 

핵임계 계산시 핵연료 물질을 제외한 다른 구조물질은 물로 대치하 고, 저장시설의 

외부에 reflecting경계조건을 사용하여 보수적인 계산을 하 다.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

다.

계산결과 1. 모든 저장 역에 핵연료가 가득찬 상태에서 침수사고 가정

1-1) 분말저장 역의 각 용기에 U3Si 분말이 2 kg씩 채워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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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ff = 0.40056±0.00121,  keff+2sigma = 0.40298

1-2) 분말저장 역의 각 용기에 U-metal이 5 kg씩 채워진 경우 :

     keff = 0.40171±0.00124,  keff+2sigma = 0.40419

계산결과 2. 각 구역별 핵임계도 계산

2-1) 분말저장 역에 대한 계산

2-1-1) U-metal이 분말저장 역의 각 용기에 가득채워진 경우 :

       keff = 0.39581±0.00256,  keff+2sigma = 0.40092

2-1-2) U3Si가 분말저장 역의 각 용기에 가득채워진 경우 :

       keff = 0.30913±0.00256,  k+2sigma = 0.31338

2-2) 핵연료봉 저장 역에 대한 계산 :

     keff = 0.03043±0.00056,  keff+2sigma = 0.03156

2-3) 핵연료 집합체 저장 역에 대한 계산

     keff = 0.40074±0.00269,  keff+2sigma = 0.40611

계산결과 3. 각각의 저장 역에 한 개의 해당 unit이 부적절한 위치에 추가로 적재된 

경우

구      분 keff+2sigma 구      분 keff+2sigma

분말 

저장 역

U3Si분말 0.31528 핵연료봉 저장 역 0.31021

U-금속 0.44492 핵연료집합체 저장 역 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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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저장시설

(Z방향으로 5개의 

저장시설)

핵연료집합체

(36봉, 

30개(3×10×1)개 

저장)

핵연료봉저장시설

(Z방향으로 5개의 

저장시설)

핵연료봉저장시설

(Z방향으로 5개의 

저장시설)

분말저장시설

(Racket사용)

핵연료봉저장시설

(Z방향으로 5개의 

저장시설)핵연료집합체

(18봉, 

21개(3×7×1)개 

저장)

핵연료봉저장시설

(Z방향으로 5개의 

저장시설)

핵연료봉저장시설

(Z방향으로 5개의 

저장시설)

<그림 9-6> 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의 계산모델

 



9-18

9.2.5  액체폐기물 처리설비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은 오염된 기기나 시설의 바닥 제염시 발생하는 공

장폐수 및 오염된 작업자의 제염시 발생하는 샤워수로 구분한다.  

9.2.5.1 공정폐수 

공정구역의 바닥 또는 장치 제염시 발생하는 방사성액체폐기물로써 방사성물질의 농

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20리터 수집용기로 수거한 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위탁․처리한다.

9.2.5.2 샤워폐수 

방사선 작업자의 샤워시 발생하는 방사성액체폐기물로써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전량 자연증발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자연낙수 방식으로 

본 시설의 지하에 위치한 액체폐기물관리계통으로 유입된 오염종사자의 핫샤워수는 

수집조에 유입되며, 수집조가 최대 수위에 도달하면 제어반에 경보를 발한 후 또다른 

저장탱크로 자동 유입된다. 최대 수위에 도달한 폐수는 저장탱크에 부착되어 있는 기

포발생 교반기로 충분히 교반 한 후 농도를 분석한 다음 폐수운반차량으로 자연증발 

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며, 이송하기 전에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농도를 기록한다.

9.2.5.3  핵임계 분석

방사성액체폐기물의 농도 변화에따른 임계도 값을 계산하여 미임계 한계농도를 설정

하 다.  미임계 한계농도는 0.058 g/cc이며, 안전변수 0.75를 고려하여 안전농도 

0.0435 g/cc를 산출하 다. 공정폐수의 경우,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농도 이하로 유지하

여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하고, 샤워폐수의 경우는 농도가 매우 낮아 핵임계의 위험은 

없다.

9.2.6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첨단핵연료 연구시설의 각 공정은 핵임계안전질량을 고려하여 연구목적의 최소량이 

사용되므로 핵임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9.2.7  핵임계사고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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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를 종합하면 본 시설의 각 공정에서 핵임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본 시설은 핵임계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가상적인 핵임계사고로 

인한 환경의 향은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9-20

구    분 우라늄 금속 우라늄실리사이드 우라늄몰리브덴합금

공기산화
350℃ 급격한 반응

내부식성 내부식성
700℃ 발화

물(≥100℃) UO2+H2
안정 매우안정

스팀(150∼200℃) UO2+UH3

질소
450℃ 완만한 반응

700℃ 급격한 반응 -
700℃ 가속 반응

이산화탄소 안정 안정 안정

수소(≥225℃) UH3+30.3kcal/mol 안정 -

9.3  폭발․화재사고 분석

본 시설에서 취급하는 우라늄합금 분말 또는 알루미늄 분말 및 수소 가스의 양은 소

량이므로 이에 따르는 폭발 및 화재로 인한 사고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수적

으로 설계기준사고를 가정하여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 다.

9.3.1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특성

본 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연성물질은 연구용원자로연료 제조시설의 우라늄합금 분말 

및 알루미늄 분말 그리고 첨단핵연료 연구시설의 UO2 소결공정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

용되는 수소가스이다.  우라늄합금은 표 9-11과 같이 우라늄금속에 비해 공기중에서의 

산화 속도가 늦으며 수소 또는 물에서도 안정하므로 분말상태로 존재하더라도 고온의 

상태가 아니면 발화 또는 연소하지 않으므로 가연성 물질이 주위에 혼재하지 않는다

면 화재의 위험성은 없다. 알루미늄은 664℃인 은백색의 경금속으로 공기중에 방치하

면 치 한 피막이 생겨 내부로 부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 미세 분말의 경우는 공기중의 수분 또는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동반한 

산화반응이 일어나며 불꽃에 의해 점화될 수 있으나, 연구용원자로연료 제조시설에서 

알루미늄을 취급하는 공정은 건식공정이며 사용하는 알루미늄의 양은 소량이므로 화

재 및 폭발의 위험성은 없다. 

<표 9-11>  우라늄금속과 우라늄합금의 화학적 성질비교

※ 3U + 4O2 → U3O8 + 845.2kcal/mol

수소는 광범위한 농도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하지만 공기보다 

3.8배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므로(공기의 Diffusion Rate : 0.186, 수소의 Diffusion Rate 

: 0.707), 국부적으로 농축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실내가 강제배기

(Forced Ventilation) 상태이므로 폭발성 혼합가스의 형성은 불가능하다.  최적의 폭발

성 혼합가스의 점화온도는 400 ℃이며, 760 ℃ 이상의 온도에서 수소는 공기와의 경계

층에서 즉시 점화되어 폭발없이 연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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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폭발방지 대책

연구용원자로연료 제조시설의 원심분부기, 열처리기 및 혼합기에서 취급하는 우리늄합

금 분말은 근본적으로 우라늄 금속에 비해 안정한 물질이며 품질관리적인 측면 및 핵

임계 안전의 측면에서 불활성가스 또는 진공 분위기에서 소량씩 취급하므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은 없으며, 혼합기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분말은 수분과 반응하면 수소

개스를 발생하여 점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취급하는 공정이 건식공정이며 사용하는 양

도 소량이므로 이로인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은 없다. 그리고 첨단핵연료 연구시

설의 실험용 소결로에서 사용하는 수소의 양 역시 소량이므로 이로인한 화재 및 폭발

의 위험성은 없으나, 공기가 소결로로 유입됨으로써 발생되는 내부폭발과 수소가 소결

로로부터 유출됨으로써 발생되는 외부 폭발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결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안전조치들로 인하여 소결로 내․외부에서 폭발성의 수소․공

기 혼합가스는 형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9.3.2.1  내부폭발 방지대책

  (1) 수소는 대기압 보다 높은 압력으로 소결로를 통하여 흐르며 불꽃을 내면서 연소

하며,  연소되지 않은 수소가스는 배출라인으로 배출된다.

  (2) 소결로는 760℃ 이상의 온도로 운 되며, 난입공기는 경계층에서 폭발 없이 즉

시 연소된다.

9.3.2.2  외부폭발 방지대책

9.3.2.2.1  누출 방지 대책

수소가스 공급 파이프에서의 누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존재하므로 다음과 같은 누출 

방지 대책이 취해진다.

  (1) 누출방지설계

     - 가스 공급라인은 가능한 한 실내배관을 짧게 하고 연결부분은 모두 용접으로 

처리하며 차단밸브 등은 옥외에 설치한다.

     - 누출가스가 실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배기설비를 통해 대기로 방출시킨다.

  (2) 누출탐지계획 및 확산방지

     - 가스 공급라인에는 압력스위치가 설치되며 공급압력이 설정압력 이하가 되면 

주공급 밸브를 즉시 차단한다.

     - 실내에서의 가스누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지기가 설치되며 누출감지시에는 

경보를 발한다.(저폭발한계치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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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2.2  누출시 대책

  (1) 압력스위치에 의해 감지되는 누출

이 경우 경보가 발생되며 현장제어반 및 유틸리티 중앙제어반에서 주공급밸브를 

차단한다.

  (2) 압력스위치에 의해 감지되지 않는 극소량의 누출

감지문턱값이 저폭발한계치의 25％, 즉 1 Vol％로 설정되어 있는 감지기에 의해 

누출이 감시된다.  가스 누출량이 감지문턱값 이하로 유지되면서, 상당히 긴 시

간 동안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누출된 가스가 환기설비에 

의해 누출지점으로부터 신속히 제거되어 희석될 때 발생되는 것으로 폭발사고는 

배제된다.  수소가스의 경우 이러한 희석효과는 공기보다 낮은 도 및 높은 분

자운동성으로 인해 증가된다.  즉, 누출 즉시 천장으로 상승되며 환기설비에 의

하여 배출된다.

9.3.2.3  화재방호조치

본 시설의 건물구조는 내화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다.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 시설별로 방화벽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을 하고 개구부

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화재구역에는 화재가 발생하 을 경우 초기 진압을 위

해 소화기를 충분히 갖추며 열출력이 높은 연소물질이 있는 곳이나 케이블이 많은 곳

에는 특히 화재방호 및 화재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 장비를 갖추게 된다.  각종 설비 및 전기배선 등의 구획 관통시에는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불연재료로 완전 충진하고 관통부의 공조 및 제연설비의 닥트 내부에

는 방화댐퍼 등을 설치하여 화재시 타구역으로의 화재확산을 차단한다.

9.3.2.3.1  케이블

전기케이블은 난연성케이블(Flame Retardant Cable)만이 사용되며, 과전류가 발생하거

나 권선의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즉각 전원이 차단된다.  또한 전선관에는 전

기설비의 일부로부터 전선관을 통하여 다른 부분에 폭발성가스 또는 폭발 및 화재에 

의한 화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규격에 따라 콤파운드 시일링

(Sealing)을 한다.

9.3.2.3.2  연소가스

본 시설에서 사용되는 연소가스는 점화 및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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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이 취해진다.  가스파이프 누출에 의한 화재는 즉각적으로 감지되어 조치가 취해

지며 시설의 인접지역으로의 화재의 확산은 불가능하다.

9.3.2.3.3  기타 연소물질

종이, 목재, 수성오일 등과 같은 연소물질들은 단지 소량만이 화재구역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그러한 소량의 연소물질에 의한 화재는 즉시 감지되어 소화된다.  

장시간에 걸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타구역으로의 확산은 불가능하다.

9.3.3  폭발 및 화재의 동시사고 해석

9.3.3.1  사고대상 선정

수소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그로 인한 폭발성 혼합가스의 형성가능성

도 거의 불가능 하지만, 보수적인 설계기준 사고로서 소결로 실내의 가스분배계통으로 

수소가스가 공급되는 주공급파이프가 파열되어, 수소가스가 누출․폭발되면서 첨단핵

연료 소결체 제조공정 구역내의 조적벽이 파손되고 동시에 화재가 발생되어 첨단핵연

료 연구시설 전체로 확산되면서 동시에 배기덕트 또는 전선케이블을 통하여 연구용원

자로연료 제조공정으로 화재가 확산된다는 가정 하에 폭발 및 화재의 동시사고를 분

석한다.

9.3.3.2  대기방출 경로

본 시설에서의 폭발과 동시에 화재 발생시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누출경로는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다.

  (1)  화재시 배기계통이 계속 작동되면서 부유성 방사성물질이 누출되고, 이어서 상

승된 온도에 의하여 방화댐퍼가 차단되어 문등의 틈새로 부유성 방사성물질이 

시설내부로 누출되고 복도 및 다른 배기계통을 통하여 누출될 수 있다.

  (2)  배기계통이 파손되어 문등의 틈새로 부유성 방사성물질이 시설내로 누출되어 복

도 다른 배기계통을 통하여 누출될 수 있다.

그러나 화재시 배기계통이 차단되지 않고 계속 작동될 때 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가장 많을 것이므로,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 및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배

기계통이 계속 작동되고 이어서 부유물질로 인해 HEPA필터가 파손되면서 부유성 방

사성물질이 스택을 통하여 다량 배출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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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3  수소가스의 폭연․폭발강도

첨단핵연료 연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연성가스인 수소는 일정농도 범위(4∼76 Vol％)

로 농축될 경우 폭연(Deflagration) 및 폭발(Deton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

고로 누출된 수소가 실내에서 농축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다.

     - 수소는 확산속도가 공기보다 3.8배 더 빠르므로 누출 즉시 확산되면서 천장 쪽

으로 올라가며, 천장 쪽에 설치된 배기구를 통하여 배출된다.  또한 수소의 확

산속도는 강제 배기상태의 경우 더욱 증가된다.  

     - 소결로 실내는 시간당 최소 3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누출된 

수소가 국부적으로 머무르면서 농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출된 수소가 국부적으로 농축되어 폭연 또는 폭발하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보수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수소가 소결로실의 가스분배계통으로 공급되는 주공급파이프가 파열되었다.

     - 수소공급을 차단하는데 10분이 걸렸다.

     - 환기계통에 의해 미쳐 배출되지 못한 수소가 국부적으로 농축되었다.

     - 소결로실은 폭발압력이 배출되지 않는 완전히 폐된 공간이다.

이러한 가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보수적이다.

     - 실내의 주공급파이프는 모든 연결부가 용접 처리되며, 어떠한 밸브도 설치되지 

않으므로 파이프의 완전파열은 발생되지 않는다.

     - 주공급파이프가 파열될 경우 유틸리티 가스저장고에 설치되어 있는 두개의 압

력스위치에 의해 동시에 감지되어 경보가 발생되며, 압력감소의 원인은 수소저

장탱크가 거의 비어 있거나 파이프에 누출이 발생된 경우이므로 작업자는 짧

은 시간 내에 상황을 판단하고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적인 가정에 따라 소결로실을 완전 폐된 공간으로 가정하며, 누출된 수

소가스의 일부가 최적의 폭발성 혼합가스(약 30 mole ％)로 형성되어 폭연 및 폭발한

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최대폭연압력(Maximum Peak Pressure)은 수소의 최대

폭발온도(Maximum Explosion Temperature, 2400K)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기

체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Pm / Po = (MoTb) / (MbTo)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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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Po      mb

ꠏꠏꠏꠏꠏꠏꠏꠏ =  ꠏꠏꠏꠏ                          (9-2)

 Pm - Po     mo

P : 누출된 가연성가스에 의한 최대폭연압력

Po  : 폭연전의 초기압력

Pm : 최대 폭연압력(실내에 가연성가스가 최적의 농도로 존재할 때)

Mo : 폭발성 혼합가스의 분자량

Mb : 연소 생성물의 분자량

Tb : 가연성 가스의 최대폭발온도

To : 폭연전의 온도

mb : 누출된 가연성가스의 질량

mo : 실내에 가연성가스가 최적의 농도가 될 때의 가연성가스의 질량

수소가스의 최적농도가 약 30 mole ％ 이고, 이때의 최대 폭발온도가 약 2,400K 이므

로 전체 실내에 가연성가스가 최적의 농도로 존재할 때의 최대폭연압력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o     29 x 0.7 + 2 x 0.3

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1.16

 Mb             18

 Pm           2400

ꠏꠏꠏꠏ = 1.16 x ꠏꠏꠏꠏꠏꠏ = 9.34

 Po            298

그러므로,  Po = 1 atm 이라고 할 경우, 소결로실 전체에 수소가 최적의 농도로 존재

할 경우의 최대폭연압력은 Pm = 9.34 atm 이다.  또한, 소결로의 운 을 위한 수소의 

소요유량이 1Nm
3
/hr 이고 실내는 시간당 최소 3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므로, 누출

된 수소의 양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물론, 이론적으로 수소의 활발한 분자운동성

을 고려할 경우, 실제적으로 수소는 누출즉시 배출될 뿐만 아니라 폭발성 혼합가스로 

농축될 수도 없지만 보수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단지 환기에 의한 제거율만을 적용

한다.  여기서, 가스저장고로부터 시설 내부의 가스분배계통까지의 파이프길이는 30m

이고, 파이프 외경은 1" 이다.

                                                          3회

mb = [(10분 동안 누출된 양) + (파이프 잔량)] x (1 - ꠏꠏꠏꠏꠏꠏ x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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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분

                        10(min)                              1

mb = [1(Nm
3
/hr) x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5.1×10

-4
(m
2
) x 30(m)] x ꠏꠏꠏꠏ

                       60(min/hr)                            2

= 0.174 Nm
3
 = 174 ℓ

= 174(ℓ) x 0.0899(g/ℓ) = 15.6 g

공기의 도= 1.226 kg/m
3
, 공기에 대한 수소의 비중 = 0.0695, 소결실 체적 = 300 m

3
 

이므로, 최대폭연압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b                0.0156

ꠏ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2.03×10
-3

 mo      0.0695 x 1.226 x 300 x 0.3

∴ P - Po = 8.34 x 2.03×10
-3
 = 0.0169 atm = 0.245 psig

폭발에 의한 최대폭발압력(Detonation peak pressure)은 Chapman-Jouguet theory에 

따른 Burgess et al의 다음과 같은 근사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PD = 2Pm                                (9-3)

    = 0.49 psig

또한, 완전 폐된 공간의 경우에는 충격파(Shock wave)의 반사(reflection)을 고려하

여야 하므로 폭발에 의한 구조물의 건전성을 보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계산된 최대폭발압력의 두배를 폭발시 발생되는 압력으로서 고려한다. 이러한 보수적

인 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결실내의 최대폭발압력은 0.98 psig이므로  폭발에 의하여 

약간의 향은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서 1.5ton/m
2
의 적재하중으로 설계되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및 벽이 파손되지는 않는다.  참고적으로 폭발압력에 따른 건물손상

정도는 표 9-12와 같다.

<표 9-12> 폭발압력에 따른 건물손상정도

9.3.3.4  시설에 대한 화재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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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Blast Overpressure

(psi)
Building Damage

1
Minor damage similar to that resulting from a high 

wind

2
Slight damage : door, sashes, or frames removed, 

plaster or wallboard broken, shingles or siding off

3
Moderate damage : walls bulged, roof cracked or 

bulged, studs or rafters broken

6
Severe damage : standing, but substantially 

destroyed, some walls gone

15 Demolished, not standing

9.3.3.4.1  발열량

본 시설에서의 주요 가연성물질은 수소가스와 Cable Tray 그리고 우라늄합금 분말 등

이며, 기타 기기윤활유, 장갑, 종이, 플라스틱 등의 연소물질이 소량 분포되어 있다.  

이중 화재시 발생되는 발열량의 대부분은 수소가스 및 Cable Tray, 우라늄합금 분말 

등으로부터 발생된다. 화재는 모든 가연성물질에 일시에 발생하여 화재지속시간 동안 

일정한 비율로 연소한다고 가정한다.

9.3.3.4.2  화재시 발생되는 온도 및 부력

강제 배기되는 Compartment내부에서의 연소가스 상층부 온도(Upper Layer 

Temperature)를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Foot et al의 실험식을 적용한다.  이 

실험식의 실험조건과 본 시설의 조건을 비교한 결과는 표 9-13과 같으며, 화재구역의 

내부온도 및 부력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9-13>  Method of Foote, Pagni and Alvares의 실험조건 비교

ΔTg
T∞

= 0.63(
Q

mCpT∞
)
0.72
(
h kAT
mCp

)
- 0.36 (9-4)

ΔTg : upper gas temperature rise above ambient

T∞ : ambient air temperature

Q : energy(heat) release rate of the fire(kW)

m : compartment mass ventilation rate(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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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험조건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공정조건

Compartment Forced-ventilation Forced-ventilation

Floor(m) 6 × 4 36 × 26

Height(m) 4.5 6

Exhaust Duct Size(m) 0.65 × 0.65 -

Duct Opening Height(m) 3.6 above the floor -

Ventilation Rate(g/s) 110 ∼ 325 시간당 3회 환기

Air Inlet Openings(m)
0.5×0.12 

(4개, 중심높이 0.1)
-

Fire Source
Methan Gas Burner 

(바닥중심)

알루미늄, 수소, 우라늄합금, 

Cable Tray, Duct Insulation, 

Heat Lease Rate 150 ∼ 490 kW -

Upper Gas Temperature 100 ∼ 300 ℃ -

C p : specific heat of gas(kJ/kg․K)

h k : eff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kW/m․K)

AT : total area of the compartment-enclosing surfaces(m
2
)

(1) ambient air temperature( T∞) = 300 K

(2) energy(heat) release rate of the fire( Q) = 2935 kW

(3) compartment mass ventilation rate( m)

환기횟수 : 시간당 3 회 이상

m  = 5616 m
3 x 3 회/hr ÷ 3600 x 1.18 kg/m3 = 5.522 kg/sec

(4) Specific heat of gas( C p) = 1.0 kJ/kg․K

(5) eff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h k)

열전달계수는 다음식에 의해 계산된다.

h k=
k
δ

for t＞ t p (9-5)

h k= (
kρc
t
)
1
2 for t≤ t p (9-6)

여기서,

t p=(
ρc
k
)(
δ
2
)
2

ρ : density of the compartment surface(kg/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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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ρ(kg/m
3
) c(kJ/kg․K) k(kW/m․K) δ(m)

물성치 2000 0.88 1.4×10-3 0.20

c : specific heat of the compartment surface(kJ/kg․K)

k : thermal conductivity of compartment surface(kW/m․K)

δ : thickness of compartment surface(m)

t : exposure time(sec)

t p : thermal penetration time(sec)  이므로,

                t p  = (
2000×0.88

1.4× 10 - 3
)(
0.20
2
) 2  = 12571(sec) = 3.49 (hr) 이다.

(6) total area of the compartment-enclosing surfaces( AT)

AT = 2 x ( 26 x 6 ) + 2 x ( 26 x 36 ) + 2 x ( 36 x 6 )

= 2,616 m
2

그리고 콘크리트벽의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또한, 이들 물성치들을 이용하여 식 9-5 및 9-6에 따라 화재진행시간별 h k

를 계산한 결과는 표 9-14와 같다.

표 9-14와 같이 본 시설의 모든 가연성물질이 일시에 점화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계산

된 연소가스 상층부의 최고온도가 160.8℃까지 상승될 뿐이므로 본시설에 설치되는 방

화벽과 갑종 방화문등 Fire barrier의 건전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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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지속시간(min) 열전달계수(kW/m
2
․K)

Upper Layer 

Temperature(℃)

10 0.064 110.5

20 0.045 121.8

30 0.037 128.8

40 0.032 134.2

50 0.029 138.1

60 0.026 142.6

70 0.024 145.9

80 0.023 147.7

90 0.021 151.8

100 0.020 154.0

110 0.019 156.3

120 0.018 158.7

130 0.018 160.8

<표 9-14> 화재지속시간별 콘크리트의 열전달계수 및 연소가스 상층부 온도

또한, 천장에서 부력(Buoyancy)에 의한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는 다음식에 의해 구해진

다.

PB = g ρo θ d / (To + θ) (9-7)

PB : pressure due to buoyancy(Pa)

d  : depth of layer of hot gases, 3m(Vent가 천장아래 3m 에 위치한다고 가정)

To : absolute ambient temperature, 300K

θ : the temperature above ambient of the layer of hot gases, 133.8K

ρo : the density of t he ambient air, 1.2 kg/m
3

∴  PB = g ρo θ d / (To + θ)

= 9.81 m/s
2
 x 1.2 kg/m

3
 x 133.8 K x 3 m ÷ (300 K + 133.8 K)

= 10.89 Pa

= 1.57×10
-3
 psi

밴트(vent)가 벽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부력으로 인한 압력차는 1.57

×10
-3
psi 정도이므로 화재시 발생된 압력에 의해서도 건물의 건전성은 유지된다.

9.3.4  우라늄 누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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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의 각 누출율은 사고 과정에서 받는 향, 향받는 물질의 화학적․물리적 

상태 및 이러한 물질의 확산거동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

량 Q는 다음식에 따라 계산된다.

Q = G․F  (9-8)

G : 우라늄 재고량(uranium inventory)

F : 누출분율(release fraction)

F = FB x FA
 
x FG         (9-9)

FB : 콘테이너 및 기기로부터의 누출율

FA : 개봉 우라늄 또는 엎지러진 우라늄중 에어로졸을 형성하는 분율

FG : 발생된 에어로졸중 건물로부터 누출되는 분율

  (1) FB

FB값은 사고시 콘테이너 및 기기로부터의 누출율로서 폭발 및 화재에 의해 동시

에 향을 받는 첨단핵연료 연구시설의 소결로실과 화재에 의한 향만을 받는 

기타지역으로 구분된다.  소결로 내부에 있는 소결체의 경우에는 소결로가 고

온․고압에 견딜 수 있는 기기이므로 0.98psi의 폭발압력으로는 내부의 우라늄이 

다량 누출될 정도로 파손되지 않지만 보수적으로 폭발에 의하여 소결로가 파손

되었다고 가정하고 압분체 및 소결체가 분말로 됨을 가정하여 내부 우라늄 중 

50％가 폭발 및 화재에 의해 누출된다고 가정한다.  기타 지역의 화재에 의한 

향은 발생되는 열량에 따라 평가될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우라늄금속 

분말에 대해서는 50％, 압분체 및 핵연료봉에 대해서는 25％를 각각 적용한다.

  (2) FA

우라늄 금속분말에 대한 화재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보수적으로 가정하 으며,가

열이 수반되는 제조 및 실험공정에서는 실험에서 얻은 값의 4배에 해당하는 3%, 

가열이 수반되지 않고 가연성 물질이 혼재되지 않는 핵연료물질저장고에 대해서

는 1/10에 해당하는 0.3%, 그리고 개봉된 이산화우라늄 분말에 대해서는 0.5%를 

적용하 다. 

  (3) FG

화재시 발생되는 에어로졸의 절반이 대기로 방출한다고 가정하고 FG값은 0.50를 

적용하 다.

이들을 정리하여 표 9-1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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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누   출   분   율

FB FA FG

제조 및 

실험공정

U, U-Mo,

U-Si

개봉분말 0.50 0.03 0.50

봉분말 0.25 0.03 0.50

압 분 체 0.25 0.03 0.50

UO2

개봉분말 0.50 0.005 0.50

봉분말 0.25 0.005 0.50

압분체, 소결체 0.25 0.005 0.50

핵연료물질저장고 봉분말 0.25 0.003 0.50

관련 장치 우라늄
재고형태

우라늄
재고량
(g)

누 출 분 율 우라늄
누출량
(g)FB FA FG

연구
용원
자로
연료

우라늄분말제조공정 봉분말 4,000 0.25 0.03 0.50 15

분말열처리공정 개봉분말 4,000 0.50 0.03 0.50 30

분말혼합공정 개봉분말 4,000 0.50 0.03 0.50 30

압분공정 개봉분말 4,000 0.50 0.03 0.50 30

압출공정 압 분 체 4,000 0.25 0.03 0.50 15

핵연료물질저장고 봉분말 500,000 0.25 0.003 0.50 187

첨단
핵연
료

첨단핵연료(5%) 개봉분말 3,500 0.50 0.005 0.50 4

개량형금속핵연료 개봉분말 4,200 0.50 0.03 0.50 30

계 527,500 - - - 341

<표 9-15>  방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공정별 우라늄 누출분율

본 시설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주요 방사선원은 부유성 우라늄을 취급하는 장치로부

터의 배기이며, 사고시에 계산한 대기방출방사능 계산결과는 표 9-16과 같이 평가되

며, 사고시의 경우는 341g-U 또는 819 MBq 이 대기로 방출된다. 

<표 9-16> 폭발 및 화재 사고시 환경으로 누출되는 우라늄의 양 

또한 본 시설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우라늄의 96.72%가 U-235의 농축도 5wt% 및 

20wt% 이하인 우라늄이므로, 5wt% 및 20wt% 이하의 농축 우라늄을 동위원소별로 

구분하여 대기방출 방사능을 계산하여 표 9-17에 나타내었다. 

<표 9-17> 농축도가 5wt% 이상인 우라늄의 동위원소별 대기방출 방사능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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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상 상 태 사   고   시

㎍/yr Bq/yr g MBq

U-234
20wt% 이하 6.00×10

2
1.46×10

5
3.37 778.13

5wt%이하 4.00×10-1 9.10×101 1.40×10-3 0.33

U-235
20wt% 이하 1.24×10

4
1.00×10

3
66.55 5.32

5wt%이하 5.50×10
1

4.40×10
0

0.20 0.02

U-236
20wt% 이하 2.50×10

3
6.04×10

3
13.48 32.32

5wt%이하 5.10×10
-1

1.20×10
0

1.80×10
-3

4.40×10
-3

U-238
20wt% 이하 4.74×10

4
5.90×10

2
253.59 3.15

5wt%이하 1.05×10
3

1.30×10
1

3.80 0.05

합    계 6.41×104 1.53×105 341.00 819.32

9.3.5  피폭선량 평가

본 시설에 설치될 설비들은 폭발 및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운

중 여러가지 방지조치들이 취해진다. 또한 화재구역별로 방화구획이 설정되어 있고 화

재확산 방지조치들로 인하여 타구역으로의 화재확산은 불가능하지만 폭발 및 화재의 

동시 사고시 최대 우라늄 방출이 예상되는 누출경로는 배기계통이 계속 작동되며, 동

시에 HEPA필터가 파손되고 이어서 다량의 우라늄이 스택을 통하여 환경으로 방출되

는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폭발 및 화재사고를 가정하여 환경에 대한 향을 보수적

으로 평가하여 보았으며, 계산결과는 환경 향평가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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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우라늄

재고형태

우라늄

재고량 (g)

누 출 분 율 우라늄누출량 

(g)FB FA FG

필터유니트 분말 150 1.0 0.5 1.0 75

9.4  배기필터 화재사고

본 시설의 배기계통은 2대의 필터유니트들로 구성된다.  필터유니트들이 설치되는 필

터룸에는 필터 이외의 가연성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며, 필터들은 각 필터유니트별로 철

제용기에 넣어진다.  또한 각 필터유니트들은 병렬로 연결되어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한 필터유니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필터유

니트로 화재가 전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필터화재로 인한 방사능 향을 최

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최대 우라늄을 함유하는 필터유니트에 화재가 발생

하는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가정하여 방사능 향을 평가한다.

9.4.1  우라늄 누출량

필터뱅크의 화재사고시 방출되는 우라늄량(Q)은 식 9-8 및  9-9로부터 계산되며, 누출

분율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FB

필터에 있는 우라늄은 화재에 의해서 100％가 향을 받는다.(FB = 1)

  (2) FA

필터화재사고시 필터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전량이 부유되며, 이중 50%가 에어로

졸을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FA = 0.5)

  (3) FG

화재시 발생되는 부유성 우라늄은 전량이 스택을 통하여 환경으로 방출된다. (FG 

= 1.0)

이러한 누출율에 따라 계산된 우라늄 방출량은 표 9-18과 같다.

<표 9-18>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필터유니트 화재시 우라늄 누출량

9.4.2  피폭선량평가

본 시설의 배기계통과 연결된 필터유니트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이 전량 환경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할 경우, 시설에서 외부환경으로 누출되

는 우라늄의 양은 약 75g 이며. 이 양은 사고시와 비교하면 무시할 만한 양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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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시설의 배기필터화재의 경우에도 본 시설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9.5  우라늄 분말의 엎지름

우라늄 분말은 분말저장용기의 추락으로 인해 쏟아질 수 있다.  그러나 쏟아진 분말은 

즉시 진공청소기에 의해 회수되므로 우라늄 분말의 엎지름으로 인한 주변환경으로의 

방사학적 향은 야기되지 않는다.  또한 관련 작업자는 방사선 모니터링 절차를 받게 

된다.

9.6  하중물추락

본 시설에서 사용되는 양중장치 및 부품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안전조치들이 취

해진다.

  

     - 안전고리

     - Lift Limitation

     - Travel Range Limitation

     -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

그러나 이러한 안전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하중물 추락사고는 완전히 배제될 수 없으며,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분류된다.

     -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는 용기의 추락

     -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는 용기로의 하중물 추락

본 시설에서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는 용기는 분말 및 칩 이송용기, 핵연료봉 이송용기 

등이며, 1사람 또는 2사람이 충분히 취급할 수 있는 무게이므로 용기가 손상되어 내부

의 우라늄이 누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또한 누출로 인하여 환경으로 우라늄이 방

출될 가능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하중물 추락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우

라늄이 환경으로 누출될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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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환기계통의 고장

본 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취급되는 모든 구역의 공기는 배기설비에 의하여 여과된 

후 환경으로 배출된다.  환기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면 환기계통은 자동적으로 정지되

고, 공정기기는 안전한 상태로 전환된다.  따라서 건물틈새를 통한 누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누출은 외부기상조건에 따른 압력변동이 야기되었을 경우 가능하다.

9.8  공급계통의 고장

본 시설 운 에 필요되는 모든 유틸리티의 공급은 중앙 감시되며 주요점검 항목으로

는 수량, 압력, 유량 및 온도 등이다.  고장이 발생되면 초기에 수리되어지며 만약 운

에 필수적인 유틸리티 공급이 실패하 을 경우에는 공정기기는 안전한 상태로 전환

된다.  모든 안전에 관련된 감시계통과 경보계통은 전기공급계통의 공장시에도 운 이 

가능하도록 비상전원 공급계통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틸리티 공급계통의 고장

으로 인한 환경의 향은 예상되지 않는다.

9.9  홍수

가상되는 최악의 조건인 가능최대강수 발생시 뿐만 아니라 부지좌측 동화천 상류지역

에 위치한 덕진소류지의 댐이 동시에 파괴되었을 경우에도 본 시설 부지는 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9.10  지진

지금까지 본 시설 부지에서 감지된 지진기록은 없다.  한반도의 역사지진에 대한 자세

한 분석 및 평가는 제3장 부지특성에 기술되어 있으며, 한반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

진은 홍성지진으로서 지면가속도는 0.141g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본 시설 건물은 

보수적으로 최대 주기 수평가속도 0.2g, 최대 수직가속도 0.13g을 안전정지지진

(SSE)으로 채택하여 설계된다.  따라서 본 부지에서 지진이 발생하 을 경우 방사성

물질의 환경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며, 단지 화재가 동반되었을 경우 방사성물질의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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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상되나, 그로인한 향은 폭발 및 화재의 동시사고시 보수적으로 평가된 향보

다는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9.11  시설 외부 화재

본 시설에 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화재는 인접건물에서의 화재와 시설주변 숲의 

대형화재의 두가지의 경우로 고려할 수 있다.

9.11.1  인접건물의 화재

모든 인접건물의 외벽은 내화구조를 가지며, 본 시설 건물의 지붕 및 벽은 불씨나 열

복사선(heat radiation)에 견딜 수 있는 내화재질로 되어있다.  또한 본 시설 건물은 모

든 방면으로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방대가 인접건물의 화

재를 진압하는데 용이하며 필요시 살수커튼(spray water curtain)을 이용하여 건물을 

냉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인접건물의 화재로 인한 향은 배제될 수 있다.

9.11.2  숲의 대형화재

부지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본 시설과 숲의 거리는 숲의 화재로부터 향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다.  또한 소방대에 의해 시설로의 화재의 확산은 차단된다.

9.12  폭풍우

본 시설의 모든 건물은 부지에서 예상되는 풍하중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지붕이 파손되는 폭풍우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방사성물질이 봉되거나 

폐된 기기에서 취급되며 개봉상태의 우라늄은 분산되지 않는 형태이므로 폭풍우에 

의한 방사능물질 누출은 예상할 수 없다.

9.13  낙뢰

번개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기 시스템이 설치된다. 번개가 치기 쉬운 곳

(스택, 안테나, 낙수홈통 등)에 피뢰침이 설치된다. 피뢰기 시스템에 의해 건물은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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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완전히 보호된다.

9.14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보증 적용

9.14.1 시설에 대한 품질보증

9.14.1.1  내진

본 시설의 내진 설계는 관련법규에 달리 규정한 것이 없으나 국내 유사 핵연료가공시

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내진 범주 Ⅱ급으로 적용하 다.

9.14.1.2  저장시설

저장시설의 유닛, 셀, 집합체프레임의 제작부터 설치․운 에 이르기까지, 구조물의 세

부규격 및 부속설비의 규격등의 결정에 일관된 품질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

라 10 CFR 50 App. B 중 미국 벡텔사의 품질등급 분류방식의 R등급을 적용한다.

9.14.2  공정장치에 대한 품질보증

용해로, 열처리로, 압출기등 주요 공정장치는 신규 제작 장치가 아니며 연구소내에서 

핵연료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던 장치를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장치들은 

설치․시운전 및 연구․개발을 위한 사용 기간중에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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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Response Spectrum을 입력하 음. 동적해석에 고려된 진동수 특성은 15번째 

Mode까지이며, Cutoff Frequency 44Hz 이상, Mode 참여계수의 합 99% 이상임.

◦ 구조물설계는 Ductility Factor가 고려된 지진하중을 사용하여 부재의 단면설 

계를 수행하며, 건물의 Ductility를 확보하기 위한 내진설계 특별규정(ACI 318 

CH. 21)에 따라 단면 상세검토를 하고, 필요시 단면 보강설계를 수행하 음.

◦ 위와 같이 수행한 내진해석과 설계절차는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에 기술되었으며, 내

진해석 및 구조설계 결과는 붙임과 같음

첨부서류

  1. Soil Spring 방법을 이용한 연구동 건물의 내진 해석 1부

  2. 내진해석의 변경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검토 및 보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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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구조 2-III-5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구조부지실 현창헌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에 관한서류

4. 검토분야 : II. 구조 및 설비의 10. 내진성

5. 질의내용(구조 III-10 관련 재질의)

  (기술적 근거 제시요구)

      1차 질의 구조 III-10의 답변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십시오.

(1)  (9), (10)번 질의 관련

    SSI 해석 결과 얻어진 지표면 슬라브에서의 최대가속도 응답은 모두 0.3g에 가까

운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표에서의 최대지반가속도값 0.2g보다 훨씬 큰 값

입니다. 또한 수직방향 응답의 경우 지표면 슬라브의 응답이 지붕 슬라브에서의 

응답보다 크게 산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지붕 슬라브에서의 응답이 증폭되는 현상

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결과들은 일반적인 SSI 해석결과와 부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해석결과가 얻어진 이유를 각각 제시하십시오.

 

(2)  (9),(10)번 질의 관련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계산 결과 및 고정지반으로 해석한 

상부구조물의 고유진동수 계산 결과는 3배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SSI 해석결과와 부합되지 않는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결과가 얻어진 이유를 

제시하십시오.

(3)  (14)번 질의 관련

    답변으로 제시한 구조설계보고서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 사용한 하중

조합에 풍하중, 설하중, 크레인 하중 등에 대한 하중조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이 ACI 318의 내용과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

다. 이 이유를 각각 설명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명기하십시오.

답변

1차 질의 구조 III-10 관련 재질의와 관련된 질의항목별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표면 슬라브에서의 최대가속도 응답과 수직방향 응답의 경우

  1차 답변 시 표 9에서 제시되었던 ‘각 방향별 주요 슬래브의 응답가속도’는 3 방향의 

지진입력에 대해 각 절점에서 응답시간이력을 조합한 후,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여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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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포괄시켜 50Hz에서 ZPA 값을 읽은 것임. 따라서 그림 1의 상부구조물 절점번호 

체계에서 보듯이 질량이 없는 슬래브 코너 절점에서의 응답은 Rocking의 향으로 인

하여 크게 나타날 수 있음. 하지만 표 1에서 보듯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절점에서의 

ZPA를 살펴보면, 지표면에서 0.23g로 입력지진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일

반적인 응답경향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음. 

표 1 (a). 각 절점별 ZPA(동서(X) 방향)

               최대응답가속도(g)

절점 동서(X) 방향 남북(Y) 방향 수직(Z) 방향

질량이 

있는 

절점

801

802

803

804

805

806

807

 .194

 .202

 .233

 .254

 .280

 .292

 .319

 .025

 .049

 .062

 .074

 .117

 .143

 .118

 .022

 .032

 .056

 .042

 .051

 .079

 .076

질량이 

없는 

절점

811

821

831

832

833

834

835

841

842

843

851

852

853

854

861

862

863

864

871

872

 .194

 .202

 .230

 .231

 .230

 .264

 .273

 .256

 .251

 .264

 .312

 .268

 .287

 .309

 .340

 .304

 .305

 .320

 .322

 .316

 .025

 .049

 .101

 .090

 .058

 .132

 .182

 .073

 .077

 .131

 .187

 .098

 .092

 .119

 .183

 .138

 .096

 .096

 .141

 .097

 .022

 .032

 .027

 .041

 .039

 .071

 .115

 .041

 .045

 .054

 .079

 .046

 .080

 .075

 .120

 .061

 .081

 .091

 .076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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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 각 절점별 ZPA(남북(Y) 방향)

               최대응답가속도(g)

절점 동서(X) 방향 남북(Y) 방향 수직(Z) 방향

질량이 

있는 

절점

801

802

803

804

805

806

807

 .024

 .044

 .062

 .061

 .073

 .074

 .100

 .196

 .206

 .227

 .238

 .253

 .337

 .258

 .025

 .047

 .074

 .056

 .077

 .105

 .116

질량이 

없는 

절점

811

821

831

832

833

834

835

841

842

843

851

852

853

854

861

862

863

864

871

872

 .024

 .044

 .051

 .053

 .049

 .109

 .119

 .063

 .058

 .084

 .113

 .067

 .080

 .107

 .125

 .109

 .084

 .099

 .106

 .096

 .196

 .206

 .230

 .248

 .226

 .234

 .309

 .238

 .238

 .302

 .262

 .248

 .289

 .253

 .365

 .333

 .300

 .300

 .263

 .304

 .025

 .047

 .030

 .062

 .052

 .112

 .153

 .056

 .058

 .076

 .119

 .060

 .105

 .114

 .158

 .084

 .107

 .123

 .116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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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 각 절점별 ZPA(수직(Z) 방향)

               최대응답가속도(g)

절점 동서(X) 방향 남북(Y) 방향 수직(Z) 방향

질량이 

있는 

절점

801

802

803

804

805

806

807

 .015

 .021

 .031

 .040

 .045

 .051

 .052

 .014

 .033

 .055

 .062

 .076

 .087

 .095

 .120

 .120

 .143

 .132

 .144

 .165

 .175

질량이 

없는 

절점

811

821

831

832

833

834

835

841

842

843

851

852

853

854

861

862

863

864

871

872

 .015

 .021

 .035

 .035

 .032

 .033

 .033

 .040

 .038

 .046

 .045

 .045

 .045

 .046

 .053

 .053

 .051

 .054

 .052

 .051

 .014

 .033

 .051

 .058

 .054

 .051

 .069

 .062

 .063

 .067

 .081

 .075

 .079

 .075

 .088

 .087

 .089

 .089

 .095

 .093

 .120

 .120

 .124

 .130

 .130

 .147

 .182

 .133

 .136

 .132

 .153

 .138

 .159

 .175

 .189

 .136

 .160

 .187

 .175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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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SI 해석을 위한 상부구조물의 집중질량 보요소 모델



한국원자력연구소- 16 -

2. SSI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계산 결과 및 고정지반 고유진동수 계산 결과

  SSI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계산 결과와 고정지반 고유진동수 계산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이 2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① 상부구조물에 대하여 고정지반 고유진동수 해석과 SSI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SSI 해석시의 고유진동수 계산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때 지반의 전단파속도를 5000m/sec(원지반의 전단파속도 : 350 ∼ 

970m/sec)로 가정하여 고정지반 해석의 경우와 유사한 조건을 갖도록 하 음. 

고정지반 해석결과는 1차 답변에 전산 Output File 형태로 나타나 있으나 여기에 표 1

과 같이 다시 정리하 음. 지반의 전단파속도를 5000m/sec으로 가정하여 SSI 해석을 

수행한 경우의 해석결과는 그림 1에서 그림 3까지 전달함수 형태로 나타내었음.

표 1에서 보면 고정지반 해석의 경우 수평방향 1차 고유진동수가 약 16.5Hz, 수평방향 

2차 고유진동수가 23Hz이며, 수직방향 1차 고유진동수가 34.4Hz임을 알 수 있음. 

한편, 그림 1에서 그림 3까지를 살펴보면 전단파속도를 5000m/sec로 가정한 경우 수평

방향 1차 고유진동수가 약 16.4Hz, 수평방향 2차 고유진동수가 약 25Hz이며, 수직방향 

1차 고유진동수가 34Hz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해석결과를 미루어 보면 SASSI를 이용한 SSI 해석상의 고유진동수 해석에는 

오류가 없음을 알 수 있음. 

표 1. 고유진동수(고정지반 해석)

Mode         진동수 Hz

1차(남북) 16.2

2차(동서) 16.6

3차(동서) 22.9

4차(수직)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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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서(X)방향에 대한 전달함수곡선(전단파속도를 5000m/sec으로 가정)

그림 2. 남북(Y)방향에 대한 전달함수곡선(전단파속도를 5000m/sec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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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수직(Z)방향에 대한 전달함수곡선(전단파속도를 5000m/sec으로 가정)

 ②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SSI 해석을 수행하 을 때의 전달함수는 1차 질의에 대

한 답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표로 다시 정리하면 표 2와 같음. 표2를 살펴보면 

수평방향 1차 고유진동수가 약 6.5Hz, 수평방향 2차 고유진동수가 12.6Hz이며, 수직방

향 1차 고유진동수가 7Hz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SSI 해석 모델이 고정지반 

해석이나 전단파속도를 5000m/sec로 가정하여 SSI 해석을 수행한 경우(지표면 이하의 

질량이 거의 거동에 향을 끼치지 못함)에는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상당히 큰 질량

의 기초 및 지표면 이하의 부분을 해석에 고려하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지반을 고려하

여 고유진동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고정지반 해석 시 사용한 상부구조물의 

전체 무게는 5723KN이고, 기초 및 지표면 이하의 무게는 8056K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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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SI 해석의 고유진동수(지반조사 결과 이용)

Mode    방향 동서(X) 남북(Y) 수직(Z)

1차 7.0Hz 6.0Hz 7.0Hz

2차 12.6Hz 12.6Hz 9.8Hz

3. 질의하신 기술적 근거요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 사용한 하중조합에 풍하중, 설하중, 크레   

           인하중 등에 대한 하중조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답변 1 : 구조설계보고서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한 하중조합은 실제 설  

            계 과정에서 지배하 던 하중조합을 기술하 으며, 풍하중, 설하중 및 크  

            레인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을 기술하지 않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풍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을 기술하지 않은 사유 : 설계과정에서 풍하

중이 포함된 하중조합과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을 비교 분석한 결

과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이 구조설계를 지배하 으므로 풍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을 기술하지 않았음.

- 설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을 기술하지 않은 사유 : 설계과정에서 지붕

에 작용하는 설하중 계산을 수행한 결과, 설하중이 지붕설계시 적용되

는 최소활하중(100 kg/m
2
)보다 작아서 설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을 기

술하지 않았음.

- 크레인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을 기술하지 않은 사유 : 설계과정에서 

크레인하중을 크레인의 사하중과 인양능력을 사하중과 활하중으로 분리

하여 적용하 으므로 구조설계보고서에 기 기술된 하중조합에 포함되어 

있음.

질의 2 :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이 ACI 318의 내용과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음.

  

답변 2 : 본 연구동의 내진해석시 적용한 지진하중은 안전정지지진(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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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down Earthquake : SSE)에 의한 것으로 ACI 318에 제시된 지진하

중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본 구조물의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은 원자력발전소의 내진

범주Ⅱ급 구조설계에 사용한 하중조합을 적용하여 설계하므로 지진발생

시 안전성을 향상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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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계측 2-Ⅸ-1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계측제어실 부인형

3. 심사대상 서류명: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내용(수정.보완요구사항)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상의 ‘제 9 장 계측 및 제어계통 시설’에 관한 내

용 중 핵연료 연구동의 실제 설계내용과 상이한 다음 사항을 실제 현장 설계 내용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시오.

1) 보호설비에 관한 설계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이러한 보호설비가 핵연료 연구

동의 계측 및 제어설비에 존재하지 않음을 1차 질의답변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상에 해당 설계내용을 만족하는 설비

가 없음과 그 이유를 명확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시오.

2) 인터록에 대한 설계내용에 일반적 내용이 아닌 핵연료 연구동의 계측 및 제어

계통 시설에 실제 설치되는 유틸리티 계통과 공기조화계통의 인터록 종류와 기

동조건을 명확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시오.

3) 트립변수에 대한 설계내용에 일반적인 트립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핵연료 연구동

의 실제 트립변수 설계내용 기술 할 것이 요구된다. 즉, 1차 심사 질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인, 계통수준의 트립신호는 없고, 기기수준의 설비보호를 위한 트립

이 존재하는 것과 이러한 트립 변수의 종류와 기능을  명확히 수정‧보완하여 제

출하시오.

4) 시스템의 이중화에 관한 설계내용에 일반적 내용이 아닌 핵연료 연구동의 계측 

및 제어계통 시설에 실제 적용되어 설치되는 이중화된 설비에 대한 종류와 기능

을 명확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시오.   

답변

1. 설계 및 공사방법 설명서 4.1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함.

“운전원과 설비를 보호하는 보호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보호설비는 일반 제어설비와 

분리하여, 정상 운전 중에 일반 제어설비의 비정상 상태 운전으로 인한 위험 조건

으로부터 운전원과 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분리․구성한다. 핵연료기술개발연구

동 계측제어설비는 유틸리티 계통 및 공기조화계통의 제어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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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유틸리티계통 및 공기조화계통은 핵연료제조시설에서 요구되는 서어비스가스

의 공급 및 공기조화 기능을 담당하는 보조계통이므로 유틸리티계통 및 공기조화계

통에는 운전원과 설비를 보호하는 보호설비는 설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모든 핵

연료기술개발연구동 계측제어설비는 일반제어설비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2. 설계 및 공사방법 설명서 4.1 (1)항을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함.

가. 유틸리티 계통은 서어비스 가스의 압력, 압축공기압력이 Low일 때 경보가 제

어실(Room No. 303, Maintenance & Operating Office) 운전원 워크스테이션

에 제공되므로써 운전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됨.

- 관련 계통으로는 Hydrogen Gas, Nitrogen Gas, Argon Gas, Compressed 

Air, Helium Gas, Forming Gas등이 있음.

나. 공기조화계통의 각 인터록종류 및 기동조건은 다음과 같음.

• Supply AHU Fan

- Fan의 후단의 공급공기 유량이 Low일 경우 기동중인 Fan은 Trip되고 

Standby Fan이 기동됨. 

- 또한 이에 대한 경보가 운전원 워크스테이션의 운전원 CRT 화면 및 

Mosaic Graphic Board의 경보창에 제공됨.

- ACU의 Exhaust Fan이 모두 정지되면 Supply AHU의 Fan이 정지됨.

- 관련 설비로는 Clean Area Supply AHU Fans,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Supply AHU Fans,  Advanced Nuclear Fuel Research 

Facility AHU Fans 등이 있음.

• Exhaust ACU Fan

- Fan의 후단의 공급공기 유량이 Low일 경우 기동중인 Fan은 Trip되고 

Standby Fan이 기동됨. 

- 또한 이에 대한 경보가 운전원 워크스테이션의 운전원 CRT 화면 및 

Mosaic Graphic Board의 경보창에 제공됨.

- Supply AHU의 Fan이 모두 정지되면 ACU의 Exhaust Fan이 정지됨. 

- 관련 설비로는 Clean Area ACU Exhaust Fans,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ACU Exhaust Fans,  Advanced Nuclear Fuel Research 

Facility ACU Exhaust Fans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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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및 공사방법 설명서 4.1 (6)-라)항을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함.

“유틸리티 계통 및 공기조화계통에는 계통수준의 트립과 관계되는 신호는 없으며, 

개별 기기수준의 트립신호는 개별 기기제어논리 및 전동기제어반 (MCC, Motor 

Control Center)의 기기보호논리 내부에서 생성되어 자동트립이 발생되게 설계한다. 

따라서 제어실(Room No. 303, Maintenance & Operating Office)에 계통수준 또는 

기기수준의 트립과 관련된 스위치는 제공하지 않는다.

설비보호를 위한 중요한 신호로는 Emergency Diesel Generator의 Emergency 

Start/Stop 신호를 제공한다. 이 신호는 제어실의 운전원 워크스테이션 상에 제공되

는 고정형 하드스위치에 의해 발생되며 이 스위치는 Emergency Diesel Generator 

제어반에 실배선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구성한다.“

4. 설계 및 공사방법 설명서 4.1 (6)-마)항을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함.

“유틸리티계통 및 공기조화계통의 계측제어설비의 통신네트워크인 Control Data 

Highway 및 Information Data Highway를 이중화로 구성하여 계측제어설비의 신

뢰성을 높이고, 안전조업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이들 통신네트워크는 

Hot-Standby 개념으로 구성하여 Hot Network와 Standby Network는 정상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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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데이터 전송기능을 수행하며 프로세서 모듈에서는 Hot Network의 데이터를 받

아 들이게 구성한다. Hot Network가 고장시 Standby Network는 Hot Network로 

전환되어 데이터 전송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Hot Network가 복구되면 이 네트워크

는 Standby Network로 되어 동작하게 구성한다. 그러나 프로세서모듈, 입출력모

듈과 같은 다른 계측제어설비는 이중화구성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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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계측 2-Ⅸ-2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계측제어실 윤문원

3. 심사대상 서류명: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내용(수정.보완요구사항)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상의 ‘제 10 장 비상전원 공급시설’에 관한여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시오.

1) 축전지의 용량은 시간대별 비상직류 부하값에 따른 동작책무 곡선에서 가장 큰 

전류값과 온도보상, 설계마진 및 경년열화 등을 보상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1차 

질의답변에 의하면 이러한 보상내용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관련 요건에서 요구하는 보상내용을  고려한 축전지 용량의 적합성을 계산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오.

2) 충전기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용량 산출 결과를 제출하시오. 

3) 비상전력계통은 분리된 raceway와 패널 보드를 사용하여 정상전원 공급계통과 

분리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일반적 

전기설비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요건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제출하시오.

답변

1. 붙임 계산서 참조바랍니다.

2. 붙임 계산서 참조바랍니다.

3. 핵연료 연구동 비상전원계통은 비상발전기와 발전기 제어반으로 구성되며 지하 1층  

기계실에 설치되어있다. 그러므로 정상전원계통인 지하 1층 전기실 내 패널보드 (저압

배전반 및 전동기제어반)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필수 전동기 제어반에 

인입되는 발전기 제어반으로 부터의 Cable과 정상전원으로부터의 Cable도 분리된 별

도의 Tray로서 Routing되도록 그림 1과 같이 설계하 음.

   참고로 필수 전동기제어반은 정상상태에서는 정상전원계통으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다가 정상전원계통 고장시 비상발전기에 의해 전원을 Back-up 받으며, Engineering 

Decision에 의해 선정된 연구동 내 부압 유지에 필요한 HVAC 및 RMS 부하에 전력

을 공급해 주고있으므로 분리된 raceway와 패널보드 설치를 요구하는 비상전원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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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음.

          저압배전반                                             발전기제어반

                                    분리된

                                    RACEWAY

                             필수 전동기제어반                     비상발전기

                        [지하 1층 전기실]                     [지하 1층 기계실]

               정상전원 공급계통                               비상전원 공급계통

그림 1. 비상전력계통 구성도

첨부서류

  1. 축전지 및 충전기용량 계산서 1부.



첨부 1. 축전지 및 충전기용량 계산서

   1) 1상 220V RMS UPS용 축전지

     가) 설계자료

부하종류 단위용량 수량 부하전류 운전시간 부하특성

UPS-RMS 15kVA 1 143A 30분 연속부하      

 

     나) 가정 사항

         (1) 110VDC(92.4∼123.4V) 축전지의 방전 종지전압은 93.5V(1.7V/Cell)로 가정한다.

         (2) UPS 역율(Power factor)은 약 80%로 가정한다.

         (3) Inverter 효율(Efficiency)은 약 90%로 가정한다.

         (4) UPS 의 110VDC 입력전류 = [kVA/방전종지전압] x [Pf] x [Eff]

                                      = [15000/93.5] x [0.8] x [1/0.9] = 143A

         (5) 무보수 폐형 연 축전지의 보수율(M)은 약 0.8로 가정(전기설비기술계산핸드북)  

              한다.

         (6) 무보수 폐형 연 축전지의 K Factor는 1.1@30minute으로 가정한다.

         (7) 무보수 폐형 연 축전지 온도는 25℃를 기준으로 한다. 

     다) 축전지 용량 계산

         (1) Duty Cycle Diagram

           Amp

                                                                                  143A

                                                                                   시간

                                            30분

         (2) 축전지 용량 선정

             30분 구간 축전지용량 = [1/M] x [30분 연속방전전류] x K factor

                                  = [1/0.8] x [143A] x [1.1] = 196.63 AH



         (3) 정격 용량(Ah)

             30분 Duty Cycle 용량 196.63 AH의 정격 표준용량인 200 AH를 선정한다.

   2) 1상 120V I&C UPS 및 계측용 축전지

     가) 설계자료

       

부하종류 단위용량 수량 부하전류 운전시간 부하특성

VCB 트립전류 2.5A 7 17.5A 1분 단시간 부하

ACB 돌입전류 4.5A 20 90A 1분 단시간 부하

DG Control 10A 1 10A 30분 연속부하

UPS-I&C 3kVA 1 28.5A 30분 연속부하

     나) 가정 사항

         (1) 110VDC(92.4∼123.4V) 축전지의 방전 종지전압은 93.5V(1.7V/Cell)로 가정한다.

         (2) UPS 역율(Power factor)은 약 80%로 가정한다.

         (3) Inverter 효율(Efficiency)은 약 90%로 가정한다.

         (4) UPS 의 110VDC 입력전류 = [kVA/방전종지전압] x [Pf] x [Eff]

                                       = [3000/93.5] x [0.8] x [1/0.9] = 28.5A

         (5) 무보수 폐형 연 축전지의 보수율(M)은 약 0.8로 가정한다.

         (6) 무보수 폐형 연 축전지의 K Factor는 1.0@30minute, 0.98@29minute와

             0.25@1minute으로 가정한다.

         (7) 무보수 폐형 연 축전지 온도는 25℃를 기준으로 한다. 

     다) 축전지 용량 계산

         (1) Duty Cycle Diagram

         146A         107.5A

                                                                                  38.5A

                      1분

                                              30분



         (2) 축전지 용량 선정

             (가) 110VDC의 부하전류 종류

                 - 단시간 전류(LN) = VCB 트립전류 + ACB 돌입전류 ≒ 107.5A

                 - 연속전류(LC) = UPS 부하전류 + 비상발전기 제어전류 ≒ 38.5A

             (나) 1분 Duty Cycle

                  - 방전전류 = 단시간 전류 + 연속전류 = 107.5 + 38.5 = 146 A

                  - 축전지 용량 = [1/M] x K factor@1mimute x 방전전류

                                 = [1/0.8] x 0.25 x 146 = 45.6 AH

             (다) 30분 Duty Cycle

                  - 1분 구간에서의 축전지용량 = 방전전류 x K factor@30mimute

                                              = 146A x 1.0 = 146 AH

                 - 29분 구간에서의 축전지용량

                                           = [방전전류 - 연속전류] x K factor@29mimute

                                           = [146 - 38.5] x 0.98 = 105.35 AH

                 - 30분 구간 축전지용량 = [1분 축전지용량 - 29분 축전지용량] x [1/M]

                                        = [146 - 105.35] x [1/0.8] = 50.8 AH

             (라) 정격 용량(Ah)

                 30분 Duty Cycle 용량 50.8 AH의 정격 표준용량인 65 AH를 선정한다.

   3) I&C UPS 및 계측용 충전기

      가) 참고문헌 : 전기설비 기술계산 핸드북 - 기다리

      나) 가정 사항

         (1) 축전지 충전전류(IC)는 연 축전지의 경우 C/10(C: 축전지 용량=65AH)으로 가정   

             한다.

         (2) 충전기 역율(COSθ)은 약 80%로 가정한다.(KS C 4402)

         (3) 충전기 효율(η)은 약 75%로 가정한다.(KS C 4402)

      다) 충전기 용량 계산

         (1) 충전기 교류측 입력용량(PAC)과 입력전류(IAC) 계산은 다음의 식에 의한다.

                          (IL + IC) x VD         
             PAC =                              
                        COSθ x η x 1000      
                                                 

                           (IL + IC) x VD        
             IAC = 
                        √3 x E x COSθ x η  
             여기에서,

             IL : 충전기 직류측부하전류 = 38.5 A, IC : 충전전류 = C/10 = 65/10 =6.5 A

            VD : 충전기 직류측 전압 = 110 V,     E : 입력 교류전압 =440V



         (2) 계산

                     (IL + IC) x VD            (38.5 + 6.5) x 110
             PAC =                        =                        = 8.25 kVA
                     COSθ x η x 1000        0.8 x 0.75 x 1000  

                       (IL + IC) x VD             (38.5 + 6.5) x 110
             IAC =                           =                          = 10.8 A
                    √3 x E x COSθ x η      √3 x 440 x 0.8 x 0.75

         (3) 정격용량 선정

             상기 계산 결과에 적절한 여유율을 적용하여 정격 10 kVA 용량 충전기를 선정.



한국원자력연구소- 27 -

1. 질의번호 : 원안 2-III-1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원자로안전해석실 정훈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설명

4. 질의내용(기술적 근거 제시) 

   임계도계산에 사용된 SCALE4.4(KENO-VI)의 44-group 핵자료는 웨스팅하우스의 

17×17 경수로 핵연료를 대상으로 생산된 것이어서 미 NRC 및 코드개발자도 

LWR 이외의 시설에 대한 임계도 분석시에는 238-group의 problem independent 

핵자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핵자료를 사용하던지 최종적으

로는 사용한 전산코드와 핵자료가 적용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유사한 환경의 임계실

험에 대한 검증계산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답변

1. 1차 보고서의 내용에서는 44 group library를 사용하여 임계도 분석을 수행하 으

나, 2차 보고서에는 238-group library를 사용하여 전체를 재계산하 음. 

2. 2%, 5% 및 93%의 3가지 형태의 핵연료에 대한 핵임계 검증계산을 통해 SCALE 

System의 CSAS6 module의 계산오차를 계산하여 오차가 가장 큰 값( Δk b  = 

0.01874)을 적용하여 미임계 한계치를 설정하 으며, 따라서 미임계 한계치를 0.95가 

아닌 0.93126으로 평가하 다. SCALE System의 CSAS6 module의계산오차를 

0.01874로 설정하고 미검증계산을 통한 계산오차 산출은 부록 1에 첨부하 다. 

첨부서류

  1. 부록 1. SCALE system의 CSAS6 module의 검증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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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원안 2-III-2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원자로안전해석실 정훈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설명

4. 질의내용 (자료 제출)

   Reg. Guide 8.12(1988) 및 Reg. Guide 3.71(1998)에서는 10CFR70.24 및 10CFR76.89

에 따라 핵연료물질을 취급되는 모든 장소에 임계사고를 계측할 수 있는 감시설비

(2개의 계측기 포함)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설

명하시오.

답변

  관련 규격에 적합한 핵임계경보장치를 연구용원자로연료 가공시설에 3대, 첨단핵연

료 연구시설에 1대를 첨부 도면과 같이 설치하여 운 할 계획임.

첨부서류

  1. 1층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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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원안 2-III-3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원자로안전해석실 정훈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설명

4. 질의내용 (수정 보완요구사항)

   우라늄 저장시설에 대한 임계도 해석에서 우라늄 금속, 분말, 연료봉 및 집합체 저

장 구역별로 별도로 계산된 keff값을 제시하시오. 또한 각 구역에서 부적절한 장소

에 한 개의 해당 저장 unit(용기, 집합체)가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

을 경우 이를 가정하여 가장 반응도가 높은 경우에 대해 분석하시오.

답변

  우라늄 금속, 분말, 연료봉 및 집합체 저장 구역별로 계산된 keff와 각 구역에서 부

적절한 장소에 해당 unit이 위치하는 경우에 대해 계산된 keff는 아래의 표에 나타내

었고, 미임계 한계치인 0.93126보다 크게 작은 값을 가졌다.

구  분
조건 1

[1]

(keff+2σ)

조건 2
[2]

(keff+2σ)

U3Si 분말 0.31338 0.31528

U-금속 0.40092 0.44492

핵연료봉 0.03622 0.31021

핵연료집합체 0.40611 0.40810

[1] 저장 역에 해당 unit이 가득 채워진 경우

[2] 저장 역에 해당 unit이 가득 채워지고 부적절한 위치에 해당 unit이 추가로 위치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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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원안 2-III-4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원자로안전해석실 정훈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설명

4. 질의내용 (기술적 근거 제시)

   모든 핵연료 물질의 저장용기는 임계도 분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용량 이상의 

핵연료 물질이 근본적으로 수용될 수 없도록 설계, 제작되었는 지를 입증하시오.

답변

우라늄 금속, 분말, 핵연료봉 및 집합체를 저장하기 위한 용기는 안전성이 입증된 

용량 이상의 핵연료 물질이 근본적으로 수용될 수 없도록 설계,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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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원안 2-III-5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원자로안전해석실 정훈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설명

4. 질의내용 (수정보완요구사항)

   안전질량 계산 및 각 공정의 임계도 해석에서 우라늄이 물과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가정하 다. 그러나 임계도는 같은 질량의 우라늄일 경우 균질상태인 경

우보다는 비균질 상태인 경우 더 반응도가 크다. 실제로 각 공정에서 핵연료물질이 

분말이 아니라 작은 덩어리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덩

어리의 크기 및 간격을 고려하여 가장 반응도가 높은 상태에 대하여 임계도를 재분

석하시오.

답변

  금속 우라늄의 형태를 세가지(2.0cm×2.0cm×2.0cm, 1.0cm×1.0cm×1.0cm, 0.5cm×

0.5cm×0.5cm)로 가정하여, 총 5 kg의 금속우라늄 ingot가 저장 unit에 존재할 때 

ingot와 ingot 간의 간격변화에 따른 임계도값의 변화를 계산하 다. 계산결과 어떤 경

우에든지 미임계한계치에 비해 크게 낮은 값을 얻을 수 있었다.

Ingot 

간격(cm)

Ingot size

2.0cm×2.0cm×2.0cm 1.0cm×1.0cm×1.0cm 0.5cm×0.5cm×0.5cm

0.0

0.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43517

0.46278

0.48062

0.46467

0.40753

0.34926

0.29428

0.24619

0.21899

0.19276

0.17486

0.16228

0.45037

0.48875

0.46849

0.36953

0.26468

0.19403

0.15119

0.12231

0.10130

0.08664

0.07703

0.07330

0.47578

0.45109

0.34967

0.19001

0.11281

0.07525

0.05680

0.04643

0.03901

0.03285

0.03117

0.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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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원안 2-III-6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원자로안전해석실 정훈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설명

4. 질의내용 (수정요구사항)

   chipping 및 세척공정에서 double-batching이 설비의 기계적 구조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정하여 임계도 분석을 수행하시오.

답변

  Chipping 공정의 경우 생성되는 chip은 여러 가지 형태의 크기와 모양을 갖게 되는

데, 본 해석에서는 chip의 크기를 아래의 세 가지로 가정하 으며, chip간의 간격은 

0.005 cm, 0.01 cm 로 가정하 다.

1) 0.001(w) x 0.5(d) x 1.0(h) 

2) 0.003(w) x 0.5(d) x 1.0(h) 

3) 0.005(w) x 0.5(d) x 1.0(h) 

< 계산결과 >

간격 0 cm 인 경우 (구형의 덩어리로 계산)

2 kg : 0.30365

4 kg : 0.37029

8 kg : 0.45271

간격 0.005 cm 인 경우      

2 kg :                      

0.001x0.5x1.0 chip → 0.39262

0.003x0.5x1.0 chip → 0.47234

0.005x0.5x1.0 chip → 0.48099

4 kg :

0.001x0.5x1.0 chip → 0.40653 

0.003x0.5x1.0 chip → 0.52584

0.005x0.5x1.0 chip → 0.50247

8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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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x0.5x1.0 chip → 0.43435

0.003x0.5x1.0 chip → 0.58934

0.005x0.5x1.0 chip → 0.53395            

간격 0.01 cm 인 경우

2 kg :

0.001x0.5x1.0 chip → 0.40930

0.003x0.5x1.0 chip → 0.50923

0.005x0.5x1.0 chip → 0.52050

 

4 kg :

0.001x0.5x1.0 chip → 0.51294

0.003x0.5x1.0 chip → 0.55152

0.005x0.5x1.0 chip → 0.56622

 

8 kg :

0.001x0.5x1.0 chip → 0.58794

0.003x0.5x1.0 chip → 0.61496

0.005x0.5x1.0 chip → 0.6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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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원안 2-III-7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원자로안전해석실 정훈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설명

4. 질의내용 (기술적 근거제시)

   임계도 해석시 진공경계조건을 사용한 경우가 있으면 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하시오.

답변

   모든 계산에서 반사체 경계조건을 사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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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원안 2-III-8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원자로안전해석실 정훈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설명

4. 질의내용 (수정요구사항) 

   용해주조 및 원심분무 공정에서 운반용기에 1-batch 보다 2-batch 핵물질이 존재

할 경우 keff가 더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의 원인을 설명하고, 핵 물질이 

1-batch(4kg)보다 더 작을 경우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시오.

답변

1차 보고서의 내용에서 용해주조 및 원심분무 공정의 운반용기에 1-batch 보다 

2-batch 핵물질이 존재할 경우 keff가 더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재계산 결과 

misprint 음을 확인하 음. 재계산 결과 및 분말 도가 9.45 g/cm
3
일때 1-batch가 

4kg 보다 적은 경우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1-batch 무게
분 말  도 (g/cm

3
)

7.65 9.45 10.71

8 kg
k-eff 0.53183±0.00364, 0.47764±0.00414 0.48199±0.00306

k-eff+2σ 0.53910 0.48593 0.48810

4 kg
k-eff 0.43245±0.00245, 0.35004±0.00252 0.39811±0.00315

k-eff+2σ 0.43735 0.35509 0.40441

2 kg
k-eff - 0.26848±0.00251 -

k-eff+2σ - 0.27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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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원안 2-III-9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원자로안전해석실 정훈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설명

4. 질의내용 (수정요구사항)

   임계도 해석시 H2O보다 수소 도가 더 높은 물질이 사용 또는 유입될 가능성이 있

는 공정에 대해서는 이를 반 하 는 지를 입증하시요.

답변

공정 내에서 사용되는 화합물 중에서 수소 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물질은 

물, 에틸알코올 및 아세톤이므로, 임계도 해석시 물보다 수소 도가 더 높은 물질이 

사용 또는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

구    분 분 자 량 수소질량비 비    중 상대수소 도

물 18 0.111 1 0.111

에틸알코올 46 0.130 0.789 0.103

아세톤 58 0.103 0.792 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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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원안 2-III-10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원자로안전해석실 정훈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설명

4. 질의내용 (기술적 근거 제시)

   우라늄금속 저장용기의 용량으로 5kg을 설정한 근거를 설명하시오.

답변

   외국에서 저농축 우라늄(농축도 20% 이하) 금속을 수입할 때 1개의 용기에 포장된 

우라늄의 무게가 5kg이었음.

  그래서 저장할 때보다 더욱 가혹한 조건인 운반시 적용한 단위용기당 무게 5kg을 

저장용기의 용량으로 결정하 음. 임계도 분석 결과에서도 금속 우라늄이 비균질상태

로 저장될 때(원안 2-Ⅲ-5 답변서 참조) 최대 0.48875이고, 저장시설에서의 최악의 경

우(별첨 우라늄저장시설의 핵임계도 해석 참조) 에도 0.68955이므로 안전한 것으로 판

명되었음.

첨부서류

  1. 우라늄 저장시설의 핵임계도 해석 1부.



제 3 장 우라늄 저장시설의 핵임계도 해석

3.1 개요

  우라늄 저장시설은 그림 3.1에서 같이 핵연료 분말, 핵연료봉, 핵연료 집합체를 동시

에 보관하게 된다.  분말의 경우 최대 적재용량은 864kg으로 한정되고, 핵연료봉은 최

대 720봉, 핵연료집합체는 최대 51개(36봉집합체 30개, 18봉집합체 21개)이다.  정상 

운전시에는 분말의 경우 저장량을 500kg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3.2 핵임계도 분석

  계산시 핵연료 물질을 제외한 다른 구조물질은 물로 대치하 고, 저장시설의 외부에 

reflecting경계조건을 사용하여 보수적인 계산을 하 다.  우라늄 저장시설은 racket 저

장 역(U3Si와 금속우라늄 ingot 저장), 핵연료 집합체저장 역 그리고 핵연료봉 저장

역으로 구분된다.  핵임계 안전성 분석을 위한 계산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저장 역에 핵연료가 가득찬 경우(침수사고 가정)

1-1) U3Si가 핵연료분말 저장 역에 채워진 경우(2 kg/racket) :

  keff = 0.40056±0.00121,  keff+2sigma = 0.40298

1-2) U-metal이 핵연료분말 저장 역에 채워진 경우(5 kg/racket) :

  keff = 0.40171±0.00124,  keff+2sigma = 0.40419

2) 저장구역별 계산

2-1) Racket 저장 역에 대한 계산

2-1-1) U-metal이 racket 저장 역에 가득채워진 경우 :

  keff = 0.39581±0.00256,  keff+2sigma = 0.40092

2-1-2) U3Si가 racket 저장 역에 가득채워진 경우 :

  keff = 0.30913±0.00256,  k+2sigma = 0.31338

2-1-3) U3Si분말이 모두 바닥에 쏟아진 경우 : 

(침수사고시 수중내 분말의 도변화에 따라 계산)

  최대 keff+2sigma = 0.68955(그림 3.2 참조)

2-2) 핵연료봉 저장 역에 대한 계산 :

  keff = 0.03043±0.00056,  keff+2sigma = 0.03156



2-3) 핵연료 집합체 저장 역에 대한 계산

  keff = 0.40074±0.00269,  keff+2sigma = 0.40611

3) 각각의 저장 역에 한 개의 해당 unit이 부적절한 위치에 추가로 적재된 경우

keff + 2sigma

Racket 저장 역
U3Si 분말 0.31528

U-금속 0.44492

핵연료봉 저장 역 0.31021

핵연료집합체 저장 역 0.40810

 

핵연료봉저장시설

(Z방향으로 5개의 

저장시설)

핵연료집합체

(36봉, 

30개(3×10×1)

개 저장

핵연료봉저장시설

(Z방향으로 5개의 

저장시설)

핵연료봉저장시설

(Z방향으로 5개의 

저장시설)분말저 장시설

(Rack et사용) 핵연료봉저장시설

(Z방향으로 5개의 

저장시설)

핵연료집합체

(18봉, 

21개(3×7×1)개 

저장)

핵연료봉저장시설

(Z방향으로 5개의 

저장시설)

핵연료봉저장시설

(Z방향으로 5개의 

저장시설)

그림 3.1 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의 계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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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원안 2-III-11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원자로안전해석실 정훈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설명

4. 질의내용 (수정요구사항)

   핵연료집합체 제조공정에서 double-batching을 고려하여 임계도를 분석 하시오.

답변

핵연료 집합체가 1개인 경우의 계산결과는 0.40848 (k-eff+2 σ) 으며, double 

batching 고려하여 2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인접한 경우 집합체 간의 거리 변화에 따른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Assembly 간격 k-eff+2 σ

0 cm 0.54816

2 cm 0.52550

4 cm 0.49173

6 cm 0.46925

8 cm 0.44432

10 cm 0.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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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원안 2-III-12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원자로안전해석실 정훈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설명

4. 질의내용 (기술적 근거 제시)

   운전중 액체폐기물 저장시설의 우라늄 농도를 안전농도이하로 계속 유지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답변

샤워수를 저장하기 위한 액체폐기물 저장시설에서의 우라늄 농도 예측값은 2.03×

10
-6
μCi/㎤이며, 이 값은 안전율 0.75를 적용하여 계산된 20 w/o 농축우라늄의 안전농

도인 2.98μCi/㎤(43.5 g/ℓ)과 비교하 을 때 6.81×10
-7
에 해당되는 작은 값이다. 또한 

폐수를 방출하기 전에 폐수저장 탱크 내부에 설치된 교반기로 폐수를 충분히 교반한 

후 방출하므로 저장탱크 바닥에 슬러지가 침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

다 저장탱크 바닥 부분을 육안검사 및 계측기를 이용하여 슬러지가 침전되지 않음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샤워수를 저장하기 위한 액체폐기물 저장시

설에서의 우라늄 농도는 안전농도 이하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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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환경 2-VI-1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방사선평가실 문종이

3. 심사대상 서류명: 방사선환경 향평가서

4. 질의내용 (자료제출)

(선원항 재평가 3.8 선원항)

기체폐기물 방출관련 HEPA filter 제거효율을 99.97%로 가정하여 선원항을 계산하

으나, Reg. Guide 1.140에서는 정상운전시 제거효율을 99%까지 보장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기체폐기물 방출을 99% HEPA filter 제거효율로 가정하여 선원항을 재

계산하고 기체폐기물 방출로 인한 주변주민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향을 제출하시

요.

답변

1.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의 정상운 시 선원항평가는 보수적 가정을 통해 1×10
-7
의
 

대기방출율을 적용하여 0.158 MBq/y 의 대기방출 방사능을 평가하 음.  방출률의 

산출 근거는 본 시설과 유사한 핵연료 제조시설에서의 연간 환경 방출량을 연간 취

급량으로 나눈 값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하여 본 시설이 가동될 때의 대

기방출 방사능의 양으로 계산하 음.  평가결과 국내의 200 MTU/y 규모의 KNFC 

핵연료제조시설에서의 값이 가장 높아 1×10
-7
을 본 시설에 적용하는

 
대기방출율로 

정하 음.

구     분
연간취급량

(g)

연간방출량

(g)
대기방출율 비     고

경수로(프) 600×10
6

7 1.17×10
-8

(KNFC) 200×10
6

20 1.00×10
-7

중수로(캐) 800×10
6

20 2.60×10
-8

  정상시 대기방출률 1×10
-7 
값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KNFC 인허가 서류의 방출

량과 비교하여도 보수적임.

구       분
년간사용량

(ton)

대기방출량 (MBq/y)
비     고

KNFC허가서류
※
대기방출률적용

경수로핵연료제조시설 400 0.70 4.00 (1)

중수로핵연료제조시설 800 0.54 2.08 (2)

   (1) 400×10
6
g/y×1.0×10

5
Bq/g×1×10

-7
=4.00×10

6
B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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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800×10
6
g/y×2.6×10

4
Bq/g×1×10

-7
=2.08×10

6
Bq/y

   ※ 참고자료 : 원전연료 성형가공 증설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p7.1-10)

2. KNFC 핵연료제조시설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본 시설의 농도와 같다

고 가정하고, Reg. Guide 1.140에서 제시한「정상운전시 제거효율을 99%까지 보장

되도록 규정」문구에 근거하여 HEPA filter의 제거효율을 99%를 적용하여 정상운

전시 대기방출량을 평가하면 0.083 MBq/y의 결과가 나옴. 

3. HEPA filter의 제거효율을 99%로 가정하여 평가된 방사선원은 대기방출율 1×10
-7

으로 계산한 결과의 약 52%에 해당됨.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대기방출율을 근거하

여 보수적으로 평가된 0.158 MBq/y를 정상운전시 선원항으로 적용했음.

4. Filter 효율을 고려한 선원항에 의해 주변주민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향은 대기방

출률을 적용하여 환경 향평가서에 기술한 주민피폭선량(첨부I 참조)의 약 52 %에 

해당됨. 

첨부서류

  1.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정상운전시 방사선피폭평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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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 F

F= F B F A F G

1. 질의번호 : 환경 2-VI-2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방사선평가실 문종이

3. 심사대상 서류명: 방사선환경 향평가서

4. 질의내용 (수정보완요구)

   (방사선 향평가 전반)

   1차질의에서 문제시 되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확산인자, 방사선원, 선량환

산인자, 다수시설에 의한 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사선 향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가 반 된 환경 향평가서 수정분을 제출하시요.

답변

1. 하나로 핵연료 개발 연구동에 대한 정상 운 중 방위, 거리별 대기확산인자 평가결

과를 첨부 II-1에 제시함.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기확산인자는 동 시설로부터 

남남서(SSW) 방향 약 500 m 지점에서 최대값 ( (χ/Q) = 3.037 x 10
-4
 sec/m

3
,  

(χ/Q)
D =2.995 x 10

-4
 sec/m

3
, (χ/Q)

DD = 2.836 x 10
-4
 sec/m

3
, D/Q = 1.191 x 

10
-7
 1/m

2
)을 나타냄.  또한 동 시설의 제한구역과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경계 지점

에서의 대기확산인자를 첨부 II-2에 제시함. 

2. 사고시 대기확산인자 (누적확률분포의 50% 값)를 첨부 II-3에 제시함.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 시설의 사고후 2시간 대기확산인자 값은 남서 (SW) 방향 제한구역 

경계지점 (시설로부터 58 m)에서 최대치인 1.382 x 10
-3
 sec/m

3
을 나타냄. 

3. 정상운전시의 방사선원은 기 제출보고서와 변동이 없음. 화재 폭발사고에 대한 방

사선원이 재평가되었고 액체폐기물 처리에 따라 자연증발시설에서 발생되는 기체상 

폐기물에 의한 방사선피폭평가가 추가로 수행되었음. 

 3.1 화재 폭발 사고시 방사선원은 아래의 식으로 평가되었음.

         

             Q : 방출량

             G : 우라늄 재고량

             F : 누출분율

 

             FB : 콘테이너 및 기기로부터의 누출율 

             FA : 누출된 우라늄으로부터 에어로졸을 형성하는 분율

             FG : 발생된 에어로졸이 건물 밖으로 방출되는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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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값은 사고시 발생되는 열량에 따라 평가될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작업 

공정중의 개봉분말에 대해서는 50％, 봉분말 및 압분체에 대해서는 25％를 각각 

적용하 음. FA는 우라늄 금속 분말에 대한 화재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가열이 수반되는 제조 및 실험공정에서는 실험에서 얻은 값의 4배에 해당

하는 3%, 가열이 수반되지도 않고 가연성 물질이 혼재되지 않는 핵연료물질저장고

에 대해서는 1/10에 해당하는 0.3%, 그리고 개봉된 이산화우라늄 분말에 대해서는 

0.5%를 적용하 음. FG값은 발생한는 에어로졸의 절반이 대기로 방출된다고 가정하

고 50%를 적용하 음.

구         분
누  출  분  율

FB FA FG

제조 및 

실험공정

U, U-Mo,

U-Si

개봉분말 0.50 0.03 0.50

봉분말 0.25 0.03 0.50

압 분 체 0.25 0.03 0.50

UO2

개봉분말 0.50 0.005 0.50

봉분말 0.25 0.005 0.50

압분체, 소결체 0.25 0.005 0.50

핵연료물질저장고 봉분말 0.25 0.003 0.50

방사선원 평가시에는 호흡에 의해 폐에 침적하는 에어로졸의 분율을 고려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우라늄 산화물의 경우 총 에어로졸의 10% 흡입분율을 적용하는데 본 시

설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15%를 적용하 음. 피폭선량 계산에 필요한 내부피폭에 

향을 주는 우라늄의 양을 계산한 결과는 51.15g, 이를 방사능의 단위로 환산하면 

122.90MBq에 해당됨.  이를 우라늄의 동위원소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원전연료 성형가공 증설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폐에 침적된 에어로졸의 

분율(lung accessible fraction)은 약 10% 이지만 배치효과(batch effect)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15%로 가정하 음.

  ※ 참고자료 : 원전연료 성형가공 증설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p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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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용원자로연료

제조시설

첨단핵연료연구시설

개량형금속핵연료 첨단핵연료

g MBq g MBq g MBq

U-234
20wt% 0.4605 106.3290 0.0450 10.3905 - -

5wt% - - - - 0.0002 0.0499

U-235
20wt% 9.0949 0.7277 0.8888 0.0711 - -

5wt% - - - - 0.0300 0.0024

U-236
20wt% 1.8420 4.4153 0.1800 0.4315 - -

5wt% - - - - 0.0003 0.0007

U-238
20wt% 34.6526 0.4311 3.3862 0.0421 - -

5wt% - - - - 0.5700 0.0071

합      계 46.0500 111.9030 4.5000 10.9352 0.6005 0.0600

3.2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서 발생되는 샤워수 형태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중 원자력

연구소 부지내 위치한 자연증발시설에서 전량 처리되며, 이 때 대기로의 예상 방출

량 평가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음. 

(1)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연증발시설에서의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의 허가 범위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연증발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

사성액체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나, 처리하고자 하는 방사성액체폐기물의 농도가 

방류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후 자연증발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서 발생되는 방사성액체폐기물 중 자연증발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우라늄의 농도 : 3×10
-6
μCi/㏄

(3)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서 샤워수 형태로 발생되는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연간 예상

발생량 : 60㎥

(4)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서 발생되는 샤워수 형태의 방사성액체폐기물을 자연증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될 때 시설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공기중의 우라늄 농도 : 

2.25×10
-15
μCi/㏄ 

     C out= C ∈×
1
D f
×W×

1
Q

Cout : 대기방출 방사능물질의 농도 (μCi/㏄)

Cin  : 처리액의 농도 (3×10-6μCi/㏄)

Df   : 제염계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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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처리량 (60㎥)

Q    : 송풍량 (60㎥ 처리시의 소요일 × 1일 송풍량 = 8×10
7
)

(5)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서 발생되는 방사성액체폐기물을 자연증발처리시설에서 처

리하게 될 때 시설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우라늄의 총량 : 0.18μCi

(6) 자연증발시설의 처리능력

    - 저장용량 : 960㎥

    - 처리능력 : 1,200㎥/y

    - 가 동 율 : 25% (연간 약300㎥ 처리)

(7) 본 시설의 운 에 따라 자연증발시설에서 대기로의 방출되는 예상 방출량과 방출

특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음.  

핵종 방출량( μCi/yr) 방출특성

U-234

U-235

U-236

U-238

1.71E-1

1.17E-3

7.10E-3

6.93E-4

․방출유형 : 지표방출

․건물의 최소단면적 : 60.6 m
2

․건물높이 : 15 m

계 1.80E-1

4. 하나로 핵연료 개발 연구동으로부터 환경으로 방출되는 우라늄 동위원소는 주로 이

산화 우라늄 (UO2) 형태로 정상운  및 사고시 피폭선량평가에 요구되는 호흡에 의

한 선량환산계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권

고하는 폐에로의 흡수형태 S (slow) 값 (첨부 II-4)을 적용하여 재평가함. 동 시설

의 정상운 중 주민의 최대 개인피폭선량 및 집단선량 평가결과를 첨부 II-5에 제

시함.  평가결과 최대 피폭연령군 (소아)에 대한 유효선량은 1.85 x 10
-4
 mSv/yr로 

과기부 고시에 제시된 원자력시설의 설계목표치인 0.05 mSv/yr와 일반인에 대한 

선량제한치인 1 mSv/yr와 비교하여 피폭 향은 무시 가능함.  또한 최대 피폭장기

인 폐에 대한 등가선량도 1.48 x 10
-3
 mSv/yr로 과기부 고시 기준치인 0.15 

mSv/yr와 비교하여 무시할 만한 값임.  동 시설로부터 반경 10 km내 집단에 대한 

유효선량은 3.67 x 10
-4
 man-Sv/yr으로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6.66 x 10

-7
 

mSv/yr으로 평가됨.  

5. 동 시설의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결과를 첨부 II-6에 제시함.  평가결과 개인의 

최대 유효선량은 5.52 x 10
-4
 Sv, 갑상선 등가선량은 9.40 x 10

-7
 Sv로 10CFR100.11

에 제시된 기준치인 사고후 2시간에 대해 유효선량 0.25 Sv, 갑상선 등가선량 3 Sv



한국원자력연구소- 46 -

와 비교하여 각각 0.22%, 3.13 x 10
-5
 %로 평가됨.

7. 동일 부지내 기존 운 중인 원자력관계시설의 운 으로 인한 하나로 핵연료 개발 

연구동 건설작업자 및 주민피폭선량을 기존 원자력관계시설의 인허가시 제출된 방

사성물질의 환경방출량 자료를 사용하여 재평가함.  또한 하나로 핵연료 개발 연구

동에서 발생되는 샤워수 형태의 액체상 방사성 폐기물의 자연증발 처리에 향을 

추가로 평가함.

8. 하나로 핵연료 개발연구동을 포함하는 모든 원자력관계시설의 운 으로 인한 주민

의 최대 피폭지점은 시설의 방출점으로부터 남남서 (SSW) 방향 800 m 지점이었으

며, 동 지점에 대한 연령군별 개인의 최대 피폭선량 결과를 첨부 II-7 (최대 피폭연

령군 : 소아)에 나타냄.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로 핵연료 개발연구동의 운

으로 인한 주변주민의 피폭 향은 운 중인 원자력관계시설의 향에 비해 무시 가

능함.  하나로 핵연료 개발연구동을 포함하는 모든 원자력관계시설의 운 으로 인

한 소아의 최대 유효선량과 갑상선 등가선량은 각각 5.36 x 10
-2
 mSv/yr, 4.86 x 

10
-1
 mSv/yr로 과기부 고시 98-12호에 제시된 동일 부지내 다수기 운 시 제한구

역에서의 기준치인 유효선량 0.25 mSv/yr, 갑상선 등가선량 0.75 mSv/yr의 각각 

21.44%, 64.8%를 나타냄.  하나로 핵연료 개발연구동을 포함하는 부지에 위치한 모

든 원자력관계시설의 운 으로 받게되는 반경 80 km 내 집단에 대한 유효선량은 

1.10 x 10
-1
 man-Sv/yr로 1인당 평균 유효선량은 2.0 x 10

-4
 mSv/yr로 평가됨.

9. 하나로 핵연료 개발 연구동 건설작업에 따른 작업자 피폭선량을 첨부 II-8 (표 

II-8-1은 기존 원자력관계시설의 인허가시 제출된 환경 방출량자료에 근거, 표 

II-8-2는 실제 원자력관계시설의 운 이력에 따른 환경 방출량자료에 근거)에 제시

함. 작업자의 최대 유효선량은 3.01 x 10
-2
 mSv/yr으로 과기부 고시에 제시된 일반

인의 선량한도인 1 mSv/yr와 동일 부지내 다수기 운 중인 원자력관계시설 전체에 

적용할 기준으로 제시된 원자력시설 제한구역에서의 선량기준치인 0.25 mSv/yr에 

비해 각각 3.01%, 12.04%로 평가됨.  작업자의 갑상선 등가선량은 0.14 mSv/yr로 

동 고시에 제시된 다수기 운  원자력시설 제한구역에서의 선량기준치인 0.75 

mSv/yr의 18.7%로 평가됨.  하나로 핵연료 개발연구동의 건설공사에 투입될 작업

자는 27개월 동안 22,000명 (1일 기준)으로 이는 연간 약 26.8명에 해당함. 따라서 

작업자의 집단선량은 보수적 평가를 위해 작업자의 최대 유효선량에 작업자수를 곱

한 8.07 x 10
-4
 man-Sv/yr로 추산됨. 

첨부서류

  1. 관련 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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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환경 2-VI-3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방사선평가실 문종이

3. 심사대상 서류명: 방사선환경 향평가서

4. 질의내용 (수정보완요구사항)

  (환경감시계획 전반)

   가공사업으로 인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우라늄 동위원소이므로 시설

주변의 공기중 미립자를 포함한 환경매체에서의 우라늄 동위원소 핵종별 방사능 농

도 및 전알파 감시는 필수적인 환경감시 항목임으로 과학기술부 고시 96-35호의 요

건에 부합되는 우라늄핵종에 대한 감시요건을 추가하여 운 전 및 운 중 감시계획

을 재수립하여 제출하시요.

답변

1. 우라늄 방사능 농도 및 전알파 방사능 감시를 포함하여 과학기술부 고시 제 96-35

호의 ‘환경방사선/능 조사요령’에 따라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의 운 전 및 운 중 

감시계획을 재수립하여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 음. 

2.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부지 주변에 대한 환경 감시계획은 시설 부지내와 주변지역

을 구별하고 환경방사선과 환경방사능 평가로 구분하여 수립하 음.  환경방사선 

평가는 공간 방사선량률과 공간 집적선량평가로, 환경방사능 평가는 핵종 분석의 

대상으로 공기중미립자, 육상의 토양과 솔잎, 물시료, 식품류로 분류하 음.

3. 환경방사선 측정, 시료채취 지점, 환경방사능 측정항목 및 주기를 첨부 III의 표 

III-1에 나타내었음. 환경방사선의 조사지점, 조사시기 등은 공기중 방사능 농도가 

높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과 인구 집 지역, 주풍하방향, 대기확산 인자를 고려하여 

선정하 으며, 표 III-2 - 표 III-5에 이를 제시하 음.

4. 환경방사능의 조사지점과 조사시기 등은 공기중 미립자를 비롯하여 토양, 솔잎, 지

하수, 토양, 농작물, 계란 우유의 경우는 인구 분포와 농경상황을 고려하여 반경 

26km 이내 인구 집지역, 대기확산 인자가 최대인 지역을 선정하 으며, 지표수 및 

하천토는 부지의 배출수가 흘러 나가는 동화천의 수계를 따라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표 III-6 - 표 III-7에 나타내었음. 

5.  감마동위원소의 조사핵종은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의 운 시 발생되는 감마 방사핵

종과 연구용원자로를 비롯한 기존의 원자력관계시설인 조사후시험시설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핵종을 고려하여 선정하 음. 이들 핵종중에서 기체방출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핵종은 공기 및 육상시료에서, 액체방출물중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

은 핵종은 지표수, 지하수 및 하천토 등에서 조사하도록 표 III-8과 같이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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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환경방사선량 계측기기와 계측방법에 대해 표 III-9에, 환경방사능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해서 표 III-10에 나타냈음. 표 III-11에 핵종별 검출목표치를 제시하

음.  

6.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이 건설될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내에는 열출력 30MW의 다

목적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와 조사재시험시설 및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시

험시설, 원자력 관련 연구동이 운 되고 있으며, 인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의 핵연료가공시설과 재변환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음.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핵

연료기술개발연구동이 정상 가동될 시 환경감시계획은 기존의 환경감시 프로그램으

로 통합 운 될 것임. 표 III-12에 운 중 감시계획을 나타냈음. 

첨부서류

  1. 환경감시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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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방평 2-Ⅸ-1 (방평 Ⅸ-11 관련 추가질의)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방사선평가실 이승행

3. 심사대상 서류명: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내용(수정요구사항) 

   방사선관리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보면 출입관리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방사선관리

구역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1층에 5개(셧터문 제외), 2층에 2개가 있다.  이들 문에 

대해서는 비상시 비상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문에 센서를 부착하여 개

폐 여부를 보건물리실에서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 으나, 1층 217호실의 맞은편

에서 복도 224로 통하는 문과 2층의 308 복도에서 관리구역으로 들어가는 문은 관

리구역 출입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상기 2개 출입문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문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출입관리에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사업자의 입장을 밝히시오.

답변

   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정 반 함.

    

 - 출입관리구역을 통하지 않고 방사선관리구역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쪽에서만 열 수 있도록 하는 시건장치를 사용한다. 

(설공서 VIII장 VIII. C-2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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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방평 2-Ⅸ-2 (추가 질의)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방사선평가실 이승행

3. 심사대상 서류명: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내용 (수정요구사항)

   설공서 제Ⅷ장의 내용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여 기술할 것.

   - 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목표치, 시설내 공기중 방사성물질 농도 제한치 및 표면

오염관리 기준치 등을 포함하는 시설의 방사선방호 기준

   -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절차 및 출입관리를 위한 출입구역 주변시설에 대한 내용

   - 시설의 제염이 용이하도록 하는 설비(제염페인팅 등)를 포함하여 시설내 방사성

오염관리에 관한 내용

   - 외부 및 내부피폭을 모두 포함하는 종사자의 방사선피폭관리에 관한 내용

   - 연간 예상방출량에 따른 방출제한목표치 등 기체폐기물 방출관리에 관한 내용

   - Hot shower실 등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액체폐기물에 대한 관리방안

   - 고체폐기물관리에 관한 내용

답변

   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정 반 함.

1. 설공서 VIII장 C. 설계내용 및 적용기준 1.4.2 방사선피폭관리 및 1.4.1 방사성오염관

리 에 수정 반 하 음(VIII. C-2, 3 페이지 참조).

2. 설공서 VIII장 C. 설계내용 및 적용기준 3.2.5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설비에 수정 반

하 음(VIII. C-5 페이지 참조). 

3. 설공서 VIII장 C. 설계내용 및 적용기준 1.2 설계상 고려사항에 수정 반 하 음

(VIII. C-2 페이지 참조). 

4. 설공서 VIII장 C. 설계내용 및 적용기준 1.4.2 방사선피폭관리에 수정 반 하 음

(VIII. C-3 페이지 참조).  

5. (6), (7) 설공서 VIII장 C. 설계내용 및 적용기준 1.4.3 방사성폐기물관리에 수정 반

하 음(VIII. C-3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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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방평 2-Ⅸ-3 (추가 질의)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방사선평가실 이승행

3. 심사대상 서류명: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내용(수정보완요구사항)

   - 방사선감시계통에 대한 1차 질의에 관하여 현안협의를 한 결과 설공서에 제시된 

내용과 실제 설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음.  특히 공기오염감시계통에서는 공기

시료채집기를 사용하지 않고 연속공기감시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설공서의 

내용이 실제 설계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방사선감시계통에 관한 

설공서의 내용을 실제 설계내용을 반 하여 수정하시요.

   - 연속공기감시기, 기체방출물 감시기, 지역방사선감시기 및 임계경보감시기 등의 

상세사양은 기기 선정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으

나 이들 감시기의 수량 및 측정위치, 측정범위, 경보설정치 및 산정근거 등은 설

공서에 반 되어야 할 것임.

   - 모든 감시기기 및 경보설비는 비상전원의 공급을 받는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때 비상전원의 공급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만일 비상 밧데리

에 의한 비상전원일 경우 밧데리의 규격 및 용량을 제시하시오.

   - 기체방출물감시기의 연동기능을 설공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요.

   - 기체방출물의 대표시료채취방안과 관련하여 iso-kinetic flow sampling의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하시요.(sampling line의 곡률반경 등)

답변

1. 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정 반 함.

    

- 공기오염 감시계통에 대한 설공서의 내용을 고정형 공기시료채집기를 사용하지 않

고 고정형 연속공기오염감시기(Continuous Air Monitoring System)와 이동형 공기

시료채집기를 사용하는 방안으로 설계 내용을 기 수정 반 하 음

(설공서 VIII장 VII. C-7 페이지 참조)

2. 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정 반 함.

    

- 감시기들에 대한 상세사양중 감시기의 수량 및 측정위치는 설공서에 기 반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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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측정범위 및 경보설정치 등은 해당 실험실의 사용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사항은 원자력법 관련규정의 선량한도를 근거로 하여 Utility에서 산정

한 결과를 반 할 예정임

3. 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정 반 함.

    

- 방사선 감시기기 및 경보설비는 정상전원 공급선로의 고장시에도 비상전원인 RMS 

전용 밧데리에 의해 Back-up 되는 220V AC UPS로부터 공급되며, RMS 전용 비

상 밧데리의 규격 및 용량은 질의번호 계측 2-Ⅸ-2의 1)번 답변에 첨부된 축전지 

용량 계산서에 따라 무보수 폐형 연 축전지 200AH로 선정되었음.

(설공서 VIII장 VII. C-10 페이지 참조)

4. 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정 반 함.

    

- 연구용원자로연료 제조시설과 첨단핵연료 연구시설에서 방출되는 모든 기체는 공기

정화기를 통과하여 대기로 방출되며 공기정화기 후단에 설치된 iso-kinetic flow 

sampling 장치를 통해 401호 stack 감시기에 의해 연속적으로 감시되며, 해당 결과

는 실시간으로 222호 통제실에 설치된 표시판과 컴퓨터에 배기방사능에 대한 농도

와 경보 등이 표시되고 저장된다. 대기방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경보가 발생됨

과 동시에 연동신호에 의해 배기팬을 정지시켜 해당기체가 대기로 방출되지 않도록 

함.

(설공서 VIII장 VII. C-8 페이지 참조)

5. 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정 반 함.

    

- Stack으로부터 기체방출물에 대한 시료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ANSI N13.1의 설계요

건에 따라 Stack을 통하여 배출되는 유속과 동일한 시료를 채취하는 iso-kinetic 

flow sampling 방법에 의하여 대표시료를 채취할 것이며 해당 사항은 RMS 구매사

양서에 아래와 같이 기술됨.(해당부분 구매사양서 첨부)

   1. Design Requirements for the particulate Airborne and Stack RMS Loca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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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he SRMS sampling system shall be supplied and installed with an isokinetic 

nozzle assembly including mounting hardware as shown on data sheet and R&ID, and 

transport system including tubing designed in accordance with ANSI N13.1 ; sampled 

media not in motion are the only exception. The size, configuration, and flow velocity or 

volum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calculation of isokinetic extraction conditions 

appear in the data sheets, Unless stated otherwise, isokinetic nozzle axis shall be along 

the vent stack dimention.

(설공서 VIII장 VII. C-8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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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방평 2-Ⅸ-4 (방평 Ⅸ-20 추가 질의)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방사선평가실 이승행

3. 심사대상 서류명: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내용(수정보완요구사항)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의 방사선작업관리를 위해서 구비되는 방사선방호 장구류의 

종류 및 수량 등 상세한 내용을 설공서에 기술하시오.  특히 방호마스크의 종류 및 

사용기준을 제시하시오.

답변

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정 반 함.

    

3.2.4. 개인방사선방호장비

   방호장구로는 반면마스크, 전면마스크, 공기공급형 마스크, 방호복, 장갑, 작업화, 슈

즈커버 등을 작업자수 및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한다.

   방호마스크는 공기오염도에 따라 5 DAC까지는 고효율필터가 부착된 반면마스크

를, 50 DAC까지는 전면마스크를 그리고 50 DAC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공기공급형

마스크를 사용한다.   

(설공서 VIII장 VIII. C-5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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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 사 개 요

방사선관리시설은 우라늄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유해한 결정

적 향을 방지하고 확률적 향의 발생 확률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하기 위하

여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원자력법령에서 정하는 선량한도 이내에서 가능한 한 낮게 유

지하며 시설외부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억제하여 일반인에 대한 피폭선량을 선량한도 이

내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시설은 주된 선원인 우라늄을 취급하는 기기는 운전 및 보수 중 우라늄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시설내의 오염의 확산 및 외부로의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방

사선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환기설비를 구비하고 작업장의 공기오염도, 배기오염

도, 공간선량 등의 감시 및 핵임계감시경보 등으로 구성하는 방사선감시계통을 설계하 다.

또한 오염가능성이 있는 작업시 작업자의 우라늄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선 방호장비

를 도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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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건설 일정 계획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비  고

1. 노내조사 시험

 ∙정상출력 

 ∙고출력

 ∙U-Mo

2. 설계

3. 인허가

 ∙사업계획서 외 8종 

 ∙허가 서류 작성

 ∙건축허가

 ∙가공사업 허가

 ∙건물 시설검사

 ∙설비 시설검사

4. 시설 건설

 ∙건물골조공사

 ∙건축마감 및 전기 

 ∙설비 공사

 ∙부대 토목

 ∙준공검사

5. 가공 장비

 ∙장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6. 생산준비

 ∙하나로핵연료 납품 

   계약

 ∙LEU 구매

 ∙원자재 구매

7. 핵연료 생산   

하나로용

하나로용

분말수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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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설계 내용 및 적용기준
1.0 방사선방어원칙

   본 시설에서 취급하는 방사성물질은 20wt% 이하의 농축도를 갖는 저농축우라늄, 천연우라

늄 및 감손우라늄으로서 주된 방사선은 우라늄의 붕괴에 따라 발생하는 알파선과 U-238의 

붕괴핵종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저에너지 베타선 및 감마선이 포함된다.  따라서 종사자 방

어의 주된 목표는 방사성물질 취급으로 인한 외부 및 내부피폭선량을 원자력법령에서 정하

는 선량한도 이하로 제한하는데 있다.  

   종사자의 방사선방호 대책에 대한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부유성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기는 기 성 구조로 한다

     - 대량의 방사성물질을 저장하는 저장실은 필요시 차폐물 설치

     - 연속적인 방사선 감시기 설치

     - 방사선관리구역 설정에 의한 출입관리

     -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 교육 및 훈련

     - 방사성물질의 섭취 및 흡입에 따른 피폭선량평가에는 예탁유효선량을 적용한다.

     - 종사자의 체내피폭선량은 작업구역의 공기중 방사성물질 농도를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도공기중 농도 이하에서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초과할 우려

가 있는 구역은 운 시 출입제한, 작업시간의 제한 또는 출입시 방호장비의 착용 등을 

통하여 연간섭취한도(ALI)이하로 한다.

1.1  정책고려 사항

1.1.1  설계 및 건설정책

   방사성물질로 인한 방사선피폭이 최소화되도록 기기, 계통의 배치 및 폐, 환기, 방사선 감

시계통 등의 설계 및 보안, 출입통제 등 방사선안전관리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종합적으

로 고려된다.  

1.1.2  운 정책

   본 시설을 운 함에 있어 종사자 등의 인체에 방사선피폭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유해한 

결정적 향을 방지하고, 확률적 향의 발생확률을 일반적으로 용인된 수준 이하로 제한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 관계법령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방사선 방어계획

을 입안, 집행하며, 방사선안전관리부서장은 방사선장해방어관계 업무를 총괄한다. 방사선안

전관리실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안전관리규정 및 관련 기준 등에 따라 수행한다.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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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출입자 관리

   - 방사선작업 관리

   - 방사선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유지관리

   - 방사선작업환경 감시

   - 기타 방사선관리와 관련된 행정적 사항

1.2  설계상의 고려사항

   방사성오염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방사선 피폭선량을 선량한도 이하에서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설계 고려사항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종사자가 일상 근무하는 지역과 오염가능성이 높은 방사성물질 취급구역의 방사성물질 

오염의 최소화

- 기기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

- 보수가 필요한 곳에서의 오염도 및 체류시간의 최소화

- 방사성물질의 취급, 이송 및 저장시의 오염의 최소화

- 보수나 예방정비의 필요를 줄일 수 있도록 기기, 부품 및 재료 등의 선정시 신뢰성, 내구

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출입관리구역을 통하지 않고 방사선관리구역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은 밖에서는 열수 없고 

안쪽에서만 열 수 있도록 하는 시건장치를 사용한다.

-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구역의 벽, 칸막이, 바닥 등은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빈틈이나 구

멍이 없는 구조이고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하기 어렵고 내식성이 강한 내방사선 제염 도

장재등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1.3  운 상의 고려사항

   방사선 안전관리절차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이 선량한도 이

하에서 가능한 한 낮게 유지 되도록 하며, 방사선안전관리부서는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총

괄하여 수행하고 감독할 것이며, 시설운 책임자는 작업자들이 항상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운 계획의 수립, 감독 및 운 을 지휘한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종사자에게는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맡은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4  방사선관리

1.4.1  방사성오염관리

   본 시설에서 취급하는 방사성물질은 농축도가 20wt% 이하인 저농축우라늄, 천연우라늄 및 

감손우라늄의 개봉선원으로 종사자의 방사선피폭 방지 및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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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필수이다. 오염관리는 공기중 방사성오염관리와 시설바닥 및 장비 등의 표면오염관

리로 구분한다. 

   작업장 공기중오염도감시는 연속 감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유도공기중농도 이하로 유지

되도록 관리한다. 

   표면오염도감시는 스미어법(간접법) 및 직접법을 통하여 허용오염도(3.7 kBq/m
2
)의 1/1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방사성물질 취급구역내에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수행하며, 측정결과는 기

록, 유지한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취급되는 기기, 기구, 매체 등이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오염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가 안전관리규정 및 방사선 안전관리절차서에서 정하는 허용오

염도 이하로 되는 경우에만 반출이 허락된다. 또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으로

부터 퇴출할 때에도 손, 발, 의복 등에 대한 오염검사를 하여 오염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 퇴출하도록 관리한다.

1.4.2  방사선피폭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관리는 외부 및 내부 피폭을 합한 유효선량으로 평가하

여 선량한도 20 mSv/y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한다. 

   외부피폭관리를 위한 법정선량계는 TLD를 기본선량계로 사용하고 보조선량계로서 직접 판

독형 전자식선량계를 사용한다.

   방사성물질의 비정상적인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관리, 후드, 배기 등의 기술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서 공기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만약 공기중 오염으로 인하여 내부

피폭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호복, 방호마스크 등 방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 방사

성물질이 체내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작업중에는 흡연, 마시는 행위 및 

먹는 행위를 금지한다.

   내부피폭에 대한 감시 및 관리는 전신계수기에 의한 방법과 뇨시료분석에 의한 방법 및 공

기중 오염도 측정에 의한 계산에 의한 방법 등으로 평가한다.

1.4.3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체폐기물은 가연성 및 비가연성 등 연구소 방사성폐기물처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분류 수집하여 포장한 다음 연구소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로 이관하여 처리한

다.

   비상시샤워수 및 제염실에서 발생되는 액체폐기물은 지하저장탱크에 수거하여 방사능을 측

정한 다음 연구소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자연증발조로 이관하여 처리한다. 또한 공정에

서 발생하는 액체폐기물은 유기성과 수용성으로 구분하여 비닐통에 수거 포장한 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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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로 이관한다.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기는 HEPA filter로 구성된 배기설비를 통하여 환경으로 방출된다. 배

기설비를 통하여 배출되는 배기는 401호에 설치된 배기감시기(stack monitor)에 의하여 연

속적으로 감시되고 이 결과는 통제실(222호)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저장된다. 배기는 원자

력법규정에서 정하는 배출기준치이하로 관리되며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동장치에 의

하여 배기설비가 정지된다.

 

2.0 방사선원

   본 시설에서 취급되는 주요 방사성물질은 감손우라늄, 천연우라늄 및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이다.  

2.1  우라늄의 방사선적 특성

   일반적으로 우라늄은 U-235 및 U-238 뿐만이 아니라 U-232, U-234 및 U-236이 소량의 

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는 알파입자를 방출하며 공기중의 비

정은 매우 짧다.  U-238은 중간붕괴생성물인 반감기 24.1일의 Th-234 및 1.18분의 Pa-234

를 생성하는데 이들 핵종은 붕괴하여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갖는 베타입자를 방출하여 최종

적으로 안정한 동위원소인 Pb-206이 된다.  

2.2  공기중 부유선원

   시설내의 우라늄의 취급에 의해 공기중으로 부유 가능성이 있는 방사성 물질의 형태는 다

음과 같다.

   - 연구로 핵연료 제조시설에서의 분말상의 금속우라늄 합금

   - 첨단핵연료 연구시설에서의 분말상의 이산화우라늄 

   - 개량형금속핵연료 실험시설에서의 분말상의 금속우라늄 분말 

   위와 같은 부유성의 방사성물질은 저장 및 이송시 모두 기 성 용기내에 담겨 폐된 채로 

취급되며, 또한 이를 취급하는 기기는 모두 기 성 구조로 정상 운 중 공기중으로 누출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본 시설에서 취급되는 대표적인 연구로 핵연료인 U3Si 분말 및 첨단

핵연료 연구시설에서 취급하는 UO2 분말은 도가 각각 12.4g/cm
3,
 5g/cm

3
 이상으로 신속

한 침적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 기기나 용기로부터 누출되더라도 부유화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연구로용 핵연료 가공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으로 핵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연구소 실험실의 1999년도 공기중 우라늄 평균 오염도는 0.03 Bq/m
3
(최대값 

0.08 Bq/m
3
) 로서  과기부고시 “방사선량등을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는 우라늄의 공기중 

최대허용농도(U-235: 18.5 Bq/m3(Soluble) 3.7 Bq/m3(Insoluble), U-238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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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m
3
(soluble) 3.7 Bq/m

3
(Insoluble))의 1% 수준으로 낮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3.0 방사선안전관리계획

3.1  목적

   방사선안전관리계획의 목적은 본 시설을 운 함에 있어 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 시설내 공

기오염도 및 배기를 통해 방출되는 방사능의 기준치를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치 

이내에서 가능한 낮게 설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하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사선방호설비 및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방사선안전관리절차서를 개발하여 종사자가 준수하도록 한다.

3.2  방사선방호설비 및 측정기기

3.2.1  방사선방호설비

   방사성물질 취급구역에는 방사성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 방사선 계측실 : 방사성 시료를 분석해서 방사성핵종과 방사능 준위를 알아 내기 위한 

측정시스템이 설치되며, 백그라운드를 낮추고 측정값의 재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

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시키며 항온항습기를 설치한다. 

     - 지정된 출입구 : 방사성물질 취급구역을 출입하는 종사자에 대한 오염 여부를 감지하고 

필요시 제염이 수행될 수 있도록 hand foot monitor 및 샤워시설 등이 갖추어진 시설

로서 종사자는 지정된 출입구 이외의 문을 이용하여 외부로 나갈 수 없으며, 근처에 

방호복 및 보호장구들이 준비된 탈의실이 위치하고 있다.  

3.2.2  방사능/선 측정기

   고정형 방사선측정기로서 측정실에 본 시설에서 방출 또는 관리되는 기체, 액체, 고체상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핵종을 분석하는 측정기로서 알파스펙트로미터 및 감마스펙트로미터

가 구비되어 있으며, 각종시료의 전 알파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저준위알파/베타방사능 

측정기 등이 각각 1대가 있다. 

   휴대용 방사선측정기로서 방사선감시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공간방사선량율 측

정 및 작업관리 그리고 시설내의 공기 및 표면오염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소형의 방사선 계

측기로서 알파 측정용 표면오염도 측정기 2대, 이동형 공기오염감시기 2 대, 휴대형 방사선

측정장비 3 대 등을 확보한다.

3.2.3  개인피폭선량계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기 위한 선량계로서 주선량계인 열형광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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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와 보조선량계인 전자식선량계(ADR)를 사용한다.

3.2.4. 개인방사선방호장비

   방호장구로는 반면마스크, 전면마스크, 공기공급형 마스크, 방호복, 장갑, 작업화, 슈즈커버 

등을 작업자수 및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한다.

   방호마스크는 공기오염도에 따라 5 DAC까지는 고효율필터가 부착된 반면마스크를, 50 

DAC까지는 전면마스크를 그리고 50 DAC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공기공급형 마스크를 사용

한다.

3.2.5 방사선관리구역출입설비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212호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와 신발을 벗고 

221호의 탈의실로 가서 방호복으로 갈아입은 후 개인별로 지급된 TLD배지와 시설에 준비

된 ADR을 착용한 다음 ADR 시스템에 출입을 입력한 후 방사선작업화를 신고 각자의 작

업구역으로 들어간다. 이때 ADR 시스템에 의하여 출입자의 인적사항과 시간이 컴퓨터에 

기록된다.  

   작업을 마친 후 퇴출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시설 직전 224호 복도 바닥에 설치된 끈적이 판

을 통하여 출입시설로 작업화를 벗고 들어와 신발장에 신발을 넣은 다음 손/발/의복 오염감

시기로 오염여부를 확인한 후(오염이 발견되었을 때는 223호에서 제염한 후 다시 확인) 오

염이 되지 않았을 때에만 ADR 시스템에 퇴출을 알리는 조작을 한 후 221호 탈의실에서 옷

을 갈아입은 후 퇴출한다. 퇴출시 ADR 인식은 시설의 체류시간, 그 동안의 피폭선량 등이 

기록된다.  

4.0 방사선감시계통

4.1 규격 및 표준

  ANSI  N13.1    Guide to Sampling Airborne Radioactive Materials in Nuclear Facilities

  ANSI  N13.2    American National Standard Guide for Administrative Practice in

                  Radiation Monitoring

  ANSI  N42.18   Specification and Performance of On-Site Instrumentation for 

Continuously

                   Monitoring Radioactivity in Effluent(Formerly ANSI N13.0)

  ANSI  N323    Radiation Protection Instrumentation Test and Calibration

  ANSI/ANS-8.3  Criticality Accident Alarm System    

4.2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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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사선 감시계통은 종사자는 물론 일반 대중의 방사선 피폭을 가능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시설내 특정지역 및 방사성 물질을 함유할 수 있는 계통의 방사선 준위를 측정,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OVERALL MONITOR INSTRUMENT LOOP ACCURACY : 20%

  (4) 현장 지시계, AUDIO/VIDUAL 경보는 감시되는 지역 혹은 그 근처에 설치하여야 한다.

4.3 계통의 개요 및 구성

    방사선 감시계통은 공기오염 감시계통, 배기 및 샤워수 감시계통, 지역방사선 감시계통, 

출입 감시설비, 임계 경보설비, 방사선 계측기로 구성되어 있다.

4.3.1 공기오염 감시계통(Air Monitoring System)

4.3.1.1 계통설명

    공기오염 감시계통은 우라늄을 취급하는 구역내의 공기중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

장내의 환경을 감시하며 작업자의 방사성 물질 흡입 섭취량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수행된다. 공기오염 감시는 기본적으로 각 작업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연속 공

기오염 감시기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결과는 통제실(222)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저장된

다. 또한 특수 작업시 공기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이동형 공기시료 채집기 및 이동형 연속 

공기오염 감시기가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4.3.1.2 기기 설명

 (1) 고정형 연속 공기오염 감시기(Continuous Air Monitoring System)

    고정형 연속 공기오염 감시기는 공기중 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내의 개봉 우라늄을 

취급하는 구역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개수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고정형 연속 공기오염 감시기는 우라늄 분진을 포집하기 위한 직경 50mm의 고효율 필터를 

사용한다. 각 고정형 연속 공기오염 감시기는 102호에 설치된 공기흡입 펌프에 연결되어 

개봉 우라늄을 취급하는 구역내의 공기를 흡입하여 필터에 침적된 우라늄의 양을 감시함

으로서 작업장의 공기중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각 감시기에는 유량조절을 위한 

밸브 및 Float형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어 흡입되는 공기유량을 성인남자의 호흡율에 맞도

록 조절하여 사용된다.

    연속공기오염감시기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검출기   : 반도체검출기

     - 오염도평가 : 라돈과 우라늄의 알파방사선 에너지차이에 의하여 공기중 라돈의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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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고 우라늄에 의한 공기오염도만을 평가할 수 있는 알고리즘

     - 검출효율 : 약 25% 

     - 검출한계 : 0.1 DAC 이하

     - 경보설정치 : 8 DAC-hr 

  (2) 이동형 공기시료 채집기

     이동형 공기시료 채집기는 고정형 연속 공기오염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오염준

위를 측정하거나 고정형 연속 공기오염 감시기가 설치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기의 보수

와 같은 일시적인 작업으로 인한 공기오염 정도의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동

형 공기시료 채집기는 고효율 필터 및 공기흡입을 위한 공기흡입 펌프로 구성되어 있으

며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 될 수 있도록 이동형 받침대 위에 설치되어 있다.

   (3) 이동형 연속 공기오염 감시기 

     이동형 연속 공기오염 감시기는 장비보수 등과 같이 일시적 또는 국부적으로 공기오염의 

증가로 예상되는 작업시 현장에서 직접 공기 오염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 사양은 고정형 연속공기오염감시기와 같다.

   (4) 시료 측정기기

     시료 채집기에서 수거한 필터의 방사능 측정은 측정실(210)에서 저준위 알파/베타 방사

능 자동 시료 측정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4.3.2 배기 및 샤워수 감시계통

4.3.2.1 배기 감시계통(Stack Monitoring System)

   배기 감시계통은 연구용 원자로핵연료제조시설과 첨단핵연료 연구시설에서 스택을 통해 외

부로 방출되는 배기의 방사능을 측정함으로써 배기처리 계통의 성능을 확인하고 대기로 방

출된 방사능 물질의 양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시기는 공조실(401)에 설치되며 측정

결과는 통제실(222)에 설치된 표시판과 컴퓨터에 전송되어 배기중 방사능 농도와 경보 등

이 표시되고 저장된다. 연구용 원자로핵연료 제조시설과 첨단핵연료 연구시설에서 방출되

는 모든 배기는 공기정화기(HEPA filter)를 통과하여 대기로 방출되며 공기정화기 후단에 

설치되는 ANSI N13.1의 기준을 만족하는 iso-kinetic flow sampling 장치를 통해 배기중 

방사능 농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한다. 감시기는 공기정화기를 통과한 기체에 대한 방사능을 

측정하여 대기방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경보가 발생됨과 동시에 연동신호에 의해 배기

팬을 정지시켜 해당 기체가 대기로 방출되지 않도록 한다.

   주된 사양은 고정형 연속공기오염감시기와 같다.

4.3.2.2 비상 샤워수 저장탱크 방사능 감시계통(Water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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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105호에 설치된 비상 샤워수 저장탱크내의 방사능 감시는 탱크내의 액체 방사성폐기

물의 방사선량을 측정함으로서 방사능 농도를 추정하여 이상 유무의 조기 발견과 샤워수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이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저장탱크실(105)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기에 의한 측정자료는 통제실(222)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저장된다.

   감시계통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검출기 : NaI(Tl)신틸레이션 검출기

   검출한도 : 0.1 μSv/h ∼ 100 mSv/h  

   경보설정 : 평상시 방사선준위의 10배(시설운  결과에 따라 가변 예상) 

4.3.3 지역방사선 감시계통(Area Monitoring System)

   지역방사선 감시계통은 핵연료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의 공간 방사선량을 연속적으로 감

시하고 이상시 경보를 알려 종사자의 과피폭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측정치는 

방사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통제실(222)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저장된다.

   감시계통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검출기 : GM, NaI(Tl), 전리함, 반도체검출기 등

   검출한계 : 0.1 μSv/h ∼ 100 mSv/h

   경보설정 : 선량한도와 작업시간을 고려한 유도방사선량(시설운  결과에 따라 하향 가변 

예상). 그 동안 연구소내 동일 또는 유사시설에 대한 감시결과 자연방사선선량

(0.15 μSv/h)의 약 10배 정도의 선량분포를 보이고 있음.

4.3.4 출입 감시설비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212호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와 신발을 벗고 

221호의 탈의실로 가서 방호복으로 갈아 입은 후 개인별로 지급된 TLD배지와 시설에 준비

된 ADR을 착용한 다음 ADR 시스템에 출입을 입력한 후 방사선작업화를 신고 각자의 작업

구역으로 들어간다. 이때 ADR 시스템에 의하여 출입자의 인적사항과 시간이 컴퓨터에 기록

된다.  

  작업을 마친 후 퇴출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시설 직전 224호 복도 바닥에 설치된 끈적이 판

을 통하여 출입시설로 작업화를 벗고 들어와 신발장에 신발을 넣은 다음 손/발/의복 오염감

시기로 오염여부를 확인한 후(오염이 발견되었을 때는 223호에서 제염한 후 다시 확인) 오염

이 되지 않았을 때에만 ADR 시스템에 퇴출을 알리는 조작을 한 후 221호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퇴출한다. 퇴출시 ADR 인식은 시설의 채류시간, 그 동안의 피폭선량 등이 기록

된다.

4.3.5 임계 경보설비(Criticality Alar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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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의 농축도를 갖는 우라늄을 취급하는 연구용 원자로핵연료 제조시설내에서 임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된 임계경보설비에 의해 급격한 감마선량의 변화를 조기에 검출하여 작업

자에게 가시 및 가청경보가 울려 경고 및 대피하도록 한다. 모든 감시기기 및 경보설비는 

비상전원의 공급을 받아 외부전원의 상실시에도 기능을 유지하며 제어 및 경보 전송라인은 

상태가 항상 감시된다. 기기의 사양 및 경보설정은 ANSI/ANS 8.3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

다.

4.3.6 방사능/선 계측기

4.3.6.1 저준위 알파/베타 방사능측정기

  공기시료 채집기에서 수거된 필터, 표면오염 검사용 시료 및 액체폐기물 시료의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써 1회에 최대 100개의 시료의 측정이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4.3.6.2 고체폐기물 방사능/선 측정기

  고체폐기물 방사능/선 측정기는 고체폐기물 용기내에 들어 있는 방사능/선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마선을 측정함으로써 폐기물내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선의 양을 산정한

다.

4.3.7 컴퓨터

   각 작업장에 설치된 각 방사선감시장비에서 생성된 신호는 통제실(222)의  데이터 수집계

통(Data Acquisition System)에 입력되어 통제실 (Access Control Room)에서 종합 분석, 

감시한다. 한편 각종 데이터는 통제실의 벽에 설치되는 Mosaic Graphic Display Board에 

표시된다. 

     

4.3.8 방사선 방호장비

   방사선 과피폭의 우려가 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작업자는 반드시 방호복, 

방호장갑, 방호마스크 등과 같은 개인 방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4.3.9 비상전원

방사선 감시기기 및 경보설비는 정상전원 공급선로의 정전 또는 고장시에도 비상전원인 

RMS 전용 밧데리에 의해 Back-up되는 220V AC UPS로부터 공급되며, RMS 전용 비상 

밧데리의 규격 및 용량은 무보수 폐형 연 축전지 200A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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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MS List

Description Tag No. Instrument Location Monitor Type

 Vent Stack RE-001 Common Vent(401) Stack Monitor

 Radioactive Waste 
 Tank Room

RE-101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실
(105호)

Water Monitor
RE-102

 Low Enrichment
 Uranium Storage Room

RE-201
저농축우라늄저장고

(201호)

Area Monitor

RE-301 Criticality 
Alarm System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Facilities

RE-005
RE-006
RE-007

연구용원자로연료
제조시설구역
(203호)

Air Monitor

RE-202
RE-203
RE-204
RE-205
RE-206

Area Monitor

RE-302
RE-303

Criticality 
Alarm System

 Metal Fuel Lab.2

RE-008
개량금속실2
(231호)

Air Monitor

RE-207 Area Monitor

RE-304
Criticality 

Alarm System

 Pyroprocess Lab.
RE-009

건식정련실(232호)
Air Monitor

RE-208 Area Monitor

 Powder Processing 
 Lab.

RE-010
분말실(227호)

Air Monitor

RE-209 Area Monitor

 Sintering Lab.
RE-011

소결실(219호)
Air Monitor

RE-210 Area Monitor

 Pellet Processing 
 Lab.

RE-012
소결체특수가공실(226호)

Air Monitor

RE-211 Area Monitor

 Test Bundle

 Assembly Lab.

RE-013
시험핵연료조립실(228호)

Air Monitor

RE-212 Area Monitor

 Metal Fuel Lab.1
RE-014

개량금속실1(230호)
Air Monitor

RE-213 Area Monitor

 Powder Analysis Lab.
RE-015

분말분석실(305호)
Air Monitor

RE-214 Area Monitor

 Nondestructive
 Testing Lab.

RE-215 비파괴시험실(225호) Area Monitor

 Depleted Uranium 

 Storage Room
RE-216 감손우라늄저장고(202호) Area Monitor

 Measuring Room RE-217 측정실(210호) Area Monitor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ment Lab.
RE-218 기계특성실(220호) Area Monitor

 Nuclear Fuel Storage 

 Room
RE-219 핵연료저장고(229호) Area Monitor

 Pellet 

 Characterization Lab.
RE-220 소결체분석실(306호) Area Monitor

 Thermal Properties 

 Measurement Lab.
RE-221 열물성시험실(307호) Area Monitor

 A.C.U. Room RE-222 공조실(401호) Area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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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 Control Room(출입통제실) 설치장비 

① 방사선감시용 콘솔(Radiation Monitoring Console)

② Mosaic Graphic Display Board

※ Measuring Room(측정실) 설치장비 

③ 방사선감시계통 케비넷(Radiation Monitoring System Cabinet)

 

그림 1. 방사선안전관리실 구성도

측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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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공 사 방 법
 

 1.0 공사방법

   방사능 감시설비에 대한 공사는 부대설비의 기계분야, 전기분야 및 계장분야의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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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방평 2-IX-5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방사선평가실 김기인

3. 심사대상 서류명: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내용 (수정보완요구사항)

   (액체폐기물 처리 방안)

(1) 액체폐기물을 자연증발조로 이송할 경우 자연증발조 시설에서 본 시설 액체폐기물 

유입에 따른 기체폐기물 방출로 인한 주변주민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향을 제출

하시요.

(2) 자연증발조는 α핵종에 대한 처리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시설이기 때문에 본 시설

에서 발생되는 액체폐기물을 이송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자연

증발조 인허가 변경사항 포함)을 제시하고, 시설 및 운 측면에서의 추가 보완사항

을 제출하시요.  

답변

1. 자연증발시설에서 액체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변주민에게 미치는 방사선학적 향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서 발생되는 샤워수 형태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중 원자력연

구소 부지내 위치한 자연증발시설에서 전량 처리되며, 이 때 대기로의 예상 방출량 평

가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음. 

(1)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연증발시설에서의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의 허가 범위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연증발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

사성액체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나, 처리하고자 하는 방사성액체폐기물의 농도가 

방류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후 자연증발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서 발생되는 방사성액체폐기물 중 자연증발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우라늄의 농도 : 3×10
-6
μCi/㏄

(3)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서 샤워수 형태로 발생되는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연간 예상

발생량 : 60㎥

(4)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서 발생되는 샤워수 형태의 방사성액체폐기물을 자연증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될 때 시설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공기중의 우라늄 농도 : 

2.25×10
-15
μ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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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ut= C ∈×
1
D f
×W×

1
Q

Cout : 대기방출 방사능물질의 농도 (μCi/㏄)

Cin  : 처리액의 농도 (3×10
-6
μCi/㏄)

Df   : 제염계수 (1,000)

W   : 처리량 (60㎥)

Q    : 송풍량 (60㎥ 처리시의 소요일 × 1일 송풍량 = 8×10
7
)

(5)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서 발생되는 방사성액체폐기물을 자연증발처리시설에서 처

리하게 될 때 시설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우라늄의 총량 : 0.18μCi

(6) 자연증발시설의 처리능력

    - 저장용량 : 960㎥

    - 처리능력 : 1,200㎥/y

    - 가 동 율 : 25% (연간 약300㎥ 처리)

(7) 본 시설의 운 에 따라 자연증발시설에서 대기로의 방출되는 예상 방출량과 방출

특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음.  

핵종 방출량( μCi/yr) 방출특성

U-234

U-235

U-236

U-238

1.71E-1

1.17E-3

7.10E-3

6.93E-4

․방출유형 : 지표방출

․건물의 최소단면적 : 60.6 m
2

․건물높이 : 15 m

계 1.80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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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의 최대 유효선량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음

 연령군
핵연료기술 개발연구동

(mSv/yr)

자연증발 시설

(mSv/yr)

합 계

(mSv/yr)

성인

십대

소아

유아

5.29E-5

6.17E-5

9.46E-5

3.29E-5

1.71E-6

2.00E-6

3.04E-6

1.05E-6

5.46E-5

6.37E-5

9.76E-5

3.39E-5

    (주) 자연증발시설 운 에 의한 피폭선량은 핵연료 기술개발 연구동에서

        발생되는 액체상 방사성폐기물의 자연증발 처리에 따른 결과임.

(9) 개인의 최대 갑산선 등가선량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음

 연령군
핵연료기술 개발연구동

(mSv/yr)

자연증발 시설

(mSv/yr)

합 계

(mSv/yr)

성인

십대

소아

유아

2.04E-6

2.30E-6

2.22E-6

9.32E-8

8.06E-8

9.09E-8

8.77E-8

3.36E-9

2.12E-6

2.39E-6

2.31E-6

9.66E-8

(10) 반경 80km 내 집단선량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음

구 분
핵연료기술 개발연구동

(mSv/yr)

자연증발시설

(mSv/yr)

합 계

(mSv/yr)

유효선량 3.67E-4 6.27E-5 4.30E-4

갑상선 

등가선량
2.43E-6 3.16E-7 2.75E-6

2. 자연증발시설 대처방안

(1) 자연증발시설에서 α핵종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사항 변경 승인 신청할 계획이

며 그 일정을 다음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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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항 목

2000 2001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 기술검토

2. 변경승인신청

3. 심사

(2) 액체폐기물을 자연증발시설에서 처리함에 따라 시설 및 운 측면에서의 추가 보완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국원자력연구소- 59 -

1. 질의번호 : 기재 2-III-1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기계재료실  김용윤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4. 질의내용(자료제출)

   핵연료 취급장치에 사용되는 크레인의 상세 제원을 제시하시오.

   제시한 핵연료 취급장치인 크레인의 재원 검토결과 핵연료 취급시 충돌로 인한 파

손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장치가 없음을 확인한 바 연동장치가 누락된 사유를 제출

하시오.

답변

1. 크레인 제원 : 별첨 구매사양서 참조

  연동장치 : 핵연료를 취급하는 연구용 원자로연료 제조시설구역의 Overhead 

Crane은 Hoist, Trolley 및 Overbridge 각각의 운전에 대한 연동장치 

즉, 인양 대상물의 인양, 하역작업과 X,Y 각방향으로의 운송 이동작업

이 중복작동되지 않도록  Interlock이 설치된 제품을 구매 설치 예정임.

첨부서류

  1.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천장크레인 및 호이스트 구매시방서 1부.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천장크레인 

및 호이스트 구매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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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기재 2-IX-1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기계재료실  김용윤

3. 심사대상 서류명: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4. 질의내용(기술적 근거 제시)

   제 14장 검사시설 A공사개요에서 핵연료봉에 대한 Leakage Test 가 누락되었는데 

그 사유를 제시하시오.

   핵연료봉에 대한 Leakage Test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은 적절치 못함.  

Leakage Test가 불가능하면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제시

해야 함.

답변

   하나로 핵연료봉에 대한 Leakage Test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 없음

◆일반적으로 UO2 를 핵연료로 사용하는 경․중수로 핵연료는 Zircaloy tube와 핵연료 

소결체 사이에 발생되는 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연료봉 내에 He gas를 주입하여 

gap conductivity를 높이고 연소시 발생되는 핵분열 기체 생성물(fission gas 

product)발생으로 인한 핵연료봉 내의 내압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봉 내에 일

정한 plenum space를 두고 있다. 따라서 UO2 연료봉 제작시에는 필히 He 분위기에

서 end  plug 용접을 실시하고 이후 He leak test를 수행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연구로용 핵연료는 금속핵연료인 U3Si 분말이 Al 기지에 둘러싸여 압출된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UO2 소결체 연료와는 달리 U3Si 분말 핵연료가 핵분열하

면서 발생되는 fission gas는 주위의 Al matrix에 의해서 trap되기 때문에 연료봉 심

재 밖으로의 이탈이 거의 없다. 따라서 압출봉 표면에서는 핵분열 기체 생성물의 발

생이 매우 적으며 Al 피복층에 의해서 다시 한번 trap된다.  

◆또한 기존의 발전용 핵연료는 냉각수 온도가 300℃인 고온 및 고압의 가동조건하에

서 운전되며 핵연료심 내부 최대 온도도 1000℃ 이상의 조건이어서 핵연료봉에 leak

이 발생할 경우, fission gas의 이탈 및 핵연료 부식으로 인한 손상의 염려가 있으나 

연구로용 핵연료의 경우에는 냉각수 최대압력이 500 kPa 이하이고 핵연료입자와 알

루미늄 기지와의 반응이 가속화되는 350℃ 이하를 가동온도 조건으로 설정하 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온도 200℃ 미만에서 운전되는 연구로용 핵연료의 가동조건

은 발전용 핵연료에 비해서 안정하다. 이와 함께 운전기간 동안 핵연료봉 자체가 건

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팽윤량이 최대 20%이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 at%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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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 마다 1 vol%이하의 핵연료 팽윤을 보이는 연구로용 핵연료는 높은 건전성을 

가진다.

◆따라서 연구로용 핵연료의 경우 핵연료 심재에 20 % 까지의 부피변화가 발생하더라

도 Al 피복층의 높은 연성 때문에 핵연료봉의 laek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외국의 노내외 조사시험 사례를 보더라도 핵연료봉에 leak이 발생하 을 경우 

원자로 및 핵연료 건전성에 별 문제가 없음이 밝혀져 있다.

   - 사례 1(Canada NRU 조사시험) 

           ref : KAERI/TR-583/95 하나로용 핵연료 설계지침서 pp50-51

  캐나다 NRU 원자로에서 U3Si보다 3.15 gU/cc의 장입량으로 제조된 4 개의 silicide 

분산 핵연료봉에 지름 1.2 mm의 구멍을 낸 후 60-87 kW/m의 선출력 범위로 조사

하여 최대 57 at% 연소도 후에 조사후 시험한 결과 타원형의 공공이 핵연료심에 발

생하 으며 유출된 U235의 양은 57at% 연소도에서는 9.8-48 mg의 U235에 해당되

었다. 이는 임의적으로 결함을 가한 핵연료의 부식속도가 매우 낮음을 말한다.

   - 사례 2(미국에서의 부식시험) 

           ref : NUREG-1313 Safety Evaluation Report, p22

  U3Si2 판상핵연료에 지름 3.25 mm의 drill hole을 관통하여 만든후 증류수내에서 168 

시간 동안 가열 실험한 결과, 증류수 내에 radioactivity의 증가가 없었다. 따라서 

silicide 분산핵연료는 100℃의 물속에서 solubility가 거의 없음이 발혀졌으며 우수한 

부식 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나로 핵연료에서 End Plug의 역할

  End plug는 Al 피복압출층과 핵연료 심재 사이에 냉각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봉역할 및 상․하단 지지격자에 끼워져서 핵연료 집합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구조

체 역할을 한다. 핵연료봉 하단은 end plate에 착되어 조립이 되지만 핵연료봉 상

부는 상단 end plate에 끼워져서 연소중 발생되는 팽윤에 기인된 길이변화를 수용하

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국 에너지성과 IAEA가 주관한 연구로용 핵연료의 Safety Evaluation Report에서

도 연구로용 핵연료에 대한 leak test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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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척도로서 연소후 고온에서 일정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부

풀림(blistering)이 발생하는 가에 따라서 핵연료가 건전한 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

다. 이에 따라서 캐나다에서 봉상핵연료의 조사시험후 실시한 blistering test 결과를 

보면 530℃에서 15 분 후에 일부 핵분열 생성물이 발생되는 부분적인 blistering이 

발생하여, 핵연료가 가상적인 비정상 상태에 직면하더라도 냉각수 통로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원자로 노심에 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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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기재 2-IX-2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기계재료실  정진석

3. 심사대상 서류명: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내용(자료제출)

   환기설비의 열부하 및 냉방부하 용량에 관련된 설계자료를 제시하시오.

환기설비의 열부하 및 냉방부하 용량에 관련된 설계자료를 제시하도록 질의(기재 

IX-1)한 내용에 대해, 사업자는 열부하 및 냉방부하 용량이 열거된 표를 답변자료

로 제시하 다. 따라서, 열부하 및 냉각부하 용량을 결정한 계산자료의 제출이 필요

함.

   그리고, 답변자료 표상의 열부하 및 냉방부하용량 및 허가신청서류 상의 열부하 및 

냉방부하용량을 비교 검토한 결과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요.

답변

열부하 및 냉방부하용량 및 허가신청서류 상의 열부하 및 냉방부하용량의 불일치 내

용 및 사유는 아래와 같음. 

Equipment Name
Heating Load

(Kcal/hr)

Cooling Load

(Kcal/hr)
변 경 사 유

Clean Area Supply

AHU
135,000 → 129,800 61,000 → 48,000

조명부하 변경 및 각실

의 면적 변화

연구용원자로연료제조시설

구역용 Supply AHU
341,900 → 352,200 71,000 → 73,000

조명부하 변경 및 각실

의 면적 변화

첨단핵연료 연구시설구역용

Supply AHU
229,200 → 177,700 65,000 → 62,000

조명부하 변경 및 각실

의 면적 변화

측정실 항온항습기 2,200 22,00

출입통제실은 항온항습 

설비가 필요 없고, 측

정실에 항온 항습이 요

구됨.

정 측정실 항온항습기 900 1,500
조명부하 변경 및 방 

면적 변화

방사성통제실 항온항습기 900 400

정비 및 운 사무실은 

항온 항습 설비가 필요 

없고, 방사성통제실은 

항온항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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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Name
Heating Load

(Kcal/hr)

Cooling Load

(Kcal/hr)
변 경 사 유

전기기기실 냉방기 - 63,400 → 2,700

냉방부하는 조명부하 

변경 및 방면적의 변

동, 난방부하는 전기 

기기의 발열로 난방이 

필요 없음. 

첨부서류

  1. 실별 부하변동 현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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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기재 2-IX-3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기계재료실  정진석

3. 심사대상 서류명: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내용(기술적 근거 제시)

   - C.1.1 설계용 온.습도 조건에서 온 습도 조건 설정 근거자료 및 3, 4 구역의 시간

당 환기횟수 설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시오.

   - 대전지역의 온도 및 습도에 대해서 기상자료를 근거로 지역의 10년간의 기상자

료를 토대로 2.5% TAC를 적용한다는 사업자의 답변은 단지 외기 온습도 조건에 

대한 설정근거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실내 온습도 조건에 대한 설정 근거자

료를 제출하시요.

   - 그리고 4구역의 환기횟수의 근거자료로 답변한 ‘공조위생설비실무핸드북’이 핵연

료가공시설에도 적용되는 산업기준인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시요.

- 사업자는 3구역은 실내공기의 흐름이 3구역에서 4구역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여 실내환기회수를 설정하 다고 답변하 다. 따라서, 실내환기횟수에 

의한 3구역과 4구역간, 3,4구역과 주변지역(대기압 및 1,2구역)간의 압력차를 정량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요.

답변

- 일반적으로 실내 온, 습도 조건은 기기 요구 및 거주자의 활동 등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기 설계된 원전연료의 온, 습도 조건을 검토한 결과 공조위생설비핸드북에서 

요구하는 실내환경 조건을 만족하여 원전연료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 음. 

- 핵연료 연구동 시설의 환기 횟수는 실내환경 조건(온도 및 습도), 청정지역에서 

오염지역으로 공기흐름을 형성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결정하 으며, 구

역간 차압계산은 아래 같음.

- 구역간의 압력차에 대한 계산 결과

  참고 자료 : ASHRAE Fundamental, System and Application

   Q = Kf * A * √(ΔP)  

   Kf : 2610

   A : 0.114 in²/ft²* 총Door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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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Door, Single Door의 Component Leakage) 

   Q : 차압이 발생하는 구역간의 유량 (CFM)

   3구역의 문 개수 : Double Door 5개, Single Door 1개 

   4구역의 문 개수 : Double Door 1개, Single Door 1개 

   (Double Door 면적 : 42 ft², Single Door : 21 ft²)

   차압 구역간의 유량 : 3구역 353CMH (207.7 cfm), 4구역 113CMH (66.5 cfm)  

따라서, 3구역은 0.19 in w.g (4.8 mmAq), 4구역은 0.29 in w.g (6.6 mm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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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기재 2-IX-4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기계재료실  정진석

3. 심사대상 서류명: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내용(기술적 근거 제시)

- C.1.1의 (4) 구역구분에 따른 부압조건에서 공기의 흐름이 청정지역    에서 비청

정지역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구역 특성별로 구역간 압력차를 유지해

야 한다. 그러므로, 차압조건을 약간 부압 또는 약간 양압이라고 하기보다는 각 

구역간의 구체적인 차압기준치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 각 지역간에 차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구역간에 차압계를 설치하여 두 지역

간의 차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 으나 구체적인 차압기준이 제

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구역의 차압조건에 대한 정량적인 값을 제시하고, 그 

차압치가 적정한 값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시요.

답변

근본적으로 설계시의 공기흐름은 공기공급풍량과 배기풍량의 차이로 형성이 되며 계

통도에 표시되어 있듯이 청정지역의 경우에는 공기공급을 많이 하고 배출을 작게 함

으로 양압을 유지하고, 오염지역의 경우에는 공급은 적고 배출을 많게 하여  부압을 

유지를 하며, 청정지역에서 오염지역으로 공기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복도지역에 공급

하고 각 방에서 배출하도록 덕트 배치를 하여 공기흐름을 유지하도록 설계하 다. 또

한 각 지역에 대한 차압조건에 대해서는 Code 및 Standard의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유

사설비인 원전연료(주)의 원전연료가공시설의 기준을 참조하여 구역3에 대해서는 -3 

mmAq ∼ -5 mmAq, 4구역은 -6 mmAq ∼-10 mmAq로 설계함. 

(참조: 기재 2-Ⅸ-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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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기재 2-IX-5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기계재료실  정진석

3. 심사대상 서류명: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내용(기술적 근거 제시)

고효율입자 여과기에 적용되는 MIL기준 및 덕트 용접에 적용되는 ASME 기준을 

C.2.0 적용규격 및 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답변

고효율입자 여과기에 적용되는 MIL 기준은 모든 Code에서 참고로 하고 있으며 기

술규격서에서 ASME N 509/ASME N510에 따라서 설치 및 시험을 하도록 하 고 기

술규격서에 언급된 ASME 규정에 MIL F-51079를 참고로 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로 

기술할 필요가 없음. 일반적으로 덕트용접에 적용되는 규정은 AWS로 모든 ASME/ 

SMACNA등의 규정에서 참고로 함으로 AWS 규정을 언급함.

첨부서류

  1. 냉난방 및 환기계통 구매사양서 및 ASME N509 해당부분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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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기재 2-IX-6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기계재료실  정진석

3. 심사대상 서류명: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내용(기술적 근거 제시)

D.1.9.1 기 시험에서 덕트에 대한 기 시험뿐만 아니라 여과기 하우징 및 댐퍼에 

대한 기 시험도 누설등급(Leak Class)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나, 그런 내용이 언급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답변

여과기 하우징에 대한 기 시험은 기술규격서의 Inspection and Testing 부분에 

ASME N 510에 따라 기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댐퍼에 대한 기

시험은 공사 시방서에 풍량조절댐퍼 및 Backdraft 댐퍼는 ERDA 76-21에 따라 기

시험을 수행하여 누설량을 만족하도록 기술하 고  기타 댐퍼는 Balancing용으로 별

도의 누설량을 제한하지 않아 기  시험이 필요 없음.

첨부서류

  1. 냉난방 및 환기계통 구매사양서, 기계설비공사 공사시방서 해당부분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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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계통 2-IX-1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게통평가실  조상진

3. 심사대상 서류명 :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 내용 (수정보완요구사항)

   - “1.1 및 3.1.1에 우라늄 합금은 액상선 보다더 ∼150℃정도 높은 용해온도에서 ∼ 

10분 동안 용해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시오.

   - “1.3 및 3.1.4 파쇄분말 가공공정”에서 44∼149㎛를 제외한 미쇄분말기에서 만들

어진 나머지 +149㎛, -149㎛는 저장고에 보관후 처리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 “5.1 파쇄 분말 가공공정”에서 핵물질이 들어 있는 용기간의 거리를 60cm 이상 

떨어뜨린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물리적이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제

시하시오.

답변

1. 하나로에서 현재 구동핵연료로 U3Si 분산핵연료가 사용되고 있다.  U3Si의 용해온

도, 다시 말해, 합금의 액상선온도는 1520℃이다.  건전한 U3Si 주괴(ingot) 제조작업시 

액상선 온도 보다 약 150℃ 가량 승온하여 1670℃ 정도에서 10분간 정도 유지한다.  

U3Si 합금의 액상선 보다 150℃ 정도에서 약 10분 정도 승온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우

라늄합금 용탕을 150℃ 정도의 고온으로 유지하여 고원재료인 우라늄이나 실리콘 안

에 함유되어 있음으로 인해 U3Si 용탕안에 용해되어 있는 불순물성분을 증발시키고, 

불순물가스를 탈가스시켜 고순도의 우라늄합금을 얻기 위해서 이다.  둘째로는 우라늄

합금 용탕을 150℃ 정도의 고온으로 승온하여 유동도를 양호하게 하여, 액체상태의 우

라늄과 실리콘 원자가 유도용해의 유도자장효과에 의해 충분히 교반되어 균일한 합금

용탕이 되도록 하여, 주조후 위치에 따른 실리콘의 편석상태가 최소화 된 균질한 주괴

를 만들기 위해서 이다.  셋째는 1670℃ 정도에서 10분간 정도 유지후 내경 28mm의 

Cu 주형에 출탕하여 U3Si 주괴를 주조하게 되는 데, 이처럼 건전한 주괴로 주조하기 

위해서는 용탕 분배기와 Cu 주형을 통과하고, pore 및 coldshot 등 각종 주조결함이 

배제된 건전한 주괴로 주조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용탕 유동도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

문에, 용해온도 보다 150℃ 가량 충분히 승온한다.   

2. 44㎛ 이하의 미세한 파쇄분말은 저장고에 보관후 폐기하지 않고 핵연료로서 사용된

다.  미세 핵연료분말은 비표면적이 크므로 연구용 원자로에서 조사시 알루미늄기지와 

반응하여 (U,Si)Al3를 형성한다.  그러나 핵연료 제조시 성형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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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저농축우라늄은 매우 고가이므로 미세한 핵연료분말을 핵연료로 사용한다.  

또한 150㎛ 이상의 조대한 핵연료분말은 shatter box에서 다시 분쇄, 분급하여 150㎛ 

이하의 핵연료분말은 핵연료로서 사용한다.

3. 작업이 완료된 후 핵물질을 후공정으로 이동한 후 전공정에서 다음 작업용 핵물질

을 인계 받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경우 후공정으로 핵물질을 이동하기 전에 전공정

에서 핵물질이 이동하여 올 경우 1회에 한해서 이 핵물질을 규정된 작업대 위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작업중인 핵물질은 glove box나 장비 속에 있으므로 

당연히 60cm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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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계통 2-IX-2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게통평가실  조상진

3. 심사대상 서류명 :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 내용 (자료제출)

   - “ 5. 임계도 고려중 5.1 원심분무 분말가공공정과 5.2 파쇄 분말 가공공정”에서 

임계 안전 기준치가 상이함.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시오.

답변

    5.2항의 ‘임계 안전 기준치 0.9’는 ‘핵임계 안전 기준치인 0.95’의 오자이며 ‘5. 핵임

계도 고려’항의 전체 내용을 별첨과 같이 수정 보완하 음.

첨부서류

  1. 핵임계도 고려 1부. 



별첨 

5. 핵임계도 고려

5.1 용해주조 및 원심분무 공정

   이 공정에 대한 핵임계 안전성 해석을 위하여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

하 다. 가상 사고의 가정으로는 침수사고와 용기내에 핵연료 물질의 과적재된 경우와 

용기내로 수분이 침투한 경우를 사용하 다.  따라서 모든 계산은 30cm의 물반사체를 

적용하 고, reflecting 경계조건을 고려하 다.  각각의 계산은 H/U의 변화에 따라 수

행되었으며, 이중 최대 임계도 값을 아래의 표 1.에 나타내었다.  계산결과 가상의 사

고조건에서도 핵임계도 값은 95%신뢰도 구간에서 최대 0.67023으로 미임계한계치인 

0.93126보다 매우 낮은 값을 가지므로 용해주조 및 원심분무 공정은 핵임계 안전성 측

면에서 안전함을 보 다. 

① 운반용기내에만 핵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1-1. 운반용기내에 4kg의 핵물질이 존재하고, 용기내로 수분이 침투한 경우

    (운반용기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물로 대치)

1-2. 운반용기내에 8kg의 핵물질이 존재하고, 용기내로 수분이 침투한 경우

    (운반용기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물로 대치)

② 수집용기 내에만 핵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2-1. 수집용기내에 4kg의 핵물질이 존재하고, 용기내로 수분이 침투한 경우

    (수집용기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물로 대치)

2-2. 수집용기내에 8kg의 핵물질이 존재하고, 용기내로 수분이 침투한 경우

    (수집용기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물로 대치)

③ 용융기 내에만 핵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3-1. 용융기내에 5kg의 핵물질이 존재하고, 용기내로 수분이 침투한 경우

    (용융기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물로 대치)

3-2. 용융기내에 핵연료가 가득찬 경우

    (용융기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물로 대치)

④ 용융기, 수집용기 그리고 용융기 모두 동시에 핵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4-1. 용융기(5 kg), 수집기(4 kg) 그리고 운반용기(4 kg)에 핵물질이 동시에 존재

하는 경우



표 1.  합금용해 및 원심분무공정에 대한 핵임계도 계산결과

구 분 핵연료 도=10.71g/cm
3
핵연료 도=9.45g/cm

3
핵연료 도=7.65g/cm

3

1-1
k-eff=0.39811±0.00315

k-eff+2σ=0.40441

k-eff=0.41139±0.00271

k-eff+2σ=0.41681

k-eff=0.43245±0.00245

k-eff+2σ=0.43735

1-2
k-eff=0.48199±0.00306

k-eff+2σ=0.48810

k-eff=0.49717±0.00287

k-eff+2σ=0.50291

k-eff=0.53183±0.00364

k-eff+2σ=0.53910

2-1
k-eff=0.56736±0.00314

k-eff+2σ=0.57363

k-eff=0.57700±0.00375

k-eff+2σ=0.58449

k-eff=0.59346±0.00336

k-eff+2σ=0.60018

2-2
k-eff=0.61847±0.00337

k-eff+2σ=0.62520

k-eff=0.63101±0.00345

k-eff+2σ=0.63790

k-eff=0.66334±0.00344

k-eff+2σ=0.67023

계  산  결  과

3-1 k-eff=0.36007±0.00230  k-eff+2σ=0.36466

3-2 k-eff=0.43868±0.00238  k-eff+2σ=0.44344

4-1 k-eff=0.59769±0.00271  k-eff+2σ=0.60311

5.2. Sieving 및 열처리 공정

   원심분무하여 얻은 분말을 전량 U3Si 조직으로 변태시키기 위하여 800℃ 진공분위

기에서 약 6시간동안 열처리하며, 시료를 채취하여 화학분석 방법으로 실리콘과 불순

물의 함량을 검사한다.  이공정에서는 연간취급량이 500kg이하이며, 1회의 최대 사용

량이 5.0 kg이므로 수중내 핵연료의 농도가 7.65 g/cc일때의 미임계 한계질량(87.177 

kg)이하의 값을 가진다.  미임계 한계질량값에 최적감속, 전반사, double batching등을 

고려한 안전계수 0.45를 적용하면 안전질량은 39.230 kg으로 취급량에 비해 훨씬 큰 

값을 가진다.  Chipping 공정에서 발생하는 따라서 Sieving 및 열처리 공정에서의 핵

임계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2.  미임계 한계 질량 계산결과

수중내 핵연료의 농도

15.3 g/cm
3
10.71 g/cm

3
9.45 g/cm

3
7.65 g/cm

3

미임계 한계질량 290.518 kg 142.504 kg 83.013 kg 87.177 kg

안전계수 0.45

안전질량 130.733 kg 64.127 kg 37.356 kg 39.230 kg

5.3 Chipping 및 세척공정

   U3Si chip을 분쇄할 때 작업 완료 후 다음 공정으로 인계하기 전에는 다른 batch의 

chip이 glove box내에서 대기할 수 없도록 하며, glove box밖의 작업대에서는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  Chip과 분말은 규정된 용기에 넣어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며 용기에 

핵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 둔다.  핵물질이 들어있는 용기와 용기 

사이의 거리는 60cm이상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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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계통 2-IX-3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게통평가실  조상진

3. 심사대상 서류명 :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 내용 (기술적 근거제시)

   - “4.1 진공유도 용해 주조로 및 4.2 원심분무 분말가공장치”에서 U3Si에 대한 용해

도 온도가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와 도달진공도의 의미를 제시하시오.(단 1.1에서

는 액상선보다 230℃ 정도 높은 1750℃에서 용해한다고 기술됨.) 

   - 아울러 원심 분말가공장치 설치 목적과 동 설비에 대한 사용상의 제한 사항이 

있을시 이를 제시하고 본문에 포함시키시오

답변

1. 상기 질의번호 ‘계통 2-IX-1’에서 언급한 대로, 건전한 U3Si 주괴(ingot)를 제조하기 

위해 “4.1 진공유도 용해 주조로”에서는 U3Si에 대한 용해도 온도는, 

① 합금용탕안에 용해되어 있는 불순물성분을 증발시키고, 불순물가스를 탈가스시켜 

고순도의 우라늄합금을 얻고, 

② 용탕 유동도를 양호하게 하여, 주조후 위치에 따른 실리콘의 편석상태가 최소화 된 

균질한 주괴를 만들며, 

③ 건전한 주괴로 주조하기 위해, 

용해온도 보다 150℃ 가량 고온인 1670℃ 정도에서 약 10분간 유지후 주조된다.  “원

심분무 분말가공공정”에서는 우라늄과 실리콘을 진공중에서 용해하여 충분히 

superheating 시킨 후 Ø2mm 정도의 작은 직경을 가지는 노즐을 통해 고속으로 회전

하는 흑연디스크에 용탕을 공급하여 원심력으로 구형 U3Si 원심분무분말을 제조한다.  

그런데 도가니로부터의 출탕시 진공유도 용해주조장치 보다 “4.2 원심분무 분말가공장

치”에서 80℃ 가량 보다 더 높은 1750℃ 정도에서 용탕을 공급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원심분무분말 제조공정에서 구형 U3Si 원심분무분말을 얻기 위해,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반 위에 공급된 용탕은 용해온도 이상으로 원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전에 

액체의 용적상태를 유지해야한다.  그래야 U3Si 용탕의 표면장력으로 구형 원심분무분

말이 형성될 수 있다.  게다가 원심분무 분말제조공정은 분당 30,000번 정도로 고속으

로 회전하는 원반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150㎛ 이하의 미세분말을 제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회전원반의 balancing(균형)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원심분무 초기에는 디

스크가 거의 예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탕되는 U3Si 용탕의 잠열은 디스크를 순간

적으로(5초 이내) 예열하는 데 소요된다.  그럼으로 인해, 용탕이 매우 충분히 승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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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으면, 용탕이 회전원반 상부에 공급되자마자 일부 응고현상이 발생되고, 이

로 인해 원반 외주부쪽에 용탕응착현상이 발생되고, 응착물이 회전 원반으로부터 이탈

시 충겨으로 인해 회전 불균형이 생겨 전기모타가 회전력을 감당하지 못해 정지하면, 

모타가 우라늄용탕으로 손상될뿐 아니라 고가인 우라늄이 일부 회수불능 내지 불순물

로 오염되는 등 여러 가지로 피해가 적지 않다.  이런 연고로 U3Si 원심분무시에 적정

한 용해유지온도를 조사한 결과, 약 1750℃ 정도에서 회전원반에 용탕을 공급하고 있

다.  

   우라늄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상온은 물론 고온에서 특히 심한 산화성이 있으므

로, 진공중에서 반드시 용해해야 한다.  “4.1 진공유도 용해 주조로 및 4.2 원심분무 분

말가공장치”에 관계없이, 유도가열전에 rotary pump를 가동하면서 5∼10 torr 까지의 

저진공도로 만든다.  그 다음 진공유도용해 주조로 및 원심분무 분말제조장치의 

mechanical booster pump와 diffusion pump를 사용해 pumping 하고, pumping speed

가 계속해서 조립부분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 진공 누출로 말미암은 leak rate를 능가

해 진공도가 점차 계속 상승하고, 30 분 정도 pumping 후에 결국  10
-3 
torr 대의

 
진

공도에 도달한다.  이 시점의 진공도를 도달진동도라고 한다.  이 때쯤부터 유도가열

을 시작하여 도가니부를 본격적으로 승온 한다. 

2. “4.2 원심분무 분말가공장치”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추가하 음.

첨부원심 분말가공장치는 연구로용 핵연료분말인 U3Si 분말 등을 제조하기 위해 설치

되었다.  원심 분말가공장치는 장치제작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U3Si 주괴 등을 제조하

는 진공유도용해로와 함께 진공펌프시스템 및 전원공급장치인 고주파발진기를 공용으

로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진공유도용해로 사용시는 원심 분말가공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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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계통 2-IX-4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계통평가실  조상진

3. 심사대상 서류명 :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 내용 (자료제출)

   "D 공사방법“에서 제시된 성형가공시설중 기 확보된 장비 목록 및 사용   이력을 

제시하시오.

답변

번호 장 비 명 구입년도 사 용 이 력 비  고

1
진 공 유 도 

용해주조로
1980

1987년 이래로 연구로 핵연료 제조공

정 개발용으로 감손우라늄으로 만든 

U3Si 주괴 등과, 노내외 특성평가용 

시료 제조를 위해 감손우라늄 및 저농

축우라늄 U3Si 주괴 등을 제조 

노후 장비이며 

자금 확보시 

신규 제작하여 

교체 예정

2
원심분무

가공장치
1990

1990년 이래로 연구로 핵연료 제조공

정 개발용으로 감손우라늄으로 만든 

U3Si 분말 등과, 노내외 특성평가용 

시료 제조를 위해 감손우라늄 및 저농

축우라늄 U3Si 및 U-Mo 합금 분말 

등과, 미국 ANL, BWXT 그리고 프랑

스 CERCA에 핵연료 제조공정 연구용 

및 핵연료 연소특성 평가용으로 감손

우라늄 및 저농축우라늄 U3Si 및 

U-Mo 합금 분말을 1997년 12월부터  

2000년 9월 현재까지 약 15만불어치를 

제조하여 공급

노후 장비이며 

자금 확보시 

신규 제작하여 

교체 예정

3
진공튜브

열처리로
1995

1996년 이래로 연구로 핵연료 제조공

정 개발용으로 감손우라늄으로 만든 

U3Si 주괴 또는 분말 등과, 노내외 특

성평가용 시료 제조를 위해 감손우라

늄 및 저농축우라늄 U3Si 주괴 또는 

분말  등을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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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장 비 명 구입년도 사 용 이 력 비  고

4

Chip 가공기

(CNC lathe

, PUMA10)

1984

금속우라늄 각종 실험용 시편 기계가

공.

1997년 정상출력 및 1999년 고출력 노

내조사 실험용 집합체 제작을 위한 핵

연료 분말 제조용 chip 가공. 

5

미분쇄기

( s h a t t e r 

box)

1984

1997년 정상출력 및 1999년 고출력 노

내조사 실험용 집합체 제작을 위한 핵

연료 분말 가공.

6 Mixer 1987

1997년 정상출력 및 1999년 고출력 노

내조사 실험용 집합체 제작을 위한 분

말 혼합(U3Si 및 Al 분말)

7
분말 압분

press
1995

1997년 정상출력 및 1999년 고출력 노

내조사 실험용 집합체 제작을 위한 혼

합분말(U3Si 및 Al 분말)의 필렛 성형

8 수직압출기 1990

1997년 정상출력 및 1999년 고출력 노

내조사 실험용 집합체 제작을 위한 핵

연료심 압출과 핵연료봉 동심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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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번호 : 기재 2-Ⅸ-3

2. 검토부서 및 검토자 : 기계재료실 정진석

3. 심사대상 서류명 :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질의내용(기술적 근거 제시)

   - C.1.1 설계용 온.습도 조건에서 온 습도 조건 설정 근거자료 및 3, 4 구역의 시간

당 환기횟수 설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시오.

- 사업자는 3구역은 실내공기의 흐름이 3구역에서 4구역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여 실내환기회수를 설정하 다고 답변하 다. 따라서, 실내환기횟수에 

의한 3구역과 4구역간, 3,4구역과 주변지역(대기압 및 1,2구역)간의 압력차를 정량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요.

답변

1. 3, 4구역의 시간당 환기횟수

 -.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은 연구용 원자로 연료가공시설,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구용 원자로 연료가공시설은 연구용 원자로 연

료를 가공하는 구역으로 이 지역에는 공기조화 및 환기를 위한 전용 공기조화기와 

공기정화기가 설치되고, 또한 첨단핵연료 연구시설은 연구시설로서 별도의 공기조

화기와 공기정화기가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운전되도록 구성하 다.

 -. 핵연료가공시설 허가 대상 시설인 연구용 원자로 연료가공시설은 우라늄금

속을 봉상태로 취급하고, 작업자가 상시 근무하는 시설로 시설 구역 구분은 구

역-3으로 설정하 다. 구역-3의 환기횟수에 대한 외국 유시시설의 경우 3.5 회/h 

∼ 3.9 회/h, 국내 유시시설의 경우 4 회/h로 되어 있어, 연구용 원자로 연료가공

시설에는 보수적인 설계 개념을 도입한 국내자료를 참고하여 4 회/h로 설정하

다.

2. 각 구역의 차압치 설정에 대한 근거 자료

 -. 연구용 원자로 연료가공시설과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사이에는 복도가 있고, 

복도에는 연구용 원자로 연료가공시설로 통하는 출입문이 1개 설치되어 있어 복도

지역에서 연구용 원자로 연료가공시설로 공기 흐름이 형성되도록 하 으며, 연구

용 원자로 연료가공시설내의 공기가 복도지역으로 역류되지 않는 기본 개념으로 

계통을 구성하 다. 연구용 원자로 연료가공시설내의 오염됨 공기가 외부로 유출

되지 않도록 부압 및 주위 실과 차압이 유지되도록 하 다. 핵연료물질을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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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국 유사시설의 경우 구역에 대한 부압 설정치가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청정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실내 공기의 흐름을 유도되어야 한다는 

기본 개념으로 실내압력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국내 우라늄 분말을 취급하는 

유사 시설에서는 구역-3의 실내 압력이 -3 mmAq ∼ -6 mmAq로 설정되어 운

되고 있었다.  외국 및 국내 유사시설은 우라늄 분말을 취급하고 또한 공정상 부

유 우라늄 물질이 발생하므로 우라늄금속을 봉한 상태로 취급하는 연구용 원자

로 연료가공시설 보다 실내공기의 오염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련자료를 

근거로 하여 국내 유사시설에 적용된 구역-3의 실내 부압 -3 mmAq ∼ -6 

mmAq 값을 연구용 원자로 연료가공시설에 적용하 다. 또한 연구용 원자로 연료

가공시설과 인접한 복도지역의 압력은 양압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복도와 연구용 

원자로 연료가공시설간에는 차압(-3 mmAq ∼ -6 mmAq)이 형성되어 연구용 원

자로 연료가공시설내의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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