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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차세대관리 종합공정(ACP)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시된 건식처리공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발열량 및 방사선의 

세기를 최대 1/4까지 감소시키고, 처분용기의 소요량과 처분장의 소요면적을 

1/2 이상으로 축소함으로서 처분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기초연구가 완료되어 실증시험 수행을 위

한 상세계획이 확정되었다.

ACP 공정의 실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α-γ type의 핫셀 및 부대시설

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필요한 재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의 β-γ 

type 핫셀을 ACP 공정의 특성 및 용도에 맞게 개조하여 활용하기로 하고 

핫셀 개조를 위한 상세설계를 완료하 으며, 설계된 실증시설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한 환경 향평가 등의 안전성분석을 수행하 다.

실증시설의 공사와 실증시험 수행을 위한 시설운 을 위해서는 인허가 과

정에서 보수적 안전성 확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ACP 공정에

서 취급하게 되는 핵물질 또는 공정 유해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공정장치의 

정상운전 및 예측 가능한 사고의 경우 운전 및 제어를 위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 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핫셀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

하여 그 결과를 공정 및 실증시설 설계에 반 함으로서 ACP 공정의 실증시

험을 수행하게 되는 실증공정 및 실증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 으며, 이를 

근거로 ACP 실증시설의 건설 및 운 을 위해 인허가에 필요한 안전성 심사

를 완료하고 인허가를 획득하여 ACP 실증시설 개조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됨으로서 계획된 ACP 공정의 실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실증시설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인허가를 위하여 과기부에 제출된 안전성분석보고서와 KINS 

안전성 평가 및 심사 과정에서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 과

정에서 논의된 기술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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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ACP) was proposed to reduce 

the overall volume of the PWR spent fuel and improve safety and 

economy of the long-term storage of spent fuel. This process technology 

can reduce the decay heat, volume, and radioactivity from spent fuel by 

1/4. The successful result of this project could help reduce the required 

disposal vault area and the number of disposal packages by 1/2.

 In the next phase(2004∼2006), the hot test will be carried out for 

verification of the ACP in a laboratory scale. For the hot test, the hot 

cell facilities of α-γ type and auxiliary facilities are required essentially 

for safe handling of high radioactive materials. As the hot cell facilities 

for demonstration of the ACP, a existing hot cell of β-γ type will be 

refurbished to minimize construction expenditures of hot cell facility.

Up to now, the detail design of hot cell facilities and process were 

completed, and the safety analysis was performed to substantiate secure 

of conservative safety. The design data were submitted for licensing 

which was necessary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hot cell facilities. 

The safety investigation of KINS on hot cell facilities was completed, and 

the license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hot cell facilities was 

acquired already from MOST.

In this report, the safety analysis report submitted to KINS was summarized. 

And also, the questionnaires issued from KINS and answers of KAERI in 

process of safety investigation were describ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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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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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ACP: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은 사용

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시된 공정으로 그림 1-1에 표기

된 공정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본 공정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고, 고발열성 핵종(Cs, 

Sr)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발열량 및 방사선의 세기를 최

대 1/4까지 감소시키고, 처분용기의 소요량과 처분장의 소요면적을 1/2 이상으로 

축소함으로서 처분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

로서 핵확산 관련 저항성이 높으며, 미래 지향적인 건식 핵연료주기 시스템의 연

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점으로 인하여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차기 연구단계(2004. 03 ∼ 2007. 02)에서 개발된 공정의 실증시험을 계획

하고 있다.

특히, ACP 공정의 경우는 방사선 준위가 매우 높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의 조

건에서 LiCl-Li2O 용융염 매질 하에서 취급하게 되므로 일반 핫셀에 비해 강화된 

기 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일부 공정은 불활성 분위기(Ar) 하에서 취급해야 된

다. 따라서 ACP 공정 실증시험의 수행을 위해서는 공정특성을 고려한 α-γ type

의 핫셀 및 부대시설이 필요하나 신규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조사재시험시설(IMEF) β-γ type 핫셀을 ACP 

공정의 특성 및 용도에 맞게 개조하여 활용하기로 하 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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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 실증시설로 활용하게 되는 조사재시험시설의 기존 핫셀은 지하층에 위치

하고 있으며, 차후 활용을 위해 확보된 예비 핫셀 이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을 위한 핫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핫셀 개조

를 위한 설계와 함께 시설 운 으로 인한 안전성분석 및 환경 향평가를 수행하

여 시설 내 작업 종사자와 시설 주변에 대한 보수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에 

반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선의 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

어야 한다.

현재 시설 개조를 위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완료하 으며, 차세대관리 종

합공정의 안전성,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을 포함한 조사재시험시설 

전체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방사선 차폐 안전성, 핵임계 안전성을 분석하고, 정상

운전 및 사고 시 환경 향평가를 수행 완료하여 설계된 실증시설이 보수적 안전

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설계 및 안전성분석 자료는 인허가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제출되어 차

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 대한 KINS 안전성 심사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시설의 보수적 안전성이 확인되어 인허가를 획득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건설 및 운 에 필요한 인허

가를 위하여 과기부에 제출된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과 KINS의 안전성 심사 과

정에서 시설 및 실증공정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 형태로 토의된 기술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기술함으로서 핫셀의 개조공사와 실증시험을 위한 시

설 운 에 필요한 기준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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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출된 인허가 자료

제 1 절  서 설

조사재시험시설의 기존시설인 예비 핫셀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

시설로 개조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반

한 인허가 서류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하면 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원자

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적 평가를 통하여 시설의 설계내용과 시설운 이 안

전한지를 확인하는 심사과정을 거쳐 과학기술부로부터 허가를 획득하여야 핫셀 

개조 및 장비 설치를 위한 건설공사가 가능하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실증시험은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게 되므로 독립시설

일 경우는 원자력법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이 핵연료주기사업으로 구분되어 있

으므로 핵연료주기시설 건설ㆍ운 (원자력법 제43조)에 준하는 시설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시설의 경

우 기존에 인허가를 획득하여 현재 운  중에 있는 조사재시험시설의 일부이고, 

유틸리티 및 일부시설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인허가 주무 부처인 과

학기술부(원자력안전과) 및 KINS(안전규제부 규제2실)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재시

험시설의 건설, 운 의 변경허가 형태로 신청하기로 하 다.

조사재시험시설은 현재 연구소가 운  중에 있는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와 함께 

‘하나로’ 부속시설로서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 (원자력법 제33조)

에 준하여 인허가를 득하 다. 따라서 조사재시험시설 내에 추가되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은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보완과 관련한 건설, 운  변경허가’

로 인허가를 신청하 다. 

제 2 절  인허가 신청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을 위한 인허가 신청은 본 시설을 별

도의 독립시설로서 신청할 것인지 또는 기존 시설의 부속시설로서 신청할 것인지

에 대한 인허가 신청 방법에 대한 과기부 및 KINS의 협의 과정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이는 원자력법 상에 연구용 원자로(원자력법 제33조 적용)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원자력법 제43조 적용)의 인허가 요건이 서로 상이하므로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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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운  중인 조사재시험시설의 경우 이미 하나

로 부속시설로서 인허가를 득하여 운  중이므로 조사재시험시설의 일부를 개조

하여 사용하게 되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경우는 조사재시험시설의 

일부로 인정하여 기존 인허가를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정 

때문이었다. 결국 협의 결과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보완과 관련한 건설, 운  변

경허가’로 신청하기로 하여 인허가 서류를 2003년 10월 02일에 과기부에 정식으로 

제출하 다.

인허가와 관련하여 적용된 법규는 조사재시험시설이 당초 연구용 원자로인 ‘하

나로’의 부속시설로서 인허가를 득하 음에 따라 원자력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

행령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용 등 원자로 

시설의 건설ㆍ운  변경허가 요건에 따라 아래에 기술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

다.

1)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 변경허가신청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변경 내용 및 변경사유

3)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 내용(11.4. 조사재시험시설)

4) 운 기술 지침서 변경 내용

* 제출된 인허가 신청 공문 : [핵주재 712-2619,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보완과 

관련한 건설, 운  변경허가 신청’]

1.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ㆍ운 변경허가신청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추가 설치로 인해 제출된 건설ㆍ운 변경허

가신청서는 표 2-1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신청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가 간략하게 기술되었다. 그리고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된 서류로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변경 내

용 및 사유서, 기존의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 중 ‘11.4. 조사재시험시설’ 부분의 

변경 내용과 하나로 부속 조사재시험시설 운 기술지침서 변경 내용 3부를 첨부

하여 제출하 다. 또한 당초 인허가를 받은 원자로시설건설(운 ) 허가증(그림 

2-1 참조)을 규정에 의해 제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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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ㆍ운 변경허가신청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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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원자로 건설ㆍ운  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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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가. 변경 내용

1) 개 요 

하나로 부속시설로 건설 및 운 허가를 득한 조사재시험시설 내 지하층에 

현재 빈 공간으로 확보된 예비 핫셀을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는 차세대관리 종합

공정(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사업으로 수행)의 실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폐보강 등의 시설의 개조와 핫셀 운전을 위한 부대설비 및 실험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설의 안전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 

핫셀을 차세대관리공정의 실증시험에 적합하도록 개조, 보완하고, 필요한 실험장

치가 추가로 설치된다.

2) 예비 핫셀 위치 및 현재 상태

① 예비 핫셀 위치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예비 핫셀은 그림 2-2의 건물배치도에 표기된 

것과 같이 조사재시험시설(IMEF)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room No. 9104), 1층 

M5 핫셀의 바로 아래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예비 핫셀의 출입은 건물 남측에 설치된 양쪽 계단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은 1층 service area의 바닥 중앙에 설치된 hatch와 건물 남측 

출입구 방향의 work shop 바닥에 설치된 hatch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림 2-2. 예비 핫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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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비 핫셀 현재 상태

현재 예비 핫셀은 그림 2-3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의 핫셀 

구조(내부 크기: 길이 11 m, 폭 2 m, 높이 4.3 m)로서 차폐벽은 중콘크리트 80 

cm 두께로 설치되었으며, 전면은 벽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핫셀 운전

을 위한 부대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림 2-3. 예비 핫셀 현재 상태 사진 

3) 추가 설비

① 예비 핫셀을 콘크리트 핫셀 2기로 개조

핫셀

No.
용 도

기준 선원

(Ci)

내부 크기(cm)

[길이x폭x높이]

차폐 두께

(cm)

M8a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

37,430

- PWR핵연료 절단편

- 평균 0.7 MeV

- 연소도 :

  43,000MTD/MTU

- 냉각기간: 10년 이상

810x200x430

중량콘크리트

 90 또는 

중량콘크리트

 80 + 스틸 4

* 셀간벽 : 

중량콘크리트 70

M8b

설비 및 

장치

유지,보수

220x200x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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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핫셀 주요설비

설비명 수량 사 양 용 도

원격조종기 5 pair Gas tight seal / 8.2 kg
핫셀 내 운전

(공정물질/

장비 운반, 취급)차폐창

2 set

3 set

폭 70 x 높이 82 cm

폭 100 x 높이 82 cm

* Dry type / Gas tight seal 

Power 

Manipulator
1 set

Telescopic Servo-manipulator

15 kg

핫셀 내 장치 상부 

및 후면 작업

천정 크레인 1 set 1000 kg
핫셀 내 중량물 

취급

Jib Crane 1 set 1000 kg
핫셀 장비의 

반입, 반출

핫셀 출입문

(Rear Door)
2 set

폭 110 x높이 205 x두께 100 cm

폭 110 x높이 205 x두께 80 cm

장비 반입, 반출

및 유지,보수

Padirac Cask

접속장치
1 set RD-15 핵물질 반입,반출

Padirac Cask

운반대차
1 set -

Padirac Cask 

운반(서비스 구역)

③ 주요 시험장비

장비명 수량 용도 및 사양

 Slitting Machine 1 set
 - Pellet과 Zicaloy tube 분리

 - 3상 유도전동기 / 500 W 

 Vol-oxidizer 1 set

 - Pellet의 분말화 장치

 - Vibration bed reactor furnace

 - 반응온도 500 ℃ / Air 분위기

 Metallizer 1 set

 - 우라늄산화물의 금속전환

 - Electrolytic reduction reactor furnace

 - 반응온도 650 ℃ / Ar gas 분위기

 Smelter 1 set

 - 금속 ingot 제조

 - Induction furnace reactor

 - 반응온도 1400 ℃ / Ar gas 분위기

 Waste MS

 treatment device
1 set

 - 폐용융염의 고화성형체 제조

 - Moulding furnace bed

 - 반응온도 550 ℃ / Ar gas 분위기

 Off-gas treatment

 system
1 set

 - 시험장치 발생 배기체 포집

 - Off-gas trapping column

 - 운전압력 -0.2 ∼ +0.2 kg/cm
2 /

    continuous flow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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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은 다음에 기술되는 ‘3.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

서 변경내용 (11.4. 조사재시험시설)’에 상세히 기술되었으며, 인허가 변경신청 서

류에는 「별첨 1」로서 제출되었다.

5) 운 기술지침서 변경내용

운 기술지침서 변경내용은 다음에 기술되는 ‘4. 하나로 부속 조사재시험

시설 운 기술지침서 변경내용’에 상세히 기술되었으며, 인허가 변경신청 서류에

는 「별첨 2」로서 제출되었다.

나. 변경 사유

하나로 부속시설로 건설 및 운 허가를 득한 조사재시험시설(IMEF: 

Irradiated Materials Examination Facility)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되었으

며, 지상 1층에 6개의 콘크리트 핫셀(M1∼M6)과 1개의 납 핫셀(M7)이 설치되어 

현재 운 되고 있다. 그리고 지하층에는 차후 활용을 고려하여 전면이 개방된 형

태의 예비 핫셀이 설치되어 빈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차세대관리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97년부터 1단계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사업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

며, 현재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에 차후 활용을 위하여 확보된 예비 핫셀을 이용하

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소규모 Lab-scale 실증시험의 수행을 계획하고 있다.

예비 핫셀을 실증시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폐보강 등의 시설의 개조와 핫셀 

운전을 위한 부대설비 및 실험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설의 안

전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 핫셀을 차세대관리공정의 실증시험

에 적합하도록 개조, 보완하고, 필요한 부대설비 및 실험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

야 하므로 이에 건설‧운  변경허가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3.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11.4. 조사재시험시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추가 설치로 인하여 변경되는 안전성분석보

고서의 변경 내용은 기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변경되는 부분의 페이지와 해당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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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번호를 명기하고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부분의 문장에 밑줄을 표기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기술하 다

그리고 수정되거나 추가된 표 및 그림은 본 보고서에 첨부된 부록 2-1의 ‘하나

로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11.4. 조사재시험시설)’에 포함되어 있다.

가. 11.4.1.3.2 (page 11-64) 동적해석모델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에 대한 지진해석 모델은 3차원 모델(Three- 

Dimensional Model)을 적용하 다. 응답스펙트라(Response Spectra)법을 이용, 

SAP2000 프로그램으로 해석하 다.  동적 해석모델로 적용한 3차원 모델은 모든 

자유도로부터의 간섭효과(Coupling Effects)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절점에 대한 질량

의 분배는 건물부위별 하중특성에 따라 연속(Consistent) 및 집중(Lumped)으로 

구분하 다.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은 박스시스템(Box System)으로 벽과 슬래브로 

구성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기둥이 사용되었다.

조사재시험시설 건물해석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 으며, 구조해석을 위한 요소

(Element)형태는 쉘(Shell) 요소로서 하중의 형태에 따라 건물부위별로 사각형 및 

삼각형 형태를 구분하여 사용하 다. 내부칸막이 벽이나 조적조는 주 구조체에서 

제외하 으며, 모델 사용시 개구부(Opening)가 각 요소(Element) 면적의 50% 이

하인 개소는 비 구조체 요소로 고려하여, 개구부에 인접한 절점(Node)에 대한 질

량(Mass) 분배를 통하여 이상화(Idealization)하 다.  

또한 50% 이상인 개구부(Opening)는 크기에 비례해서 각 요소 두께(Element 

Thickness)를 이상화하여 적용하 다. 핫셀 구조체에서 무거운 중량인 핫셀 출입

문(Rear Door), 핫셀 천정문(Roof Door) 등 각 기기들은 비 구조체 요소로 고려

되었다.

이와 같은 동적 해석결과, 기 해석된 결과는 고유진동수와 형상을 문서 

EF-E-2420-DC-H101/HH102 에 수록하 다. 여기에서 가장 적은 고유진동수는 

4.85 Hz 이고, 구조물의 최대변위량은 5.7 mm이었다. 또한 지하 예비 HOT 

CELL 의 일부 개구부 변경에 따른 변경안에 대해서는 가장 작은 진동수는 

5.00Hz 이고 최대 변위는 3.0 mm이다.  따라서 구조물을 실제 구조해석한 변위량

은 설계시 사용된 Seismic Gap 50 mm 보다 훨씬 적은 양이므로, 본 건물에 대한 

지진거동시 인접 건물과의 충분한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하 다.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내진구조 입력자료 및 동적 해석결과는 그림 11.4-2(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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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17로 제출됨) 및 

표 11.4-1∼11.4-2(수정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

용’ 첨부 4로 제출됨)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11.4.3.1 (page 11-68) 개요

조사재시험설비는 1개의 수조(Pool), 8개의 중량콘크리트 핫셀, 2개의 납핫

셀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를 외부로부터 1층 서비스구역으로 이송

할 때는 캐스크 하역구역을 통한다.

1층 핫셀 서비스구역에는 30/5톤 천장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형 

조사시료 운반용 캐스크를 하역하거나 운반하고, 핫셀 내 시험기기 등을 각 핫셀

의 핫셀 천정문(Roof Door)을 통해 반입/반출하는데 사용된다. M1핫셀 뒷면에 위

치한 수조는 조사시료를 캐스크로부터 인출하여, M1 핫셀 내로 반입/반출하는데 

사용된다. 1층 서비스구역에는 제염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격조종기 및 핫셀 

오염기기의 제염작업이 이루어진다. M5 핫셀의 작업구역 남쪽에는 공작실, 실험

실, 암실 및 비상계단 등이 위치한다.

지하층에 설치된 핫셀로 핵연료 운반은 빠디락 캐스크(Padirac Cask)를 이용하

여 1층의 바닥에 설치된 기기반출입구를 통해 지하로 반입된다. 지하로 반입된 빠

디락 캐스크는 지하층바닥에 설치된 레일위에서 이동하는 이동대차에 실려 M8 

핫셀의 뒷면의 핫셀 출입문(Rear Door)에 설치된 빠디락 문(Padirac Door)을 통

해 핫셀 내로 반입된다. 

M8 핫셀의 뒤쪽에는 격리실(Isolation Room)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출입문의 

개방시 핫셀 내의 오염된 공기가 서비스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의 2층 및 3층에는 각종 비방사성물질 실험실 및 사무실 

등이 위치한다. 조사재시험시설의 시설배치는 그림 11.4.4 및 그림 11.4.4-1(추가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18로 제출됨)과 같

다. 조사재 시험설비의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간부분 생략)

3) 각 핫셀라인 및 수조의 최대취급 방사능은 표 11.4.4 및 표 11.4.4-1(추가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5로 제출됨)과 같

으며, 차폐벽은 이에 맞는 차폐능을 갖도록 하 다.

4) 정상 및 비정상 운전시 핫셀 내의 공기가 핫셀 밖으로 누출되는 양이 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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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설계하며 M6 알파-감마셀은 질소분위기에서 M8 알파-감마셀은 공기분위

기에서 기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다. 11.4.3.2 (page 11-69) 시험공정 및 기기

조사재 시험시설에 반입되는 조사재는 하나로에서 조사된 핵연료 및 노재

료와 기타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봉,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등으로 하나로와 조사후

시험시설로부터 캐스크를 통해 캐스크 하역구역으로 반입된다.

(중간부분 생략)

DUPIC 핵연료개발을 위한 사용후경수로핵연료 절단편들은 M6b 핫셀 뒷문에 

장착된 빠디락 문(Padirac Door)을 통하여 반입된다.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을 위한 사용후경수로핵연료 절단편들은 빠디락 캐스크

(Padirac Cask)를 이용하여 1층의 바닥에 설치된 기기반출입구를 통해 지하로 반

입된다. 지하로 반입된 빠디락 캐스크는 지하층바닥에 설치된 레일위에서 이동하

는 이동대차에 실려 M8a 핫셀의 뒷면의 핫셀 출입문(Rear Door)에 설치된 빠디

락 문(Padirac Door)을 통해 핫셀 내로 반입된다.

라. 11.4.3.2.6 (page 11-7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

조사후시험시설에서 일정 길이로 절단되어 운반되는 경수로용 사용후핵연

료 절단편(Rod Cut)들은 M8a 핫셀 출입문에 장착된 빠디락 문(Padirac Door)을 

통해 인입되어 핫셀 내로 운반하게된다. 운반된 사용후핵연료 절단편들은 핫셀 내 

장치에서 이산화우라늄 소결체(UO2 Pellet)를 피복관인 지르칼로이 튜브(Zircaloy 

Tube)로부터 분리하는 탈피복(Slitting) 공정과 이산화우라늄 소결체를 공기 분위

기 하에서 분말로 전환하는 분말화(Vol-oxidation) 공정을 거치게된다. 산화우라

늄 분말로 전환된 사용후핵연료는 차세대관리공정의 핵심공정인 다음 단계의 금

속전환(Metalization)공정 처리과정에서 용융염(LiCl-Li2O) 매질 하에서 우라늄 산

화물의 전도특성과 Li2O 전해특성을 이용한 전기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환원되어 

우라늄 금속으로 전환된다. 금속으로 전환된 사용후핵연료는 용융염과 분리되어 

금속전환체는 주조(Smelting & Casting)공정에서 저장용기(Canister)에 효율적으

로 장입하기 위하여 일정 형태를 갖는 금속 주괴(Ingot)로 주조하는 시험을 수행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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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1.4.3.2.7 (page 11-71) 핫셀별 기능

- M1핫셀 : 하나로부터 조사된 핵연료 및 노재료에 대한 인입 및 각종 비

파괴 시험

- M2핫셀 : 각종 핵연료 및 캡슐의 해체 및 시편의 가공

- M3핫셀 : 금상조직 시험용 시편준비

- M4핫셀 : 시료의 저장

- M5핫셀 : 기계적 특성 시험

- M6핫셀 : 하나로에서 조사된 MOX 핵연료 및 경수로의 사용후 고연소 

핵연료에 대한 비파괴 및 파괴시험, 그리고 DUPIC 핵연료개발 

시험

- M7핫셀 : 하나로에서 조사된 MOX 핵연료 및 경수로의 사용후 고연소 

핵연료에 대한 비파괴 및 파괴시험, 그리고 DUPIC 핵연료개발 

시험

- M8핫셀 : 경수로용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환체로 제조하는 시험

상세한 시험공정도, 시험기기배치도, 주요시험기기사양 및 조사재의 종류는 그

림 11.4.5, 11.4.5-1(추가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

용’ 첨부 19로 제출됨), 11.4.6, 11.4.6-1, 11.4.6-2(추가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

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20으로 제출됨)와 표 11.4.5, 11.4.5-1, 

11.4.5-2(추가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6

으로 제출됨), 11.4.6에 있다.

바. 11.4.3.4 (page 11-72) 핫셀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은 6개의 베타-감마 콘크리트 핫셀, 2개의 알파-감

마 콘크리트 핫셀, 그리고 2개의 납셀로 구성되어 있다. 핫셀의 배치는 그림 

11.4-4, 11.4-4-1(추가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18로 제출됨)와 같다.

핫셀의 차폐설계기준은 표 11.4-4, 11.4-4-1(추가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5로 제출됨)의 선원이 핫셀 내에 존재할 때 작

업구역 및 서비스구역에 대해서는 ∼ 폐시키도록 설계되었다.



- 15 -

1) 핫셀 기본 사양

핫셀 내부사이즈 및 주요기능은 표 11.4-7, 11.4-7-1(추가된 내용을 변경

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7로 제출됨)과 같다.

2) 차폐

각 핫셀의 차폐물질 및 두께는 표 11.4-8, 11.4-8-1(추가된 내용을 변경허

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8로 제출됨)과 같다. 핫셀을 관통

하는 개구(Penetration Hole), 도어(Door) 및 플러그(Plug) 등은 방사선 누출을 방

지할 수 있는 구조(오프셀 또는 계단식)로 설계하 다.

3) 라이너

M1∼M4 핫셀의 ∼ 두께는 표 11.4-8, 표 11-4-8-1과 같다.

4) 원격조종기

각 핫셀에 설치되는 원격조종기의 용량 및 수량은 표 11.4-8, 11.4-8-1과 

같다.

      (이하 생략)

특히 M6 핫셀과 M8 핫셀은 기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5) 차폐창

각 핫셀에 설치되는 차폐창의 수량 및 사이즈는 표 11.4-8, 11.4-8-1과 같

다. 본 시설에 설치되는 차폐창은 모두 건식형이다.

6) 핫셀출입문(Rear Door)

핫셀출입문을 ∼  같도록 하 다.  각 핫셀에 설치되는 핫셀출입문의 수

량 및 사이즈는 표 11.4-8, 11.4-8-1과 같다.  특히, M6 핫셀과 M8 핫셀에 설치

되는 도어는 기 이 유지되도록 별도의 기 문이 설치되어 완전히 폐되어 있다.  

핫셀출입문은 ∼ 연동(Interlock)되어 있다.

7) 셀간도어, 크레인도어 및 크레인게이트

셀간도어는 ∼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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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a와 M8b 핫셀 간에 크레인의 이동을 위해 설치된 크레인게이트와 크레인도

어가 설치되며,  크레인게이트는 자체구동장치 없이 핫셀크레인의 주행을 위해 설

치된 레일위를 Power Manipulator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크레인

도어는 공기압 구동장치에 의해 개폐된다.

8) 핫셀크레인

M1 ∼ M4 핫셀, M5a, M5b 핫셀 그리고 M6 핫셀, M8 핫셀 내에 각각 1

개씩의 핫셀 크레인(In-Cell Crane)이 설치되어 있는데 크레인의 취급용량은 1.0 

톤이다.

9) 기타설비

 (이하 생략)

사. 11.4.3.5 (page 11-75) 격리실(Isolation Room)

M6 핫셀로부터 ∼ 시공하 다.  로브 및 원격조작기를 이용해서 작업토

록 하 고,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대를 설치하 다.  또한 루프도어를 

∼ 공기분위기(Air Atmosphere)에서 운전된다. 핫셀 내 기기의 ∼ 질소로 채워지

도록 하 다.

M8 핫셀의 출입문의 개방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M8a 핫셀 출입문 

바깥에 한 개의 격리실을 설치하 다. 격리실 내부에는 장비의 취급을 위하여 1톤 

용량의 회전(Jib)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아. 11.4.4.2.2-1 (page 11-86) 알파-감마셀(M8)의 환기

M8 핫셀은 서비스구역에 설치된 인입여과기(MOD + HEPA 필터)를 거쳐 

서비스구역의 공기가 핫셀 내로 유입되며 유입된 공기는 핫셀 내를 환기시킨 후 

핫셀 내의 1차 여과기(MOD + HEPA)를 거쳐 핫셀 밖으로 배출된다. 배출된 공

기는 기존에 설치된 주 덕트로 모아진 후 2차 여과기(HEPA + 활성탄 + HEPA 

필터)를 거쳐 DUP FAN을 통하여 굴뚝으로 배출된다. DUP FAN은 조사재시험

시설의 핫셀배기계통에서 사용하는 DUP FAN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차세대관리

공정 시험시설 핫셀의 환기계통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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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핫셀 내부 운전조건

    - 온도 : 25 ∼ 35 ℃

    - 압력 : -27 ∼ -30 ㎜Aq

(2) 핫셀 내부는 항상 외부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하여 내부의 방사성물질

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M8 핫셀의 환기계통의 계통도는 그

림 11.4-9(수정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21

로 제출됨)에 나타나 있다.

자. 11.4.4.9 (page 11-100) 기자재 취급설비

조사재 시험시설 내에는 다양한 조사재를 수납하여 핫셀 내로 이송하고, 

방사성폐기물 및 핫셀기기를 취급하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 설비의 

위치, 용량, 수량 및 용도가 표 11.4-10에 주어져 있다.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을 위한 취급설비에 대한 취급설비의 위치, 용량, 수량 

및 용도는 표 11.4-10-1(추가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

내용’ 첨부 9로 제출됨)에 주어져 있다.

차. 11.4.5.1.2 (page 11-101) 외부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

전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제출하 다.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에서 누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하여 주변주민이 받는 

방사선피폭선량의 제한치는 과기부고시 2002-23호,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감마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1 m㏉/yr

2) 베타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2 m㏉/yr

3)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 0.05 m㏜/yr

4)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등가선량 : 0.15 m㏜/yr

5) 입자상 방사성물질, 3H, 14C 및 방사성옥소에 의한 인체 장기 등가선량 : 

0.15 m㏜/yr

카. 11.4.5.2.3 (page 11-101) 차폐계산 결과

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는 표 11.4-11, 11.4-11-1(추가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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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10으로 제출됨)에 나와 있

다.

타. 11.4.6.2 (page 11-110∼111) 방사선원

11.4.6.2.1 (page 11-110) 봉선원

1) 차폐설계용 선원

조사재시험시설에서의 ∼ 표 11.4-4와 같이 점선원으로 하 다.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에서의 차폐설계용 선원은 3)항에서 기술된 사용후핵연

료를 기준으로 하여 5 Batch의 연간 취급량(100 ㎏)중 2 Batch분의 폐용융염만이 

외부로 반출되고 나머지는 모두 핫셀내에 점선원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

으며 이경우의 감마선은 표 11.4-4-1(추가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5로 제출됨)과 같다.

(중간 생략)

3) 부유선원 계산용 선원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에서의 부유선원의 발생원은 핫셀내에서 사용

후핵연료의 분말화공정, 금속전환공정, 주조공정 및 폐용융염처리공정에서 발생하

는 핵분열성 가스 및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이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사용후핵연료

를 기준으로한 선원계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 취급량 : 20 ㎏-HM/Batch

- U-235 농축도 : 3.5 wt%

- 연소도 : 43,000 MWD/MTU

- 냉각기간 : 10년

- 연간취급량 : 100 ㎏-HM(5Batch)

11.4.6.2.2 (page 11-111) 부유선원

기존의 전체 내용이 아래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며,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1로 제출되었다.

핫셀 외부에서 모든 방사성물질은 폐된 상태로 취급되므로 핫셀 외에서 조사

연료의 취급으로 인한 부유선원은 무시된다.

핫셀 내부에서의 조사연료의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유선원은 조사재시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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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 조사재시험시설의 부유선원

핫셀 내에서 부유선원은 조사연료의 절단, 연마 및 처리시험 시에 발

생되는 핵분열 가스 및 분진으로 보수적인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핵분열가스는 조사연료의 절단시 핵연료 펠릿으로부터 누출되어 갭(Gap)에 존재

하고 있던 양이 누출된다. 보수적으로 갭에 존재하고 있던 양은 Tritium에 대해서

는 전체양의 1%, 기타의 가스에 대해서는 전체양의 10%로 가정한다. 조사연료의 

절단작업은 물 또는 기름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출된 가스 중 요오드 가스

는 대부분 물속에서 제거되어 1%만 부유되지만 본 공정에서는 보수적 가정을 위

해 누출량의 1/50, 즉 2% 만이 핫셀 내로 부유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요오드

를 제외한 다른 분진 역시 절단작업이 물 또는 기름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

생된 양의 극히 일부만이 부유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발생된 

분진 모두가 부유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계산된 조사재시험시설의 부유선원은 표 11.4-13(수정된 내용

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11로 제출됨)과 같다.

2)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의 부유선원

(1) 탈피복(Slitting) 공정 및 분말화(Voloxidation) 공정

분말화 공정은 핵연료의 온도를 500℃ 이하로 운전하므로 방사성가

스를 제외한 핵종은 방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탈피복 및 분말화공

정에서는 Kr, Xe, I, H와 같은 방사성가스만이 전량 방출하는 것으

로 가정한다.

(2) 금속전환(Metalization) 공정

금속전환공정은 650℃에서 운전되고 시험장치에 cold trap이 설치된

다. 따라서 휘발성핵종은 방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Ru, Tc, Mo, Se, Rb, Te와 같은 휘발성핵종의 1%

가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주조(Smelting & Casting)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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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공정의 운전온도는 1,400℃ 이고 시험장치에 cold trap이 설치

된다. 따라서 시험온도조건에서 Ru, Tc, Mo, Se, Rb, Te와 같은 휘

발성핵종과 Cs, Cd, Sb, C와 같은 준휘발성 핵종이 일부 방출되더

라도 cold trap에서 포집된다. 그러나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금속

전환체에 잔류하는 휘발성핵종 및 준휘발성핵종이 전량 방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 폐용융염 처리공정

폐용융염 처리공정의 운전온도는 550℃로 제한되므로 핵분열 가스

를 제외한 모든 핵종은 잔류한다. 따라서 폐용융염 처리공정에서는 

방사성핵종의 방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5) 방출선원항의 결정

위와 같은 방출특성 및 공정별 방사성물질의 수지를 고려한 각핵종

의 공정별 방출량은 표 11.4-13-1(추가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

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12로 제출됨)과 같다.

파. 11.4.6.6 (page 11-119) 주민피폭선량평가

기존의 전체 내용이 아래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며,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

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2로 제출되었다.

부지주변 주민들이 받는 피폭선량은 시설로부터의 직접피폭과 부유방사성 방출

물의 확산에 따른 피폭으로 구분된다.

조사재시험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북서쪽에 건설된다. 남쪽과 동쪽으로는 연

구소의 다른 시설이 있으며 북쪽 및 서쪽경계는 낮은 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

서 시설로부터의 직접피폭은 핫셀 내에 존재하는 선원에 의한 것이나 위와 같은 

부지특성상 직접피폭의 향은 무시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핫셀의 배기에 

포함되어 굴뚝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최대 개인 내

부피폭선량만을 고려하 다.

방출되는 방사선원은 11.4.6.2.2항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들 부유선원이 핫셀 배

기계통에 설치된 여과기를 거쳐 하나로 스택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을 기

준으로 주민피폭선량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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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위한 주요 입력은 아래와 같다.

1) 부유선원 : 11.4.6.2.2항 참조 (표 11.4-13 및 11.4-13-1 참조)

2) 여과기 : HEPA 여과기 2단

활성탄 여과기 1단

3) 여과기효율 : HEPA 여과기 = 99.97%

활성탄 여과기 = 99.75%

4) 대기확산인자 : (χ/Q) = 1.308×10-4 sec/㎥

5) 침적인자 : (D/Q) = 6.353×10-8 sec/㎡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에 위치한 기상관측탑

에서 2002년에 측정한 연간 기상자료의 통계치 및 방사성물질의 방출특성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한 “대덕 원자력관련시설의 운 중 방사선 환경 향

평가(2002년보)”의 값 중 부지경계에서의 최대값을 사용함)

핫셀 내에서 부유되어 핫셀 배기계통의 여과기를 거쳐 하나로 스택을 통해 환

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핵종의 방출량은 표 11.4-16(수정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

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14로 제출됨)에 수록되어 있다.

주민피폭선량의 계산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1.111에 근거하여 개

발된 전산프로그램 GASPAR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GASDOS

를 사용하 으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신권고(ICRP 60)의 평가체제를 반 한 

선량환산인자를 적용하여 평가하 다.

평가결과 부지주변의 개인이 받는 최대피폭선량은 표 11.4-16-1(수정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14로 제출됨)과 같으며 이 

결과를 원자력법규의 규제치와 비교하면 표 11.4-16-2(수정된 내용을 변경허가신

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14로 제출됨)와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재시험시설 및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의 운전으로 인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주변주민의 피폭선량은 원자력법규에 따른 

규제기준을 만족한다.

하. 11.4.6.8.5-1 (page 11-123)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핫셀 내 화재

기존 시설의 화재 사고시 안전성 평가 내용에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화재 사고시 안전성 평가 결과를 아래 내용과 같이 추가하 으며,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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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3으로 제출되었다.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의 핫셀 내에서 취급되는 핵연료는 자체로서는 인화성 

및 발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융점도 상당히 높고, 시설 내부에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진화할 수 있는 화재방호설비(Halon 계통)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화재 

시 핵연료 파손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누출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핫셀 내에

는 기본적으로 배기필터 및 전기 케이블 외에는 가연성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화재 발생 시에도 확산가능성이 없어 국부적인 화재에 그치며 1차여과기에 향

을 주기 전에 셀 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Halon 계통에 의해 즉시 진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화재로 인한 잠재적인 방사선피폭을 평가하기 위해 핫셀 내의 

화재로 인해 핫셀 내의 1차여과기가 연소하여 1차여과기에 축적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에 대해 평가하 다.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은 다음과 같이 가정 하에 산출하 다.

(가) 핫셀 내 화재로 인해 핫셀 내에 설치되어 있는 1차여과기는 향을 받

지만 배기팬실에 설치되어 있는 2차여과기의 성능은 향을 받지 않는

다.

(나) 핫셀 내의 1차여과기에는 최대 5회분의 핵연료를 취급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 최대로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운전기간에 따른 방사성핵종의 붕괴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 핫셀 내 화재 시에도 핫셀의 기 성은 유지되므로 방출된 원소는 핫셀 

배기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한다. 설령 핫셀 외부로 누출되더라도 

핫셀의 운전구역 및 서어비스구역의 대기는 건물의 배기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한다. 핫셀 내 화재 시에도 핫셀의 배기는 다른 핫셀의 

배기와 합쳐져 냉각되므로 배기팬실의 핫셀 배기필터 또는 건물의 배

기필터는 손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출된 원소는 대부분이 HEPA 필

터에 의해 제거되며 극히 일부분만이 하나로의 스택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된다. 핫셀 배기계통에는 활성탄 필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고 시

에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 불활성 기체는 공정운전 시 모두 방출하여 핫셀 내의 1차여과기에는 잔

류하지 않는다.

(마) 사고 시 방사성물질은 2시간 이내에 전량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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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선량의 계산을 위한 단기대기확산인자의 계산은 2002년도에 1년 동안 하나

로 기상탑에서 측정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PAVAN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하

다.  단기대기확산인자는 하나로 부지 제한구역 경계 외부에서의 최대값인 

1.38×10-2sec/㎥을 사용하 다.

내부피폭의 계산을 위한 선량환산인자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신권고(ICRP 

60)에 따른 값을 사용하 으며 기타의 방법은 본 안전성분석보고서 16.4.3.4항에 

따른다.

위와 같은 가정하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이에 따른 최대개인내부피폭

선량은 표 11.4-18(추가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

용’ 첨부 15로 제출됨)과 같다.

거. 앞에서 언급되지 않고 추가되는 표 및 그림

1) 11.4.1.1 (page 11-60) 기능 및 구조

(이상 생략)

조사재시험시설의 형상 및 제원은 그림 11.4-1 및 그림 11.4-1-1(추가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15로 제출됨)과 같

다.

2) 11.4.4.4 (page 11-94-1) 압축공기 공급계통

압축공기 공급계통의 계통도인 그림 11.4-13이 차세대관리공정 실증시설에 

추가되는 내용을 반 하여 수정되었다.(수정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

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22로 제출됨)

3) 11.4.6.3.4 (page 11-114) 방사선 감시설비

방사선 감시설비(Radiation Monitoring System)의 계통도인 그림 11.4-19

가 차세대관리공정 실증시설에 추가되는 아래 장비 내용을 반 하여 수정되었다.

(수정된 내용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23로 제출

됨)

- Area Monitor 2 Set 추가

- Room Air Monitor 2 Set 추가

- Hot Cell Door Monitor 2 Set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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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4.6.4 (page 11-116)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

(이상 생략)

평가된 연간집적선량은 표 11.4-15 및 표 11.4-15-1(추가된 내용을 변경허

가신청서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첨부 13으로 제출됨)과 같다.

4. 하나로 부속 조사재시험시설 운 기술지침서 변경내용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추가 설치, 운 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내

용은 기존 운 기술지침서의 변경되는 부분의 페이지와 해당 항목 번호를 명기하

고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부분을 변경전과 변경후로 구분하여 구별이용이하도록 

기술하 으며, 제출된 상세내용은 첨부된 부록 2-2의 ‘하나로 부속 조사재시험시

설 운 기술지침서 변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가. 2.1.1.1 (page 2)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직

조사재시험시설 인허가 신청 시의 연구소 조직과 현재 연구소 조직이 상

이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변경전과 변경후로 구분하여 기술되었다.

나. 2.1.1.2 (page 3) 조사재시험시설 운  조직

본 시설은 조사재시험시설 운  조직에 의해 운 되며, 당초 인허가 신청 

시의 조사재시험시설 운  조직과 현재 운  조직이 상이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변경전과 변경후로 구분하여 기술되었다.

다. 2.2.1.1 (page 6) 시험설비

기존의 조사재시험시설의 경우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을 위한 M8 핫셀의 주

요 기능에 대한 기술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 다.

- M8 핫셀 : 차세대관리공정시험

라. 2.2.2.3 (page 9) 차세대관리공정시험

조사재시험시설의 각 핫셀 내에서 수행되는 시험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추가로 설치되는 M8 핫셀에서 수행하는 시험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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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기술하 다.

2.2.2.3. 차세대관리공정시험

M8 핫셀은 경수로용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환체로 제조하는 차세대관리

공정 시험을 수행한다.

마. 수정 또는 추가되는 표 및 그림

1) 표 2.2-1(page 7)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 기본사양’에 차세대관리공정시

험을 위하여 추가되는 M8a, M8b 핫셀의 기본사양을 추가하여 수정하여 

제출하 다. 

2) 추가되는 M8a, M8b 핫셀에서 수행되는 차세대관리공정시험 절차를 기술

한 그림 2.2-2-2(page 10-2) '차세대관리공정시험‘을 추가하 다.

3) 표 2.3-3(page 21) '하론 소화설비 설치구역‘에 차세대관리공정시험을 위

하여 추가되는 M8 핫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 다.

4) 추가되는 M8a, M8b 핫셀의 배치도인 그림 2.2-1-1(page 10-2) '조사재

시험시설의 지하 핫셀 배치도‘를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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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KINS 안전성 심사 자료

제 1 절  서 설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층에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의 추가로 인하

여 제출된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보완과 관련한 건설, 운  변경허가 신청’은 제

출된 관련서류를 기준으로 원자력법상 요건과 추가되는 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

 측면에서의 안전성 평가 및 심사를 과기부로부터 위임 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KINS)의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 심사를 받아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변경에 

대한 인허가를 승인받게 된다.

본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KINS의 안전성 평가 및 심사 주관부서가 심사 

도중에 KINS의 부서별 업부 분장의 조정으로 인해 당초 인허가 변경신청 시 규

제1실(담당 PM 김 한철 박사)에서 규제2실(담당 PM 노 승환 박사)로 변경되었

다.

본 시설의 인허가 신청(2003년 10월 02일 공문 과기부로 발송) 후 KINS의  담

당 PM(규제1실 김 한철 박사)과의 협의를 거쳐 2003년 11월 03일 KINS 심사를 

위한 최초 회의를 KINS 내 회의실에서 KINS 담당 PM 및 분야별 심사 담당자들

과 본 시설의 설계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차세대관리공

정 시험시설의 용도 및 설계내용, 공사계획 등을 KINS 심사 담당자들에게 설명하

으며, KINS의 주관부서 변경에 의해 후임 담당 PM(규제2실 노 승환 박사)에게 

같은 내용에 대해 2004년 01월 27일에 연구소 방문 시에 조사재시험시설 회의실

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KINS 설명 자료는 부록 3-1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건

설, 운  변경허가 신청 내용(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험시설)’에 첨부하 다.

최초 설명회 후에 KINS로부터 3차례에 걸친 심사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

서를 제출하 으며, 담당자간 협의를 통하여 일부 당초 제출 내용이 수정되었으

며, 이를 설계에 반 함으로서 심사를 완료하여 추가로 설치되는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본 장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KINS로부터 접수된 기술적 질의 내용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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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KINS 1차 질의 및 답변

KINS로부터 1차 질의서를 2003년 11월 14일(공문: 규이 0312-746, 

2003.11.07.,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보완 관련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질의’)에 접

수하 으며, 질의 내용은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의 보완을 위한 건설․운 허가 

변경신청사항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충서류 및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

는 사항으로서 구조 분야 3건, 기계설비 분야 7건, 방사선평가 분야 9건, 계통평가 

분야 3건, 기타 분야 1건 등 총 23건이었다.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2003년 11월 20일(공문: 핵주재 712- 3089,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보완 관련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질의 답변서 제출’)에 제출하

다. 

본 절에서는 KINS의 1차 질의 내용 및 답변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기술하

다.

1. 구조부지 분야

[질의 내용]

1)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의 시설보완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구조요소의 사양

(제원, 중량, 재료, 구조형식 등)과 장비별 중량 및 총 중량을 보이시오.

2) 기존에 수행된 내진해석과 변경신청을 위해 수행된 내진해석의 차이점을 

보이시오.

가) 내진해석 모델(질량, 감쇠, 강성, 사용한 유한요소, 절점 등)

나) 지진입력 및 감쇠

다) 내진해석 방법 및 응답조합 방법

3) 다음의 도면을 제시하시오. (내용 식별이 가능한 정도) 

가) 그림 1 확대 도면

나) SAR 그림 11.4-1-1, 11.4-4-1 확대도면(변경전 도면 포함)

다) 신규 설치 Hot Cell 단면이 나타나는 구조물 전체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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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1)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에 M8 핫셀의 설치로 추가되는 구조요소의 사양은 

중콘크리트 차폐벽, 철판(steel) 차폐체, 납유리 및 공정장치로 구성된다. 중콘크리

트는 900 mm 두께로 기존 벽의 개구부에 설치되고, 800 mm 두께의 기존 차폐벽

을 사용하는 일부분에는 40 mm 두께의 철판이 설치된다. 이 구조요서의 설계에

는 IMEF 건물에 기 적용된 규준(Dynamic Analysis & Static & Dynamic 

Design for IMEF Building: EF-E-2420-DC-H101/102)을 동일하게 적용하 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구조용 재료(Structural Material)

본 IMEF 건물에 사용되는 구조용 재료의 특성은 표 3-1과 같다.

표 3-1. 구조용 재료의 특성

강도

(kg/cm2)

탄성계수

(kg/cm2)
포아송비

선팽창

계수

콘크리트
일반콘크리트 압축강도 240 2.3x10

5 0.167 1.0x10-5

중량콘크리트 압축강도 350 2.7x105 0.167 1.0x10-5

강재

철근 (SD40) 인장강도 4,000 2.1x106 0.3 1.2x10-5

구조용 강재

(SS400)
항복강도 2,400 2.1x10

6 0.3 1.2x10-5

a) 콘크리트의 강도는 원주형 공시체의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b)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산정시 비중은 2.3t/m3으로 한다.(KCI-USD 3.4.3)

Ec = 15000 (fck)0.5 kg/㎠ (fck ≤ 300kg/㎠)

Ec = 10500 (fck)0.5 + 70000 kg/㎠ (fck 〉 300kg/㎠)

c) 각 재료의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구조계산서[설계자료 ACP-TGE-01-001, page 3-4, (제출답변서 첨부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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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비하중(Equipment Load)

기 설계된 구조계산에서는 장비의 증설을 고려하여 적재하중을 5 ton/㎡

을 적용하 으나 본 구조계산에서는 적용된 적재하중에 설치되는 장비하중을 추

가로 고려하여 안전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설계하 고, 그 장비에 대한 하중값은 아

래와 같다.

① 추가장비하중

․ NEUTRON COUNTER : 0.5t 

․ SLITTING MACHINE : 0.05t

․ VOL-OXIDIZER : 0.15t

․ OFF-GAS TREATMENT FACILITY : 0.2t

․ METALLIZER : 0.6t

․ SMELTER : 0.1t

․ MOLTEN SALT RECEIVER : 0.15t

․ RADIATION SHIELDING WINDOW(001-003): 10t/set

․ RADIATION SHIELDING WINDOW(004-005): 8t/set

․ MANIPULATOR : 3.2t/set

․ REAR DOOR FOR MAINTENANCE CELL : 9.7t/set

․ REAR DOOR FOR PROCESS CELL : 15.5t/set

․ STORAGE VAULT (A): 9.5t

․ STORAGE VAULT (B): 9.6t

② 방사선 차폐체

추가 장비 외에 지하 M8 핫셀 내부의 방사선 차폐를 위해 40 mm 두께

의 철판(steel plate)를 내부 벽면에 부착하 으며, 철판의 단위면적당 중량은 

0.314 ton/m2이다. (참고도면 : ACP-AST-12-100∼104)

2) 기존의 IMEF 건물과 변경되어 수행된 내진해석은 지진 해석방법은 동일하

고, 기존 해석 모델에 추가 설치되는 지하 M8 핫셀 부분의 모델만을 추가하 다. 

즉, 일부 개구부 변경 부분에서만 모델의 차이점을 갖는다. 내진해석을 위한 입력

된 값들은 아래와 같다.

각 지진에 대한 지진 가속도는 “Dynamic Analysis & Static & Dynamic 

Design for IMEF Building(EF-E-2420-DC-H101/102) 에서 적용된 지진하중을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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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 정지 지진하중 (SSE)

- SSE 에 대한 최대지반 가속도 :  수평 0.2g  수직 0.13g

- 감쇠계수는 R.G. 1.61을 적용한다.

나) 운전 기준 정지 하중 (OBE)

- OBE에 대한 최대지반 가속도 : 수평 0.1g  수직 0.067g

- 감쇠계수는 R.G. 1.61을 적용한다.

그림 3-1(제출답변서 그림 2-①), 그림 3-2(제출답변서 그림 2-②)는 KMRR 설

계 시 적용한 부지 응답 스펙트럼이다.

그림 3-1. Horozontal design spectra for 

peak horizontal ground acceleration of 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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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Vertical design spectra for 

peak vertical.

다) 내진 구조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해석은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SAP 

2000을 사용하 고 응답조합 방법은 기 적용된 SRSS법(Square Root of the Sum 

of the Squares method)을 이용하 다. 기존 모델과 변경 모델의 비교내용을 요

약하면 표 3-2(제출답변서 표 2-①)와 같다.

※ Note : SAP 프로그램은 Berkley 대학의 Edward Wilson 교수가 당초 범

용해석 프로그램용으로 개발하 고, 추후 해석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토목․

건축 전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으로 수정 개발되었으며, 기존 해석에 사용했던 

GT-STRUDL 프로그램은 기계, 건축, 배관, 토목 등 범용해석 프로그램임. 

※ 구조계산서(ACP-TGE-01-001) : page. 6-9, 21-22(제출답변서 첨부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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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기존 모델 및 변경 모델의 비교

기 존 모 델 변 경 모 델

최대

지반

가속도

SSE   수평 0.2g  수직 0.13g 기존 모델 동일

OBE  수평 0.1g  수직 0.067g 기존 모델 동일

감쇠계수 R.G. 1.61 기존 모델 동일

부지응답

스펙트럼

KMRR 설계시 적용한 

부지응답스펙트럼

(첨부 그림 참조)

기존 모델 동일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
GT-STRUDL SAP2000

응답조합방법 SRSS 기존 모델 동일

해석모델

       13-2 ROW 

MODELING

       N1 ROW MODELING

   N1∼ M1 ROW MODELING

※ 위의 모델 비교에서 기존모델 부분은 요소 경계를 수축(shrink)시켜 도시한 

것이며, 실제는 우측 모델과 같이 요소간 경계면이 붙어 있는 것임. 변경모델에서

는 M8 핫셀로 추가되는 부분만 추가로 상세히 모델링하여 기존모델에 상세요소

를 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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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 제시

가) 그림 1의 확대도(예비 핫셀 설치부분)는 그림 3-3(제출답변서 그림 3-

①)과 같다. 

그림 3-3. 그림 1의 확대도

나) 아래 도면 참조

- ACP-ABL-10-101, “GENERAL LAYOUT PLAN

(EL+72,300)”

- ACP-NHC-10-001, “GENERAL LAYOUT”

다) 아래 도면 참조

- ACP-ABL-10-102, “ENLARGED PLAN”

- ACP-ABL-10-103, “ENLARGED MAIN SECTION A, B”

- ACP-ABL-10-104, “ENLARGED MAIN SECTION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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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설비 분야

[질의 내용]

1) 조사시료 용기인 빠디락 캐스크의 중량 및 이를 취급하는 빠디락 캐스크 

운반대차의 최대 취급하중과 크레인(천정 및 Jib)의 Design Spec.(또는 

Procurement Spec.)을 제출하시오.

2) 빠디락 문(Padirac Door)의 폐기능 및 작동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

시오.

3) 핫셀 주요설비 중 차폐창에 대한 제원(재료, 선원 차폐계산 자료 및 근거 

등)을 제출하시오.

4) 금번에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알파-감마셀(M8)의 부(-)압조건(압력 : -27 

∼ -30 mmAq)이 기존의 알파-감마셀(M6)의 부압조건(압력 : -40 ∼ -50 

mmAq)보다 비보수적이다. 따라서, M8을 M6보다 비보수적으로 부압조건

을 설정한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5) 핫셀 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역류방지댐퍼를 핫셀 유

입구에 설치하는 것 등과 같은  대책을 검토하시오.

6) M8 핫셀의 추가설치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이 예상되는 환기계통에 대한 

사전 적합성 설계검토 자료를 제출하시오.

7) 아래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여  제시하시오.

가) 그림 11.4.4 및 표 11.4-7

[답변 내용]

1) 빠디락 캐스크 운반대차 최대 취급하중 및 크레인 기술사양

가) 빠디락 캐스크 운반대차의 최대 취급하중 :

빠디락 캐스크는 납 차폐체 두께가 150 mm, 자중이 2,580 kg의 B(U)형 

수송용기인 RD-15이며, 빠디락 캐스크 운반대차(support table)는 자중이 425 kg

이며, 수송용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송용기 자중 2,580 kg의 3배에 해당하는 

7,740 kg을 취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다. 빠디락 캐스크는 RD-15 외에도 납 

차폐체 두께가 100 mm, 중량이 1,380 kg인 RD-10 수송용기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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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크레인(천정 및 Jib)의 Design Spec. : 

빠디락 캐스크를 취급하는 것은 조사재시험시설 1층에 있는 T-class로 

제작된 메인 30톤/보조 5톤 용량을 갖는 천정 크레인으로, 5톤 용량의 보조크레인

을 사용할 경우에도 Padirac cask의 취급에는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다. 따라서 

M8 핫셀에서는 빠디락 캐스크를 취급하기 위한 별도의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으

며, 조사재시험시설에서와 똑같은 크레인을 사용한다.

M8 핫셀에서는 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1층 바닥, 즉 M8 핫셀의 천정에 있는 그

림 3-4(제출답변서 그림 4-①) 크레인을 그림 3-5(제출답변서 그림 4-②)의 

hatch door를 이용하여 그림 3-6(제출답변서 그림 4-③)과 같이 수송용기 인양장

치(lifting yoke)를 이용하여 M8 핫셀의 뒷부분으로 내리게 된다. 이렇게 크레인으

로 내려진 Padirac cask는 그림 3-7(제출답변서 그림 4-④), 그림 3-8(제출답변서 

그림 4-⑤)과 같이 Padirac adaptor 뒷부분에 위치한 안착 장치에 올려진 후 핫셀 

리어도어의 Padirac transfer system에 체결된다. 그림 3-6의 수송용기 인양장치 

또한 수송용기 자중의 3배인 7,740 kg의 취급용량을 갖는다.   

M8 핫셀에 추가되는 천정 크레인은 핫셀 내 중량물 취급을 위해 핫셀 내부에 

설치되는 in-cell 크레인이며, 핫셀 뒤의 isolation room에 설치되는 jib crane은 

장비의 반출입을 위한 것으로 이들의 상세design spec.은 설계자료 

ACP-NHC-75-131 ‘Technical Specification of Crane’(제출답변서 첨부 4-1)에 제

시하 다.

그림 3-4. IMEF 시설 O/H 크레인(30/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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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IMEF 1층의 hatch door.

그림 3-6. Padirac cask의 M8 핫셀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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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Hot-cell rear door with Padirac system 

 

그림 3-8. Padirac cask 운반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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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빠디락 문 폐기능 및 작동방법

빠디락 문(Padirac Door)은 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sealed transfer 

double door system을 사용한다. Padirac system은 내부에 rotating을 하는 

double door를 갖는 container를 갖는 Padirac cask와핫셀의 내부에 장착되어 

conatiner의 뚜껑과 결합되는 rotating door를 가지며, Padirac cask 자체에는 외

부에 차페를 유지하기 위한 sliding door를 갖는데, 이는 핫셀 rear door에 설치되

는 padirac transfer system과 결합하여 차폐를 유지하게 된다.

Padirac door는 그림 3-9(제출답변서 그림 5-①)와 같이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Padirac container가 핫셀 리어도어의 내벽에 붙어 있는 cell port에 결합되어야만 

그림 3-10(제출답변서 그림 5-②)과 같이 cell door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Padirac door는 그림 3-11(제출답변서 그림 5-③)의 맨 앞의 그림과 같이 

cell door가 cell port에 닫힌 상태에서 봉을 유지하고 있다가, container를 핫셀

의 후면에서 삽입하여 핫셀 내부의 벽면에 붙어 있는 위치에 도착하여 결합되면 

60°를 회전시켜 완전히 착을 시키게 된다. 그러면 container에 있는 seal이 cell 

port와 결합되어 봉을 유지한 상태로 전환되며, 이 때 cell door가 열릴 수 있도

록 되어 있으며, container의 뚜껑은 cell door와 함께 결합된 상태에서 열리게 되

어 있다. Cell port는 최소한 cell door나 container 측의 seal과 결합되어 봉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12(제출답변서 그림 5-④)는 Padirac seal을 확대한 모습으로서 평상시 

핫셀에서는 cell port와 cell door가 seal로 봉을 유지하고, cask는 container  

flange와 container lid 사이의 seal로 봉을 유지하다가, 이들이 결합되면 

container flange의 seal과 cell port가 seal로 봉을 유지하며, container lid는 cell 

door와 결합되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림 3-13(제출답변서 그림 5-⑤)과 같이 

Padirac cask의 후면에서 용기 내부의 container를 push rod를 결합하여 핫셀 내

부로 container를 고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핫셀 내부에 있는 cell door

는 그림 3-10와 같이 핫셀의 원격조종기를 이용하여 여닫는다. 그림 3-13은 

Padirac cask의 상세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용기 내부에 있는 container(4번)는 용

기 내부에 있을 때는 뚜껑이 닫힌 상태로 봉을 유지하고 있으며, M8 핫셀의 

rear door의 안쪽 벽면에 설치된 cell port에 결합되어야만 뚜껑이 열릴 수 있어서 

항상 봉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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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Padirac door의 잠긴 모습 

그림 3-10. Padirac door의 열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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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Padirac door 작동순서 및 봉유지 원리

 

그림 3-12. Padirac door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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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Padirac cask overview

3) 차폐창 제원

가) 차폐창에 대한 기본 요건은 아래 기술사양서 참조할 것

ACP-NHC-75-11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Radiation Shielding 

Window”(제출답변서 첨부 6-1)

- 차폐요건 : 5.1.1.2 Radiation Exposure and Attenuation

- 재료 : 5.2 Material Requirement

- 방사선원 : Attachment 3 Design Radiation Source

나) 기타 차폐창 제원 :

M8 핫셀에 사용될 차폐창은 대형창 3조(SW003~5)와 소형창 2조

(SW001, 2)의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모든 차폐창은 5개의 층으로 구성되며, 그 

제원은 다음의 표 3-3(제출답변서 표 6-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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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방사선 차폐창의 종류 및 제원.

Large Window (3 sets) Small Window (2 sets)

Dimension
Density

(g/㎤)
Dimension

Density

(g/㎤)

1,200 x 890 x  20 mm

1,060 x 725 x 200 mm

  890 x 605 x 300 mm

  650 x 450 x 260 mm

  800 x 550 x  10 mm

RS 25

RS 32

RS32

RS 52

Amiran

1,200 x 890 x  20 mm

1,060 x 725 x 200 mm

  890 x 605 x 300 mm

  650 x 450 x 260 mm

  800 x 550 x  10 mm

RS 25

RS 32

RS32

RS 52

Amiran

그림 3-14(제출답변서 그림 6-①) 및 3-15(제출답변서 그림 6-②)는 차폐창의 

평면도와 측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차폐창 wall liner의 수직방향 최대 크기

는 1,160mm이며, SW001과 SW002 차폐창 wall liner의 수평방향 최대 크기는 

1,040 mm이며, SW003∼5 차폐창 wall liner의 수평방향 최대 크기는 1,410 mm이

다. 이들 차폐창은 도 3.5 g/㎤의 중콘크리트(heavy concrete) 두께 900 mm와 

등가의 차폐선량을 갖도록 설계된 것으로 차폐요건은 상기 ACP-NHC-75-11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Radiation Shielding Window, 5.1.1.2 Radiation 

Exposure and Attenuation”에 기술되어 있으며, 재료는 “5.2 Material 

Requirement”에 제시되어 있다. 실제 차폐계산은 공급사인 British Shielding 

Window사에서 미국 ORNL에서 개발한 ANISIN-ORNL을 STREAM(Saic 

TRansport Equation Analysis Module)과 함께 사용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3-14. 핫셀 차폐창의 평면도 



- 43 -

그림 3-15. 핫셀 차폐창의 측면도 

4) 설정된 핫셀 부압조건의 타당성

IAEA에서 제시한 핫셀의 부압 설계기준[IAEA-SM-209/35]을 보면 -12∼

-38 mmAq로 제시하고 있으나, 외국 핫셀들의 설계기준은 일반적으로 베타-감마

셀은 -15∼-25 mmAq, 알파-감마셀의 경우는 -25∼-50 mmAq의 범위에서 설정

한다. 조사재시험시설에 설치된 핫셀의 경우 베타-감마셀은 -15∼-25 mmAq, 알

파-감마셀(M6)는 -40∼-50 mmAq로 설정하 다. M6 핫셀의 당초 용도는 플루토

늄산화물을 다량으로 함유하여 강한 산화력을 갖는 MOX 핵연료를 Inert 분위기

에서 사용, 시험하는 핫셀로 설계되었으며[조사재시험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11.4.4.2.절 핫셀 환기계통(제출답변서 첨부 7-1) 참조], 기준방사선원도 200,000 Ci

로 설정되어 있다. [조사재시험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page Ⅱ-158 표 11.4-11(제

출답변서 첨부 7-2) 참조]

그러나 본 핫셀은 일반 사용후핵연료를 Air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핫셀이고, 기

준방사선원도 37,470 Ci이다. 따라서 부압조건의 설계기준을 기존의 베타-감마셀

과 M6 알파-감마셀의 중간조건인 -25∼-35 mmAq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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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핫셀 내로 유입 공기의 역류를 방지 대책 검토

핫셀 내로 유입되는 공기는 실 8106의 공기인데, 공기 역류의 가능성이 있

는 경우는 핫셀(실 9104)보다 실8106이 더 부압이 걸려야만 한다. 그러나 배기송

풍기 F006 또는 F007이 모두 정지하여도 Air Balance상 여전히 실8106은 핫셀에 

비해 양압(Positive Pressure)이 걸리며 핫셀의 공기가 역류하기 위해서는 Inlet 

Filter에서 걸리는 정압(약 70 mmAq)보다 더 큰 압력으로 어야 하나 이러한 경

우는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다. 최악의 경우 역류가 발생하더라도 오염의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해 핫셀 유입구에 HEPA 여과기를 설치하 다. 따라서 공기가 

역류하여 실 8106 및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는 없으므로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핫셀과의 덕트연결(Protection Screw)부위는 기

시험을 통해 그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그 기 성을 보장할 

수 있다.

6) M8 핫셀의 환기계통에 적합성 설계검토 자료

아래 설계 자료 참조

- ACP-MMG-05-102, “설계계산서 - 환기설비계통”(제출답변서 첨부그림 

8-1)

- ACP-MVA-25-101, “P&I Diagram for HVAC System of IMEF 

Building”

- ACP-MVA-10-101, “Hot Cell Exhaust Duct Plan for Modification”

7) 누락된 자료(그림 11.4.4 및 표 11.4-7) 제출

기존 IMEF SAR에 첨부된 자료로서 복사하여 제출하 다.(제출답변서 첨

부 10-1, 10-2)



- 45 -

3. 방사선 평가 분야

[질의 내용]

1) 변경안 6, 11(p11-72, 11.4.3.4 핫셀, p11-102)

표11.4-8 및 표11.4-1의 차폐물질 및 두께의 차폐 선량평가 결과가 수정되

었음과 관련하여,

가) 차폐계산에 사용된 선원의 기하학적 형태(점선원 등) 및 에너지분포 

함수 등의 적합성 자료

나) 차폐계산에 사용된 도구(코드: MCNP, QAD 등)

다) 차폐물(벽, 납유리 출입문(hatch))의 물리적(재질의 종류, 도 등) 및 

기학학적 특성

라) 계산 결과 평가된 시설내  주요 위치(벽면, 납유리, 출입문 부근)에서의 

선량분포

마) 핫셀 출입문(hatch 등)의 하단부 관통부 등에 대한 재질, 설계 도면 및 

선량분포 계산 결과

바) 차폐 계산에 사용된 선량환산계수 자료

사) 시설 설치 후 차폐 탐사시험 계획

2) 변경안 6(p11-72, 11.4.3.4 핫셀)

M8 핫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유형, 발생량, 방사능량 등에 대한 자료와  

발생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방법을  제시하시오.

3) 변경안 7(p 11-75 11.4.3.5 격리실)

그림 2.2-1-1의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 핫셀 배치도와 관련하여 격리실의 

자세한 상세도면과 M8핫셀의 출입문의 개방 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폐정도, 환기, 부압 시험 및 기준 등)을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하시오.

4) 변경안 8(p 11-86 11.4.4.2.2-1 알파-감마셀(M8)의 환기)

가) 배출된 공기는 기존에 설치된 주 덕트로 모아진 후 2차 여과기를 통과

하여 굴뚝으로 배출된다고 되어있는데 기존의 설치된 주 덕트로 이동

하는 중간단계의 이동 라인에서의 입자, 옥소 등의 방사성 배출물에 

대한 감시채널 설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오. 

나) M8셀 공기여과기(MOD + HEPA)의 상세설계사양, 풍량, 압력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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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여과기재료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시오.

다) 핫셀 내부 운전 온도와 압력을 만족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M8 핫셀

을 기존 배기계통에 연결하여도 타 설비의 운전압력 및 시설부압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시오.

5) 변경안 10(p 11-101 11.4.5.1.2 외부로 방사성물질의 방출)

M8 핫셀에 사용될 방사성핵종과 핵종별 방사능량을 제시하시오.

6) 변경안 13(p 11-111 11.4.6.2.2)

가) 부유선원 평가를 위한 가정들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나) 부유선원 평가에 사용된 전산프로그램, 주요입력자료, 평가결과를 제시

하시오.

7) 변경안 26(p 11-161)

표11-4-15-1에서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작업종사자의 연간작업시간 추

정근거를 제시하시오.

8) 변경안 36(p 11-292 그림 11.4-19 방사선감시계통 구성도)

가) Area Monitor 2set 추가되는  방사선측정기의 측정대상 방사선종류(입

자, 옥소, 공간감마선량률)에 대한 상세 설명

나) 측정기의 측정범위, 선원 및 채널점검 계획

다) 지역감시기위 설치위치 및 2 set의 추가만으로 방사선감시가 가능한 

가에 대한 적합성 설명

라) 측정 결과치의 주제어실(보건물리실)로의 실시간 on line 연결 여부

마) Room Monitor 2set 추가되는 방사선측정기에 대한 상세설명 및 측정

범위 주제어실(보건물리실)로의 실시간 on line 연결 여부

바) Hot cell door monitor 2set의 추가외에 시설 전방부 및 출입구에 모

니터 감시기 설치 계획 및 주제어실(보건물리실)로의 실시간 on line 

연결 여부

9) 기타

가) Hot cell door의 연동장치 설치여부(예를 들어 Hot cell내 선량률이 

높을 경우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또는 Hot cell 

door의 개폐시 보건물리실의 감시카메라 모니터 또는 판넬(panel)에 

신호가 감지되어 출입 등의 통제 가능성 등)

나) 다른 핫셀과는 sector(지하 1층에 위치)가 다르므로 개별 갱의실,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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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오염세척실 등의 설치 계획

다) 출입관리 절차는 기존의 출입관리와 동일한지 여부와 기존의 출입구와  

별개의 출입구가 신규로 증설되는지, 출입관리 계획서 제출

라) 고방사선장의 가능성이 있는 hot cell 내 제염 등을 목적으로 출입시  

출입기준(일정 이하의 방사선량률 이하만 허가)의 설정 여부 및 작업

계획서 제출

마) Hot cell시설 내부의 바닥, 벽면 등의 재질(고착성 및 재부유 가능성의 

최소화)에 대한 상세설명  자료 제출

[답변 내용]

1) 핫셀 차폐설계

가) 첨부된 설계자료 ACP-NRS-05-001, “차폐계산서-기본”의 “첨부1. 차세

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방사선원 분석” 참조.

나) 차폐계산에 사용된 도구는 QAD-CGGP-A(ORNL-RSIC CCC-645) 임.

QAD-CGGP-A 전산프로그램은 Los Alamos Scientific Laboratory에 의

해 개발된 일련의 Point Kernel Code로서 여러 가지 차폐체에 대한 감마

선의 투과선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QAD-CGGP 프로그

램을 AECL이 보완한 것으로, 주요 보완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감마선 감쇠계수 평가시 Cubic Spline Interpolation 적용

∙ 선원의 전이 및 회전 (Translation and Rotation)

∙ Buildup Factor 평가시 잠재 에러의 수정

∙ Free-format Input의 적용

다) 차폐물 종류별로 다음의 자료 참조

① 벽 : ACP-NRS-05-001, “차폐계산서-기본” 참조(제출답변서 첨부 

11-1)

② 납유리 : ACP-NHC-75-11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Radiation 

Shielding Window” 참조(제출답변서 첨부 11-2)

③ 출입문 : 다음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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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NHC-12-501, “Rear Door for M8b Cell (Maintenance Cell)”

- ACP-NHC-12-502, “Rear Door for M8a Cell (Process Cell)”

- ACP-NHC-75-12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Hot Cell Door”(제출

답변서 첨부 11-3)

라) 핫셀의 각 위치별 선량분포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벽면 : <표 11.4-11-1> 참조

② 납유리 : 납유리에 대한 차폐 요건은 ACP-NHC-75-11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Radiation Shielding Window"의 “5.1.1.2 

Radiation Exposure and Attenuation"에 기술되어 있으며, 

실제 차폐계산은 공급사인 British Shielding Window사에서 

미국 ORNL에서 개발한 ANISIN-ORNL을 STREAM(Saic 

TRansport Equation Analysis Module)과 함께 사용하여 수

행할 예정이다. 

③ 출입문

- 핫셀 내부 측 도어 틈새 : 7.59×10-03 m㏜/hr

- 핫셀 외부 측 도어 틈새 : 8.51×10-03 m㏜/hr 이하

(차폐보강두께는 제작자의 제작설계 시 결정됨)

- 도어 휠 부분 : 6.71×10-03 m㏜/hr 이하

(차폐보강두께는 제작자의 제작설계 시 결정됨)

- Transfer Tube 부위 : 5.88×10-03 m㏜/hr 이하

마) 다음의 자료 참조

① 재질 및 설계도면

- ACP-NHC-12-501, “Rear Door for M8b Cell (Maintenance Cell)”

- ACP-NHC-12-502, “Rear Door for M8a Cell (Process Cell)”

- ACP-NHC-75-12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Hot Cell Door”

② 선량분포

- 핫셀 내부 측 도어 틈새 : 7.59×10-03 m㏜/hr

- 핫셀 외부 측 도어 틈새 : 8.51×10-03 m㏜/hr (차폐 보강두께는 제작자

의 제작설계 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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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 휠 부분 : 6.71×10-03 m㏜/hr (차폐보강 두께는 제작자의 제작설

계 시 결정됨)

- Transfer Tube 부위 : 5.88×10-03 m㏜/hr

바) 감마선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선량환산계수는 ICRP 

Publication 74, “Conversion Coefficients for Use in Radiological 

Protection against External Radiation”(1995)에서 제시된 Effective 

Dose Conversion Factor를 사용하여 아래 표 3-4(제출답변서 표 11-

①)와 같이 적용하 다.

표 3-4. 선량환산계수

MeV
mSv/hr

#/㎠sec
MeV

mSv/hr

#/㎠sec

0.010 1.75E-07 0.500 8.88E-06

0.015 4.52E-07 0.600 1.05E-05

0.020 7.38E-07 0.800 1.34E-05

0.030 1.08E-06 1.000 1.61E-05

0.040 1.22E-06 1.500 2.20E-05

0.050 1.29E-06 2.000 2.70E-05

0.060 1.36E-06 3.000 3.56E-05

0.080 1.58E-06 4.000 4.33E-05

0.100 1.86E-06 5.000 5.04E-05

0.150 2.71E-06 6.000 5.76E-05

0.200 3.61E-06 8.000 7.17E-05

0.300 5.43E-06 10.000 8.55E-05

0.400 7.19E-06

사) 감마선을 이용하여 핫셀 및 부대장치(차폐벽은 일정 간격으로 차폐창 및 

원격조정기 등은 연결 부위를 중심으로)에 대한 전체적인 차폐 탐사 시

험을 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실시할 예정이며, 전체적인 차폐 탐사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추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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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 폐기물 유형, 량 및 처리/저장 방법

M8 핫셀에서 수행되는 차세대관리공정의 실제 실증시험은 1년간 수행되며, 

실증시험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의 현황 및 처리/저장 방법은 표 

3-5(제출답변서 표 12-①)와 같다.

표 3-5. 실증시험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현황 및 처리방법

폐기물 유형 발생량
방사능량

(Ci)
처리 및 저장방법 비고

폐용융염

(LiCl 고화체)

150 kg

(75ℓ)
18,330 

∙M8 핫셀 내 storage vault

에 임시저장

∙장기적으로 Monolith에 저

장하는 방안 검토중임

∙현재 중장기연구로 수행중

인 염폐기물 처리기술의 

실증에 활용 예정

Zircaloy Hulls
15 kg

(15ℓ)
30 Monolith에 저장

폐가스 흡착제

(Silver Zeolite)

35 kg

(40ℓ)
2.3x10

-4 Monolith에 저장

Filter 폐기물
10 kg

(150ℓ)
- Monolith에 저장

작업폐기물
150 kg 

(200ℓ)
- Monolith에 저장

3) 격리실 상세도면 및 핫셀 오염 확산 방지

가) 격리실 상세도면

ACP-NHC-10-101, “Hot Cell Arrangement - Plan” 참조

나) M8a 핫셀의 출입문의 개방 시의 오염의 확산방지는 환기계통의 배기량 

조절을 통해 출입문에서의 면속도를 0.5m/sec를 유지함으로서 이루어진

다. [ACP-MMG-05-102, “설계계산서-환기설비계통”(제출답변서 첨부 

11-4) 참조] 그리고 M8a 핫셀의 출입문에 설치된 격리실은 핫셀 출입

문의 개방 시 물리적 방호개념의 Barrier로서 기존시설에는 없으나 추가

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따라서 격리실내의 부압조건은 방사선구역구분

상 8000 구역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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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핫셀의 환기

가) 본 시설의 핫셀 배기덕트에는 기존의 조사재시험시설 주 배기덕트에 설

치되어 있는 Duct Monitor와 동일한 사양의 배기감시기를 설치한다. 이 

배기감시기는 On-line Type으로서 γ-Scintilation 계측기를 사용하여 배

기중의 감마선 준위의 변동을 감시하며 배기를 통한 비정상적인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감지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나) 아래 설계자료 참조

① ACP-MMG-05-102, “설계계산서-환기설비계통”(제출답변서 첨부 

11-4) 참조

② ACP-MVA-25-101, “P&I Diagram for HVAC System of IMEF 

Building”

③ ACP-MVA-75-101, “Technical Specification - Filtration Unit”(제출

답변서 첨부 11-5) 참조

다) M8a 및 M8b셀의 배기 풍량은 기존 Future Cell(9104)에 할당된 풍량과 

동일한 범위에서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 음. 또한 설치완료 후 필요

시 관련배기 계통에 대한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을 

통해 기존 핫셀의 배기풍량 및 부압에 변동이 없도록 할 것이며 상세한 

사항은 ACP-MMG-05-102, “설계계산서-환기설비계통”를 참조 바람.

5) M8 핫셀에 사용될 방사성핵종과 핵종별 방사능량

M8 핫셀에서 사용될 방사선원은 가압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로서 사용량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후핵연료 취급량 : 20 ㎏-HM/Batch

② U-235 농축도 : 3.5 wt%

③ 연소도 : 43,000 MWD/MTU

④ 냉각기간 : 10 년

M8 핫셀 내에서는 연간 최대 5 Batch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며, 따라서 연간 

100 ㎏의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한다. 100 ㎏의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종별 방사능량

은 ORIGEN-2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다음 표 3-6(제출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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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5-①)과 같다.

표 3-6.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원 (1/3)

Nuclides

Activities (Ci) in Spent Fuel 100㎏-U

Activation

Product

Actinides +

Daughters

Fission

Production
Total

H-3 1.623E+01   4.136E+01   5.759E+01   
C-14 7.545E-02   7.545E-02   
P-32 3.482E-09   3.482E-09   
S-35 1.319E-12   1.319E-12   
Cl-36 1.502E-03   1.502E-03   
Ar-37 2.944E-33   2.944E-33   
Ar-39 7.724E-06   7.724E-06   
Ca-41 2.421E-05   2.421E-05   
Ca-45 1.193E-08   1.193E-08   
Sc-46 5.608E-16   5.608E-16   
Cr-51 6.606E-40   6.606E-40   
Mn-54 4.773E-05   4.773E-05   
Fe-55 9.207E-02   9.207E-02   
Fe-59 4.204E-26   4.204E-26   
Co-58 6.285E-16   6.285E-16   
Co-60 5.587E+00   5.587E+00   
Ni-59 1.250E-03   1.250E-03   
Ni-63 2.022E-01   2.022E-01   
Zn-65 5.453E-04   5.453E-04   
Se-79 5.282E-02   5.282E-02   
Kr-85 6.212E+02   6.212E+02   
Sr-89 1.720E-17   1.720E-17   
Sr-90 7.274E+03   7.274E+03   
Y-90 7.276E+03   7.276E+03   
Y-91 2.189E-14   2.189E-14   
Zr-93 2.317E-01   2.317E-01   
Zr-95 1.317E-12   1.317E-12   
Nb-93M 9.849E-02   9.849E-02   
Nb-95 2.923E-12   2.923E-12   
Nb-95M 9.768E-15   9.768E-15   
Mo-93 8.200E-05   8.200E-05   
Tc-99 1.912E-05   1.668E+00   1.668E+00   
Rh-103M 2.061E-23   2.061E-23   
Ru-103 2.286E-23   2.286E-23   
Ru-106 7.820E+01   7.820E+01   
Rh-106 7.820E+01   7.820E+01   
Pd-107 1.591E-02   1.591E-02   
Ag-108 1.355E-04   1.355E-04   
Ag-108M 1.522E-03   1.522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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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원 (2/3)

Nuclides

Activities (Ci) in Spent Fuel 100㎏-U

Activation

Product

Actinides +

Daughters

Fission

Production
Total

Ag-109M 6.469E-04   9.017E-07   6.478E-04   
Ag-110 9.973E-08   3.875E-04   3.876E-04   
Ag-110M 7.498E-06   2.913E-02   2.914E-02   
Cd-109 6.469E-04   6.469E-04   
Cd-113M 5.007E+00   5.007E+00   
Cd-115M 8.953E-25   5.919E-23   6.009E-23   
In-113M 3.543E-11   3.543E-11   
In-114 1.342E-22   1.342E-22   
In-114M 1.402E-22   1.402E-22   
In-115M 4.160E-27   4.160E-27   
Sn-113 3.541E-11   3.541E-11   
Sn-119M 2.765E-05   1.030E-03   1.058E-03   
Sn-121M 7.029E-05   7.029E-05   
Sn-123 1.526E-10   1.480E-06   1.480E-06   
Te-125M 4.533E-03   3.731E+01   3.731E+01   
Te-127 1.618E-07   1.618E-07   
Te-127M 1.652E-07   1.652E-07   
Te-129 8.295E-26   8.295E-26   
Te-129M 1.274E-29   1.274E-29   
Sb-124 1.434E-16   1.434E-16   
Sb-125 1.858E-02   1.529E+02   1.529E+02   
Sb-126 1.432E-02   1.432E-02   
Sb-126M 1.023E-01   1.023E-01   
Sn-126 1.023E-01   1.023E-01   
I-129 4.103E-03   4.103E-03   
Cs-134 9.220E+02   9.220E+02   
Cs-135 4.061E-02   4.061E-02   
Cs-137 1.081E+04   1.081E+04   
Ba-137M 1.022E+04   1.022E+04   
Ce-141 3.229E-29   3.229E-29   
Ce-144 1.895E+01   1.895E+01   
Pr-144 1.895E+01   1.895E+01   
Pr-144M 2.275E-01   2.275E-01   
Pm-147 9.574E+02   9.574E+02   
Pm-148 3.644E-25   3.644E-25   
Pm-148M 6.470E-24   6.470E-24   
Sm-151 4.060E+01   4.060E+01   
Eu-154 2.322E-03   6.769E+02   6.769E+02   
Eu-155 7.373E-04   2.361E+02   2.361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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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원 (3/3)

Nuclides

Activities (Ci) in Spent Fuel 100㎏-U

Activation

Product

Actinides +

Daughters

Fission

Production
Total

Gd-153 5.353E-06   5.353E-06   
Tb-160 1.732E-15   1.249E-13   1.266E-13   
Ho-166M 5.248E-04   5.248E-04   
W-181 3.914E-11   3.914E-11   
W-185 3.302E-15   3.302E-15   
W-188 1.625E-17   1.625E-17   
Re-188 1.642E-17   1.642E-17   
Po-210 7.512E-11   7.512E-11   
Th-230 1.111E-05   1.111E-05   
Th-234 3.140E-02   3.140E-02   
Pa-233 4.928E-02   4.928E-02   
Pa-234M 3.140E-02   3.140E-02   
U-234 1.039E-01   1.039E-01   
U-236 2.988E-02   2.988E-02   
U-237 2.202E-01   2.202E-01   
U-238 3.140E-02   3.140E-02   
Np-237 4.928E-02   4.928E-02   
Np-238 7.414E-03   7.414E-03   
Np-239 3.700E+00   3.700E+00   
Np-240M 1.429E-07   1.429E-07   
Pu-238 4.382E+02   4.382E+02   
Pu-239 3.535E+01   3.535E+01   
Pu-240 6.198E+01   6.198E+01   
Pu-241 8.975E+03   8.975E+03   
Pu-242 2.705E-01   2.705E-01   
Pu-243 6.415E-08   6.415E-08   
Am-241 1.954E+02   1.954E+02   
Am-242M 1.483E+00   1.483E+00   
Am-242 1.475E+00   1.475E+00   
Am-243 3.700E+00   3.700E+00   
Cm-242 1.222E+00   1.222E+00   
Cm-243 2.937E+00   2.937E+00   
Cm-244 4.383E+02   4.383E+02   
Cm-245 5.717E-02   5.717E-02   
Cm-246 1.718E-02   1.718E-02   
Total 2.22E+01   1.02E+04   3.95+04 4.96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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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유선원 평가

가) 부유선원 평가를 위한 가정들의 근거

① 탈피복(Slitting) 공정 및 분말화(Vol-oxidation) 시험공정

탈피복공정에서는 펠릿과 피복재 사이에 존재하는 일부의 핵분열가스가 

방출될 수 있으나 이미 핵연료봉의 절단이 조사후시험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대부분이 누출되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핵분열 가스는 후속공정인 분

말화 시험공정에서 모두 누출된다고 가정하 으므로 환경 향평가의 보수성에 아

무런 향을 끼치지 않는다. 분말화 시험공정은 500℃의 공기분위기 하에서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우라늄 형태의 분말로 전환시키는 공정이다. 본 분말화 

시험공정에서는 반응온도를 500℃ 이하로 제어하므로 Kr, Xe, I, H와 같은 방사성

가스를 제외한  핵종은 방출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배기체는 상

온으로 유지되는 배기체 처리 column(Silver Zeolite 충진)을 거치게 되므로 상당

량의 Iodine은 포집되지만 보수적으로 분말화 공정에서는 방사성가스 전량이 방출

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② 금속전환(Metalization) 시험공정

금속전환공정은 650℃ 이하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전기화학적 환

원반응에 의해 우라늄 산화물을 우라늄 금속으로 전환하는 공정이다. 본 공정의 

운전온도(650℃)의 설정은 휘발성핵종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온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주요 핵종의 화학적 특성 및 상기 해외의 건식재처리 공정의 방

사선누출 특성자료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 다. 또한 발생된 휘발성핵종의 제거를 

위해 공정시험장치에 Cold Trap이 설치되어 1차 trapping 되며, 이후에도 상온으

로 유지되는 배기체 처리 column을 거치게 되므로 휘발성 핵종이 배출되지는 않

는다. 그러나 금속전환 공정에서는 보수적으로 Ru, Tc, Mo, Se, Rb, Te와 같은 

휘발성핵종만이 1% 방출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③ 주조(Smelting & Casting) 시험공정

주조공정은 금속전환공정에서 제조된 금속전환체를 고온에서 용해하고, 

제조된 금속용탕을 저장하기 용이한 형태로 성형, 주조하는 시험공정으로서 운전

온도는 1,200∼1,300℃  정도이다. 이정도의 운전온도에서는 Ru, Tc, Mo, Se, Rb, 

Te와 같은 휘발성핵종의 상당한 양이 방출하고 Cs, Cd, Sb, C와 같은 준휘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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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이 일부 방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시험장치에도 Cold Trap이 설치

되어 휘발성핵종들이 1차 trapping 되며, 이후에도 상온으로 유지되는 배기체 처

리 column을 거치게 되므로 휘발성 핵종이 배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높은 온도

조건에서 시험이 수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 공정에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금속전환체에 잔류하는 휘발성핵종 및 준휘발성핵종이 전량 방출하는 것으로 가

정하 다.

④ 폐용융염 처리시험공정

폐용융염 처리공정은 일정모양의 Cylindrical 또는 Bead 모양의 고화체

를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 분위기에서 상온으로 냉각하여 성형하는 시험공정으로

서 공정운전온도가 초기 650℃에서 상온으로 제한되므로 핵분열 가스를 제외한 

모든 핵종은 잔류한다. 핵분열 가스는 이미 분말화 시험공정에서 100 %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하 으므로 폐용융염 처리공정에서는 방사성핵종의 방출은 없는 것으

로 가정하 다.

나) 부유선원 평가에 사용된 전산프로그램, 주요입력자료, 평가결과

① 전산프로그램

•XOQDOQ : 대기확산인자의 계산을 위해  XOQDOQ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본 평가에서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한국

원자력연구소 부지에 위치한 기상관측탑에서 측정한 연간 

기상자료의 통계치 및 방사성물질의 방출특성자료를 사용

하여 XOQDOQ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한 

KAERI/CR-149/2002, “대덕 원자력관련시설의 운 중 방

사선 환경 향평가(2002년보)” 자료를 이용하 다.)

•GASDOS : 주민 피폭선량의 계산을 위해서 US REGULATORY 

GUIDE1.109의 모델을 기준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전

산화한 GASDOS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② 주요입력자료

본 평가에 사용된 방사선원자료는 제출된 자료와 같으며 기타 입력 자

료는 KAERI/CR-149/2002, “대덕 원자력관련시설의 운  중 방사선 환경 향평가



- 57 -

(2002년보)”에 기술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 다.

③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의 <표 11.4-16-1> 및 <표 

11.4-16-2>에 나타나 있다.

7) 작업종사자의 작업시간 추정 근거

일반적으로 방사선 준위별 방사선작업구역의 구분은 표 3-7과 같이 3가지 

구역으로 구분되며 그에 대한 정의와 방사선 기준치를 함께 나타내었다.  그러나 

조사재시험시설의 방사선 구역에서는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해 각 구역

별로 표 3-7(제출답변서 표 17-①)보다 훨씬 보수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

으며(기존 안전성분석보고서 표 11.4-15 참조) 같은 시설 내에 건설되는 본 시설

도 역시 이 기준을 준수한다(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표 11.4-15-1 참조).

표 3-7. 방사선 작업 구역

구역
방사선준위

(μSv/hr)
위 치 설명

7000 ≤ 250
전면 운전구역

좌측의 Air lock 구역
정상 운전 구역

8000 ＜ 500 뒷면 유지․보수 구역

정상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이 허용

9000 ≥ 500 핫셀 내부
핫셀 내부로서 운전 

중에는 출입할 수 없음

표 11.4-15-1에서는 본 시설의 운 과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및 폐기물의 반

입 및 반출’, ‘공정설비 운전’, 그리고 ‘제염 및 보수’ 과정으로 더욱 세분하여 각 

작업에 해당하는 소요작업시간과 소요인원을 정하 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및 폐기물의 반입 및 반출‘ 작업은 사용후핵연료가 내장된 

Padirac Cask를 조사재시험시설의 1층의 바닥에 위치한 Hatch를 통해 핫셀 뒷면

의 유지보수구역으로 옮기고 다시 이 Cask는 작업구역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Rail System을 이용하여 핫셀의 Rear Door에 설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모든 

과정이 핫셀의 후면부, 즉, 8000 구역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작업에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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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총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보수적 가정을 위해 5배인 10시

간을 기준으로 선정하 고 연간 총 5배치의 실험을 계획 중이므로 연간 총 소요

작업시간은 50시간이 된다.

‘공정설비 운전’ 작업은 핫셀을 정상운전하는 과정을 일컬으며 모든 작업이 핫

셀의 전면부, 즉, 7000 구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한 배치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

은 총 30시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수적 마진을 위해 10시간을 추가하면 배치 

당 40시간을 고려하게 되고 연간 5 Batch 실험에 따른 총 ‘공정설비 운전’ 시간은 

200시간이 된다. 

‘제염 및 보수’ 작업은 전 구역에서 이루어지며 기존의 여러 핫셀을 운 하고 

있는 조사재의 경우에 비해 본 공정은 한 핫셀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비례하는 

수치를 설정하 다.

8) 방사선 감시계통

가) 추가되는 방사선측정기 주요 사양은 표 3-8(제출답변서 표 18-①)의 내

용과 같다.

표 3-8. 방사선측정기의 주요 사양

방사선감시기 종류 수량 형식 계측기 종류

Area Monitor 2 Sets 공간선량율 GM(γ)

Room Air Monitor 2 Sets
Off-line 

(입자)

Proportional

Counter

Hot Cell 

Door Monitor
2 Sets 공간선량율 Ion Chamber(γ)

Duct Monitor 1 Set 공간선량율 γ-Scintilation

나) 측정기의 측정범위, 선원 및 채널점검 계획

측정기의 주요 사양은 위의 표 3-8과 같으며 측정범위, 선원 및 채널점

검 계획은 공급자 확정 후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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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감시기 및 공기오염감시기는 핫셀의 운전구역 및 작업구역에 각각 

1개씩 설치하 으며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설치개념 및 운

전경험에 비추어 본 시설의 운전으로 인한 방사선감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

음.

라) 하나로 건물은 다목적연구용원자로건물,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시설, 조사

재시험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건물의 방사선감시는 최초에 두 개의 방사선감

시계통으로 통합 관리되어 왔으나 현재는 다목적연구용원자로건물은 독자적인 감

시계통을 운 하고, 나머지 두 건물은 연구소내의 보건물리실에 의해 감시 운 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시설과 조사재시험시설의 방사선 감시

장비 운 능력은 포화상태에 있으므로 본 시설의 건설에 따른 추가적인 감시능력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본 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방사선감시계통을 설계 중에 

있고 이를 운 할 Monitoring Software와 Hardware장비 역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Monitoring 장비들은 작업현장인 핫셀 주변뿐 아니라 주제어실(보건물

리실)로도 데이터가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마) 방사선측정 장비들의 주요 특징은 공급자가 확정된 후에 제출하겠으며 

‘라’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장비들은 주제어실로 on line 연결할 계획에 있

다.

바) 핫셀의 전면부에 출입구를 향한 방향으로 작업자 출입모니터 감시기 설

치와 후면부 Isolation Room에서 M8a Cell의 Rear Door 출입을 감시할 모니터, 

M8b Cell의 Rear Door 출입을 감시할 모니터를 설치 계획 중에 있으며 이 역시 

주제어실과 on line 연결할 예정임.

9) 기타

가) 핫셀 내 선량이 250 mrem/hr 미만일 경우에만 Rear Door를 열 수 있도

록, Hot Cell Door Monitor와 Rear Door가 연동되어 있으며 Rear Door 개폐 시 

보건물리실의 RMS Panel에 신호 감지됨.

나) 시설의 출입관리 절차는 조사재시험시설의 시설을 같이 사용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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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방사능오염검사 및 오염세척실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 다만 지하의 출입구 

앞에 이미 확보된 갱의실을 추가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다) 모든 출입은 기존의 출입관리 절차와 동일하게 시행하며 기존의 출입구

만을 이용하며 신설되는 출입구는 없다.

라) 고방사선장의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게되는 경우는 핫셀내로 들

어가는 경우가 해당되며 이때의 출입 기준은 핫셀의 Rear Door 개폐판단 선량기

준인 250 mrem/hr를 기준으로 한다.

마) 핫셀 내부의 모든 표면에는 Stainless Steel Liner(두께 3mm)

* Incell Liner 도면 참조.

① ACP-NHC-12-101, “In-Cell Liner - Plan & Section A”

② ACP-NHC-12-102, “In-Cell Liner - Section B”

③ ACP-NHC-12-103, “In-Cell Liner - Section C, D, E, F”

④ ACP-NHC-12-104, “In-Cell Liner - Roof Details”

4. 계통평가 분야

[질의 내용]

1) 화재발생시 핫셀 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할론 소화설비로 즉시 진화할 

수 있다고 하 으나, 할론 소화설비는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동작하도

록 되어 있는데 핫셀의 특성상 화재감지기의 주기적인 점검이 불가능하므

로 화재진압기능의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제

시하시오.

2) 1, 2차여과기가 모두 가연성물질로 되어 있어서 화재시 1차여과기에 이어

서 2차여과기도 연소되어 화재의 확산 및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는데 여과기의 재질 및 배치도, 화재의 확산 및 방사성물질의 

누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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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 중에 압축공기가 전원상실 등으로 갑자기 중단될 경우의 대책을 제시

하시오.

[답변 내용]

1) 화재감지기 주기적 점검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 내부 감지기 성능시험은 년1회 방사능 제염작업 시 

수행하고, 장기간 점검이 어려운 감지기는 제염작업 시 주기적인 교체를 하고 기

능시험을 한다. (※ 조사재시험시설 운전절차서 OP-05-F01의 6.5.6항(제출답변서 

첨부 20-1) 참조)

2) 화재 시 배기 여과기의 건전성

가) 셀 내 1차 여과기는 아래와 같이 비가연성 물질로 되어있음.

① Pre Filter Material : Stainless Steel Mesh

② Hepa Filter Material : Fiber Glass (난연성 재질임)

나) 기존 덕트계통에 Fire Damper가 설치되어 화재 시 FD가 닫혀 계통을 

격리시키도록 되어있음.

다) 첨부 환기계통 설계자료 참조.

① ACP-MVA-25-101, “P & I Diagram - HVAC System of IMEF 

Building”

② ACP-MVA-10-102, “Ventilation Duct Plan for Hot Cell”

③ ACP-MVA-75-101, “Technical Specification - Filtration Unit”

3) 전원 상실로 압축공기 중단 경우 대책

본 공정은 시험장치로서 모든 장치가 동시에 운전되지 않고 Unit Step 별

로 운전되며, 공정시험장치에서 사용되는 압축공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 가지는 공정시험을 위하여 반응기 내부로 공급되는 것으로 이는 

Vol-oxidation 시험장치로만 공급되며, 공급유량은 10 Nℓ/min으로 소량이다. 본 

시험장치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시험장치로서 압축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

우 시험을 중단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공급이 재개되면 다시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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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전을 수행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시험장치에 사용되는 압력제어발브(PCV)와 유량제어발브(FCV) 조

작을 위해 공급되는 압축공기로서 이 경우 장치 특성에 따라 압축공기 중단시 발

브가 열려 있어야 안전한 경우(폐가스 배기 압력제어발브) failure시 open type을 

선정하여 시험장치에 설치되며, 압축공기 중단시 발브가 닫혀 있어야 안전한 경우

(공급 가스압력 및 유량 제어발브)는 failure시 close type을 선정하여 시험장치에 

설치된다. 

또한 핫셀 운전구역 압축공기 공급 line에 공급되는 압축공기의 완충기능을 갖

는 소규모 압축공기 surge tank[45(지름) x 80(길이) cm, 용적 : 120ℓ]가 설치되

어 압축공기의 Main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0분간 

정도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5. 기타 분야

[질의 내용]

1) 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보완 필요성

가) 조사재시험시설 보완과 관련, 계측제어장치 및 전력공급계통에 대하여 안

전성 관련여부를 평가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나) Smelting 공정에 따른 용융물의 누출 가능성과 그 방지대책에 관해 제시

하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운 기술지침서 등

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끝.

[답변 내용]

1) 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보완 필요성

가) 본 시설은 아래의 표 3-9(제출답변서 표 23-①)의 등급분류표에서 알 수 

있듯이 차폐구조물을 제외하고는 안전성관련기기는 없으므로 기존 조사재시험시

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변경서류에도 계측제어장치 및 전력공급계

통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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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본 실험시설의 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 다.

표 3-9. 주요 기기의 등급분류표

주요 기기 및 계통 안전등급 내진등급 품질등급

1. Hot cell structure SC -3 I Q

2. Hot cell liner NA Non S

3. Radiation shielding window NNS I T

4. Manipulator NA Non T

5. Rear door NNS Non(SIR) T

6. In-cell crane NA Non T

7. Inter-cell door NA Non S

8. Padirac adapter NA Non T

9. Fire protection system NA Non S

10. Process equipments NA Non S

11. Electrical system NA Non S

12. Ar supply & purification system NA Non S

13. Outlet Filter NA Non S

14. Inlet Filter NA Non S

① 계측 및 제어계통

- 셀 내의 모든 기기들은 셀 외부에서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 셀 내 계측제어설비는 작업자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하며, 원격조정기 및 

셀 내 크레인을 이용한 제거 및 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 In-cell sensors는 In-place calibration이 가능해야 한다.

- 제어반

∙ 20%의 spare capacity를 가져야한다 (rack space, terminals).

∙ 서비스 구역에 설치되어야 하며 작업자의 조작이 용이하여야 한다.

∙ 작업자의 오작동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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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t-in test facilities가 공급되어야 한다.

∙ 판 두께는 3.2mm 이상이어야 한다.

∙ 내부에 조명이 공급되어야 하고, 도어와 interlock 되어야 한다.

∙ 필요시, 배기장치가 공급되어야 한다.

- 셀 내에서 Pneumatic Valve의 사용은 배제하고 필요시 보수가 용이한 

MOV 또는 SOV를 사용한다.

2) 전력공급계통

① 적용규격 및 표준 

전기 계통의 설계기준은 기존 조사재시험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주

요 적용 규격은 다음과 같다. 

∙ IEEE 141 Recommended Practice for Electric Power Distribution for 

Industrial Plant 

∙ IEEE 242 Protection and Coordina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s

∙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

∙ 한국공업규격 (KS)

KSC 2606 산화동, 니켈저항선 

KSC 2618 압축단자

KSC 2620 동선용 압축단자

KSC 3004 고무,  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범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IEC 947-5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Part 5 : Control Circuit Devices and
         Switching Elements

IEC 947-6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Part 6 : Multiple Function Switching
        Devices

IEC 947-7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Part 7 : Ancillary Equipment 

∙ ANSI C57.13 Requirement for Instrument Transformers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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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A AB-1 Molded Case Circuit Breakers and Molded 
Case Switches

NEMA ICS-1 General Standard for Industrial Control and 
Systems

NEMA ST-20 Dry-Type Transformer for General 
Applications

NEMA WC 7 Cross-Linked hermosetting-Polyethylene  
Insulated Wire and Cable for the 
Transmission and Destribution of electrical 
energy (ICEA S-66-524)

NEMA WC 57 Standard for Control Cable

∙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SSPC)

SSPC SP-6 Commercial Blast Cleaning
SSPC PA-2 Measurement of Dry Paint Thickness with 

MagneticGauges 
SSPC VIS-1 Pictorial Surface Preparation Standard for 

Painting  Steel Structures 

② 계통의 구성

본 실험시설의 전력은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의 전력 계통으로부터 공급된

다.  조사재시험시설의 전력 계통은 연구소 주변전소로부터 6.6kV 2회선을 수전

하는 하나로 전기실의 Class 4급 고압반(6.6kV Switchgear)에서 감압 변압기

(6.6kV/460V)에 의한 전원 1회선과 CLASS 3급 460V Emergency 배전반으로부

터 1회선을 공급받는 전력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시설에 대한 전력 공

급은 조사재시험시설용 460V Load Center Spare Feeder에 기존 설비와 호환 가

능한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전원으로 하는 계통으로 구성한다.

나) Smelting 공정 용융물 누출 대책

① Smelting 시험장치에서 취급하게 되는 용융물의 부피는 1.1ℓ이며, 용기

구조는 아래 그림 3-16(제출답변서 그림 23-①)에서와 같이 내부 용융물이 직접 

담기는 마그네시아 도가니[14(지름)x30(길이)cm, 용적 4.5ℓ]와 그 외부에 

Graphite 도가니[19(지름)x40(길이)cm, 용적 11ℓ]가 설치되고, 이들 도가니들은 

다시 완전 폐되는 Stainless steel(SUS 304L) 용기[30(지름)x45(길이)cm, 용적 

31ℓ]로 외부와 격리되는 3중 barrier구조를 갖도록 시험장치가 설계된다. 시험장

치의 온도는 장치 내부와 외부 heater의 온도를 연계하여 이중으로 제어되고, 기

준온도(내부온도 1400 ℃)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며, 장치 내부는 

Ar을 공급하여 inert 분위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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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Smelting 시험장치에서의 취급용융물의 양

이 적으며, 용융물이 1차 용기에서 누출되더라도 2차, 3차 외부용기에 의해 누출

이 차단되고, 온도가 제어되도록 설계되므로 시설 운 측면에서의 별도의 대응조

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운 기술지침서를 

보완할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그림  3-16.  Smelter의 구조도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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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KINS 2차 질의 및 답변

KINS로부터 2차 질의서를 2003년 12월 15일(공문: 규이 0312-839, 

2003.12.09.,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보완 관련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질의’)에 접

수하 으며, 2차 보완 질의서를 추가로 12월 18일(공문: 규이 0323-860, 

2003.12.12., ‘하나로 건설․운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보완’)에 접수하 다. 

질의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와 관련한 보충서류 및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

는 사항으로서 기계설비 분야 2건, 방사선평가 분야 9건 등 총 11건이었으며, 이

에 대한 답변서를 2003년 12월 26일(공문: 핵주재 712- 3436, ‘하나로 조사재시험

시설 보완 관련 변경신청에 대한 2차 심사질의 답변서 제출’)에 제출하 다. 

본 절에서는 KINS의 2차 질의 내용 및 답변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기술

하 다.

1. 기계설비 분야

[질의 내용]

1) Radiation Shielding Window의 Technical Specification 내용 중 언급된 

App. D-1 에 Surveillance 및 Documentation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고 하

으나 이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음. 따라서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본 문서의 APP. D-1을 제출하시오.

2) Radiation Shielding Window에 대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시오

① Atomic Energy Standard Specification AESS(R)44/70000/6, 

"Shielding Glass"

② Federal Specs., DD-G-451D 및 QQ-C-40, UBC Section 2312.

3) 알파-감마셀(M8)의 부압조건을 용도 및 방사선원에 따라 기존 베타-감마

셀과 알파-감마셀(M6)의 중간조건인 -27 ∼ -37 mmAq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종전에 제출된 변경신청서상의 부압조건(-27 ∼ -30 

mmAq)과 답변내용상의 부압조건(-27 ∼ -37 mmAq)이 서로 일치하지 않

는다. 따라서 후자의 부압조건을  반 한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

(안)을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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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1) Radiation Shielding Window의 Technical Specification의 App. D-1 제출

APP. D-1 Document(Document No.: ACP-GGE-75-001 ‘GENERAL 

REQUIREMENT FOR SURVEILLANCE AND DOCUMENTATION FOR 

SELLER‘)를 제출합니다.(제출답변서 첨부 1-1)

2) Radiation Shielding Window 관련 추가 자료 제출 [본 보고서의 부록 3-2 

참조]

① Atomic Energy Standard Specification AESS(R)44/70000/6, "Shielding 

Glass" Document를 제출합니다. [부록 3-2(제출답변서 첨부 2-1) 참조]

② Federal Specs., DD-G-451D 및 QQ-C-40, UBC Section 2312.

- Federal DD-G-451D는 1990년부터 ASTM C1036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Radiation Shielding Window Technical Specification에 언급된 

Federal Specifications DD-G-451D은 ASTM C1036으로 수정하 으며, 

ASTM C1036 Document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부록 3-3(제출답변서 

첨부 2-2) 참조]

- Federal Specs., QQ-C-40 Document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부록 

3-4(제출답변서 첨부 2-3) 참조]

- UBC Section 2312 Document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부록 3-5(제출답

변서 첨부 2-4) 참조] 

3) 수정된 부압조건을 반 한 안전석분석보고서 개정(안) 제출

기 제출된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6/9)’ 중 Page 11-86, 11.4.4.2.2-1의 

내용을 심사질의 내용을 반 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 부분(밑

줄친 내용)을 개정하겠습니다.

[11.4.4.2.2-1 알파-감마셀(M8)의 환기]

M8 핫셀은 서비스구역에 설치된 인입여과기(MOD + HEPA 필터)를 

거쳐 서비스구역의 공기가 핫셀 내로 유입되며 유입된 공기는 핫셀 내를 환기시

킨 후 핫셀 내의 1차 여과기(MOD + HEPA)를 거쳐 핫셀 밖으로 배출된다. 배출

된 공기는 기존에 설치된 주 덕트로 모아진 후 2차 여과기(HEPA + 활성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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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 필터)를 거쳐 DUP FAN을 통하여 굴뚝으로 배출된다. DUP FAN은 조사

재시험시설의 핫셀 배기계통에서 사용하는 DUP FAN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핫셀의 환기계통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핫셀 내부 운전조건

    - 온도 : 25 ∼ 35 ℃

    - 압력 : -27 ∼ -37 ㎜Aq

(2) 핫셀 내부는 항상 외부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하여 내부의 방사성물질

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M8 핫셀의 환기계통의 계통도는 그림 11.4-9에 나타나 있다.

2. 방사선 평가 분야

이 질의는 2차 질의에 대한 보완 질의서 형태로 접수하 다.

[질의 내용]

1) 변경안 6(p11-72, 11.4.3.4 핫셀)

M8 핫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저장용기들을 제시하고, 폐용융염 폐기물 

등을 모노리스에 장기저장 시 저장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시오.

2) 변경안 7(p11-101, 11.4.5.1.2 외부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에서 누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하여 주변주민이 받는 

연간 방사성피폭량의 제한치가 과기부고시 제20023-23호 16조 1항으로 수

정되었다. 따라서 운  중 이를 만족하기 위한 경고 및 경보설정치가 수정

되어야 하는바, 관련 자료를 제시하시오.

3) 변경안 8(p 11-111 11.4.6.2.2)

가) 부유선원 평가를 위한 가정 중 탈피복공정 및 분말화 시험공정의 운전

온도가 500℃ 초과방지를 위한 설계특성을 제시하시오.

나) 부유선원 평가를 위한 가정 중 금속전환공정이 650 ℃ 이하에서 운전

되므로 Ru, Tc 등 휘발성 핵종의 1 %가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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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공정의 650 ℃ 초과방지를 위한 설계특성을 제시하시오.

- Ru, Tc 등 휘발성 핵종의 1 % 방출의 보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공

정시험장치의 cold trap과 배기체 처리칼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

고 휘발성핵종에 대한 제거효율 자료를 제시하시오. 

다) 폐용융염 처리시험공정은 초기 650 ℃에 달하나, 당 공정에서 방사성

핵종의 방출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를 입증하시오. 

라)  각 공정별 공정도를 제시하시오(cold trap, 배기체 처리칼럼 포함). 

4) 변경안 8(p 11-119 11.4.6.6 주민피폭선량평가)

가) 주민피폭선량평가 시 여과기 효율을 HEPA 99.97%, 활성탄 99.75%로 

가정하 다. 조사재시험시설  운 기간 중 여과기군의 성능을 기록을 

조사비교하여 동 여과기 효율을 만족할 수 있음을 입증하시오.

나) 주민피폭선량평가의 보수성을 위하여 2002년 환경년보의 대기확산인자

가 일정기간 중(과거 3-5년간) 타 년도에 비해 보수적임을 입증하시

오. 

다)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이 추가되어도 대덕 원자력시설 부지내

의 다수호기 운 으로 인한 향을 만족할 수 있음을 입증하시오.

5) 차폐체의 도

가) 차폐성능 계산시 가정한 공기의 원소 및 도 자료를 사용하게 된 이

유?

나) 차폐성능 계산시 코드작업에 사용된 중량콘크리트 원소 및 도의 근

거?

다) 모든 케이스의 차폐계산에는 콘크리트의 Buildup Factor를 사용하

다고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Buildup Factor를 도출시 사용한 Method

는(가령 Taylor, GP 등)

라) 추후 제출할 차폐탐사시험의 방법 및 예정은?

6) 변경안 p 11-86 11.4.4.2.2-1 알파-감마셀(M8)의 환기

기존의 설치된 주 덕트로 이동하는 중간단계의 이동 라인에서의 입자, 옥

소 등의 방사성 배출물에 대한 감시채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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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채널의 운 방안 및 설치위치의 도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오. 

7)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작업종사자의 연간 작업시간과 집적선량과 관련

하여 

가) 방사선구역별(7,000, 8,000, 9,000)에서 방사선준위도의 경우 각각 250, 

500, 500 μSv/h 이상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선량평가

에서는 방사선준위도를 3.125 125, 500 μSv/h로 사용한 이유는?

나) 제염 및 보수작업은 전 구역에서 이루어지면 기존의 여러 핫셀을 운

하고 있는 조사재의 경우에 비해 본 공정은 한 핫셀에서 이루어지므

로 이에 비례하는 수치를 설정한 결과가 작업시간 값이 260시간으로 

설정되게 된 이유?

8)  방사선감시계통 구성도

가) 설치 예정인 지역방사선 감시기 및 모니터 감시기 설치위치의 도면과 

설치예정위치의 방사선모니터링 및 출입관리 등의 측면에서 위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오.

나) 방사선안전관리 과정에서 방사선감시기의 선원 및 채널 점검 계획을 

제출하시오(공급자와 관계가  없음)

다) 향후 제출할 예정인 방사선감시기 주요 사양 제출 계획 예정은?

9) 기타

가) Hot cell 내 출입관리를 250 mrem/h의 선량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 이 선량값을 기준값으로 설정한 이유는? 

[답변 내용]

1) 폐기물 저장용기 및 폐용융염 모노리스 장기저장 안전성 자료

- M8 핫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Zircaloy Hull, Filter 폐기물, 폐가스흡

착제, 작업폐기물 등은 기존 핫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과 같은 유형의 것들로

서, 현재 Monolith 운반 용기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내경 395 mm, 

높이 403 mm (내용적 50 liter)의 원통형 용기를 이용하여, Monolith로 운반 저장

할 예정입니다.

- M8 핫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는 공정 생산물인 금속전환체와 

공정폐기물인 폐용융염의 저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M8 핫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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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Storage Vault[설계자료 ACP-NHC-12-421/422 'STORAGE TYPE "A", "B"

(제출답변서 첨부 1-1) 참조]를 설치하여 별도의 차폐 공간 내에 공정시험에서 발

생하는 금속전환체와 폐용융염 전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 으며, Storage Vault

의 열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입증하 습니다.

[Storage Vault 열해석 결과] (제출답변서 첨부 1-2)

① 열해석 모델 

핫셀의 하부에는 폐용융염 및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체를 저장하기 위하

여 2개의 storage vault가 설치되며, storage vault에 대한 열전달해석을 수행하

다. 1개의 storage vault에는 총 6개의 저장랙이 설치되며, 그중 5개의 랙에는 폐

용융염이 저장되고 나머지 1개의 랙에는 금속전환체가 저장된다. 그림 3-17(제출

답변서 Fig. 1)은 Storage vault의 열전달해석 모델을 나타낸다. 5개의 저장랙에는 

직경 150 mm, 길이 202 mm의 폐용융염이 각각 2개씩 장전되며, 총 10개의 폐용

염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은 34.0 W로 고려하 다. 또한, 1개의 랙에는 직경 150 

mm, 길이 63 mm의 금속전환체 5개가 저장되고 금속전환체의 총 붕괴열은 42.7 

W로 고려하 다.  차폐체 내부에는 폐용융염 또는 금속전환체를 저장하기 위하여 

170 x 170 x 550 mm H 치수의 내부공간을 고려하 다. 열전달해석은 범용 열유

동해석 프로그램인 Fluent code를 사용하 다. Storage vault의 측면 및 바닥면은 

핫셀 하부에 위치되며, 열해석 모델에서는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모두 단열되는 조

건으로 가정하 고 상부 면으로만 열전달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핫셀과 

접하는 storage vault의 상부면의 환경온도는 핫셀 운전 시 예상되는 최대온도인 

35 ℃로 가정하 고, 대류 및 복사열전달을 고려하 다. 저장랙의 내부 cavity는 

공기가 채워지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내부 cavity에서 대류 및 복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모델링 하 다. 

② 열해석 결과

그림 3-18(제출답변서 Fig. 2)는 열해석 결과 storage vault의 납차폐체 

및 폐용염, 금속전환체의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납차폐체는 48 ~ 52 ℃, 

폐용융염은 52 ~ 57 ℃, 금속전환체는 73 ~ 74 ℃의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 3-10(제출답변서 Table 1)은 각각의 주요 부위의 최고온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납차폐체의 최고온도는 52 ℃로 용융온도인 327 ℃보다 훨씬 낮으므로 열적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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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충분히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금속전환체의 경우 금속핵연료인 

Magnox 연료의 경우 공기분위기에서 저장 허용온도가 150 ℃인 점을 고려하면 

74 ℃에서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용융염의 최고온

도 74 ℃도 폐용융염의 용융온도가 614 ℃ 이므로 핫셀 내 저장시 열적 건전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림 3-17. Thermal analysis model.

Molten salts

Metal ingots

표 3-10. Calculated temperature for storage vault

Location Maximum temperature (℃)

Metal ingot 74

Molten salt 57

Lead shield 52

Upper plate 48

Environmen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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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Temperature contours for storage vault (Unit: K)

(a) Storage vault (b) Molten salts and ingot(a) Storage vault (b) Molten salts and ingot

- 금속전환체 및 폐용융염의 Monolith 장기저장은 현재 검토단계로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중장기 연구로 수행 중에 있는 폐용융염 처

리기술 실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Monolith 활용 방안이 확정되면 그 구체적인 계

획과 함께 폐용융염의 Monolith에 장기저장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겠읍니다.

2)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경보 및 경보설정치 관련자료

일반적으로 핫셀의 운 에 따른 경고치와 경보설정치의 설정과정은 먼저 

법령에서 규정한 개인피폭 유효선량을 만족시키는 시설의 방사성 기체폐기물 유

도방출한도를 계산한 다음 이 값의 1배에 해당하는 값을 High(경보설정치)값으로 

설정하고 다시 이 값의 1/10값을 Warning(경고설정치)으로 결정하게 된다[표 

3-11(제출답변서 첨부 2-1)의 마지막 행 참조, 여기서 MPC는 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을 의미함].

조사재시험시설의 건설당시 개인피폭 유효선량에 관한 법령기준(과기처고시 

90-11호)값은 연간 0.05 mSv 값이고 이에 따른 방사성 기체폐기물의 유도방출한

도는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의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KAERI/TR- 402/93, p.22’

(제출답변서 첨부 2-2)에 근거하여 계산되어 진다.  

그러나 최근의 과기부고시 제2002-23호의 ‘기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선량’ 중 외부피폭에 한 유효선량은 역시 연간 0.05 mSv값으로 

변화가 없으므로 위에서 설정된 방사성 기체유출물의 유도방출한도는 그대로 적

용 가능하며 이에 따른 경고 및 경보설정치의 수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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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유선원 평가자료

가) 분말화 시험공정은 UO2 Pellet을 아래 반응식에 의해 산화우라늄(U3O8) 

분말로 전환하는 공정으로서 이는 다음 공정인 금속전환공정에서 우라늄 산화물

을 우라늄 금속으로 전환할 때 금속전환율과 반응속도에 큰 향을 미치는 우라

늄 산화물의 비표면적의 증가를 위해 UO2 Pellet을 U3O8 분말형태로 전환하게 됩

니다.

3 UO2 + O2 ⇡ U3O8  ------------   (3-1)

분말화 시험공정의 반응온도는 반응효율을 고려하여 480∼500 ℃ 범위를 온도

제어 범위로 설정하 다. 설정된 온도의 제어는 분말화 공정도[설계자료  

ACP-RSO-25-101 'P. & I. DIAGRAM VOL-OXIDATION SYSTEM'(제출답변

서 첨부 3-1) 참조)에서와 같이 반응기 내외부에 설치되는 온도계측제어장치에 

의해 480 ℃에서 가열기 전원이 "ON"되고 500 ℃에서 가열기 전원이 “OFF"되도

록 하며, 온도제어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상한 설정치 520 ℃) 경보가 

울리고, 가열기 전원이 ”OFF" 되며, 핫셀 전면에 설치되는 Operating Console에

서도 조업자가 가열기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나) 금속전환 시험공정

- 금속전환 시험공정은 분말화 시험공정에서 제조된 산화우라늄(U3O8) 분

말을 LiCl-Li2O 용융염 매질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환원되어 우라늄 금속

으로 전환된다.  사용후핵연료는 94.4%가 UO2이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원자로에

서 연소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산화물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용

후핵연료의 우라늄산화물과 핵분열에 의해 생성되는 금속 산화물들은 LiCl 용융

염 매질 내에서 Li2O의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Li 금속이온과 반응에 의해 생

성되는 각 화합물들의 반응성에 따라 금속 또는 염화물 등으로 전환됩니다.  우라

늄을 포함하는 악티나이드 계열의 TRU 원소와 귀금속(Noble Metal) 원소, 그리

고 Nd, Sm, Ce를 제외한 희토류(Rare Earth) 원소는 식 (3-2)와 (3-3)에 표기된 

반응식에 의해 금속으로 전환되며, Cs, Sr, Ba과 같이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강한 

핵분열생성물들은 식 (3-4)에 표기된 반응식과 같이 금속염화물로 전환되고, 용융

염에 용해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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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3O8 + 16 Li
+ → 8 Li2O + 3 U  ----------  (3-2)

MmOn + 2nLi
+ → nLi2O + mM  -----------  (3-3)

Cs2O + 2LiCl → Li2O + 2CsC ------------- (3-4)

금속전환 시험공정의 반응온도는 반응효율을 고려하여 630∼650 ℃ 범위를 온

도제어 범위로 설정하 다. 설정된 온도의 제어는 첨부된 금속전환 공정도[설계자

료 ACP-RME-25-101 'P. & I. DIAGRAM METALIZATION SYSTEM'(제출답

변서 첨부 3-1) 참조)에서와 같이 반응기 내외부에 설치되는 온도계측제어장치에 

의해 630 ℃에서 가열기 전원이 "ON"되고 650 ℃에서 가열기 전원이 “OFF"되도

록 하며, 온도제어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상한 설정치 670 ℃) 경보가 

울리고, 가열기 전원이 ”OFF" 되며, 핫셀 전면에 설치되는 Operating Console에

서도 조업자가 가열기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 핵분열생성물인 Ru, Tc, Mo, Se, Rb, Te은 산화물형태로 존재하며,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이들 산화물의 화학반응 거동과 물성치(용융온도와 기화

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자료] 

* CRC Handbook 및 Chemistry WebElements Periodic Table(The 

University of Sheffield and WebElements LTD. UK)

* 'The GC Computer Code for Flow Sheet Simulation of Phyrochemical 

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s', Rajesh K., Ahluwalia and 

Howard K. Geyer, Argon National Lab, , Nuclear Technology, 

Vol.116, Nov. 1996.

ⅰ) RuO2 + 4Li
+ → Ru + 2Li2O

화합물 용융온도(℃) 기화온도(℃)

RuO2 1200(승화) -

Ru 2334 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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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cO2 + 4Li
+ → Tc + 2Li2O

화합물 용융온도(℃) 기화온도(℃)

TcO2 1000(승화) -

Tc 2157 4265

ⅲ) MoO2 + 4Li
+ → Mo + 2Li2O

화합물 용융온도(℃) 기화온도(℃)

MoO2 1100(분해) -

Mo 2623 4639

ⅳ) SeO2 + 6Li
+ → Li2Se + 2Li2O

화합물 용융온도(℃) 기화온도(℃)

SeO2 340 315

Li2Se 1102 -

ⅴ) Rb2O + 2LiCl
 → 2RbCl + Li2O

RbO2 + 3 Li
+ + LiCl → RbCl + 2Li2O

화합물 용융온도(℃) 기화온도(℃)

Rb2O 400(분해) -

RbO2 432 -

RbCl 718 1390

앞에서 제시된 물성치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금속화합물의 용융온도나 기화

온도가 1000 ℃ 이상으로 금속전환 반응온도를 훨씬 상회하며, 일부 화합물(SeO2, 

Rb2O, RbO2)의 경우 반응온도 보다 기화온도가 낮으나 이 경우도 300 ℃를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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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그러나 금속전환 시험장치 배기체는 1차 Cold Trap[그림 3-19  Cold 

Trap*1 도면(제출답변서 첨부 3-2) 참조]을 거쳐 80 ℃ 이하로 낮아지게 되고 이 

온도는 용융온도나 기화온도보다 매우 낮은 온도로서 일부 배출되는 금속화합물

들도 응축되어 Cold Trap의 기벽이나 내부 Baffle에 붙게 되어 방출되지 않으나 

보수적인 가정으로 1 %가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하 습니다.  이후 비연소성이고 

폭발위험이 없으면서도 활성탄에 비해 가격은 고가이나 Iodine 흡착능이 높으며, 

고온에서도(최대 500 ℃) 흡착능이 유지되는 Silver Zeolite[부록 3-6 AgX, 관련 

자료(제출답변서 첨부 3-3) 참조]가 충진된 2단의 배기체 처리장치(제출답변서 첨

부 3-4)와 HEPA Filter가 장착된 핫셀 내 배기 Filter를 거쳐 배기되게 됩니다[설

계자료 ACP-RWG-25-101 'P. & I. DIAGRAM OFF-GAS TREATMENT 

SYSTEM'(제출답변서 첨부 3-1) 참조] 그러나 환경 향평가에서 배기체 처리장

치에 의한 효율은 보수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 : 제출되는 그림 3-19의 Cold Trap 도면은 러시아 RIAR 연구소와 공

동연구로 러시아 RIAR 핫셀에서 수행한 금속전환 Hot Test에 사용한 시험장치 

도면으로서 설계, 제작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 폐용융염처리 시험공정은 금속전환 시험공정 후처리 공정으로서 전환된 

금속전환체를 제외한 용융염을 핵물질 계량 및 저장/운반과 보관이 용이한 형태

로 고화시키는 과정으로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물리적 처리 공정이고 

처리 온도도 금속전환 시험공정과 같은 온도이므로 추가적인 방사성 핵종의 방출

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각 공정별 공정도(P. & I. Diagram)를 제출합니다.

(아래 설계자료 참조)

- ACP-RSO-025-101 'P. & 1. DIAGRAM FOR VOL-OXIDATION  

SYSTEM'

- ACP-RME-025-101 'P. & 1. DIAGRAM FOR METALLIZATION  

SYSTEM'

- ACP-RSC-025-101 'P. & 1. DIAGRAM FOR SMELTING  SYSTEM'

- ACP-RLI-025-101 'P. & 1. DIAGRAM FOR WASTE MS 

TREA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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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RWG-025-101 'P. & 1. DIAGRAM FOR OFF-GAS 

TREATMENT  SYSTEM'

그림 3-19. Cold trap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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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피폭선량 평가

가) 주민피폭선량 평가 시 적용한 여과기 효율(HEPA 99.97%, 활성탄 

99.75%)을 실제 조사재시험시설 운  결과 만족할 수 있음을 입증

현재 운  중인 조사재시험시설의 성능시험 결과는 첨부된 내용과 같으

며, 고성능필터(HEPA)의 경우는 성능시험 결과 99.99∼99.999 %로 나타났으며, 

활성탄필터의 경우는 99.95∼99.971 %로서 주민피폭선량 평가시 가정한 여과기 

효율인 HEPA 99.97%, 활성탄 99.75%을 만족하 습니다.

- IMEF 고성능필터 누설시험 기록지 [부록 3-7(제출답변서 첨부 4-1) 참

조]

- 활성탄필터 누설시험 기록지 [부록 3-8(제출답변서 첨부 4-2) 참조]

나) 적용한 주민피폭선량 평가의 보수성 입증

현재 원자력연구소 환경연구실에서는 매년 대덕 원자력관련시설의 방사

성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하나로건물

의 방출원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원자로실 굴뚝과 RCI(Reactor Console Island)

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는 새롭게 동위원소이용연구

시설(RIPF)와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통합된 방출원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총 

세가지 방출원에 대한 대기확산인자 값을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 고 본 연구의 

ACP공정 핫셀이 IMEF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므로 2002년도 RIPF와 IMEF의 통

합된 방출원을 기준으로한 대기확산인자를 사용하 습니다.  따라서 과거 5년간의 

대기확산인자 변화 추이는 부득불 원자로실굴뚝과 RCI 채널의 값을 이용할 수 밖

에 없었지만 같은 하나로 스택을 통한 방출과 같은 부지조건하에서의 인자변화 

추이를 보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수치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대덕 원자력관련시설의 운 중 방사선 향평가’[보고서 No. 

KAERI/CR-45 /98, KAERI/CR-64/98, KAERI/CR-87/99, KAERI/CR-106/2001, 

KAERI/ CR-126/2002 '표 5.5. 부지경계와 주요지역의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

(하나로)‘ (제출답변서 첨부 4-3)]에 표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변화의 추이를 그림 

3-20(제출답변서 첨부 4-4)에 도식하여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과기부고시 

2001-24호(원자력 이용시설 방사선 환경 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01. 9. 

19)의 제5조 2항 ‘환경의 현황’에는 “최근 1년” 자료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2년도 값은 보수적인 평가결과를 유도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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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3-20. 5년간 대기확산인자 추이



- 84 -

다) 과기부 고시 2002-23(방사선 방호등에 관한 기준)의 제16조 2항에 따르

면 동일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관계시설을 운 하는 경우에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제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효선량 : 0.25 리시버트

•갑상선 등가선량 : 0.75 리시버트

대덕원자력부지 내의 원자력시설에서 방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주민 피폭선량

은 하나로연구용원자로, 원전연료가공시설 및 기타 원자력관계시설(조사후시험시

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연증발시설)로 구분하여 매년 분석되어 왔으며, 

주요 피폭경로는 기체상방사성물질의 방출로 인한 유효선량이며 최근 3년간 분석

된 값은 아래 표 3-12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문헌: KAERI/CR-149/2002 - 대덕원자력관련시설의 운 중 방사선환경

향평가(2002년보)]

표 3-12. 시설별 기체상방사성물질 방출로 인한 유효선량 

(단위 : m㏜/yr)

시설명 2000년 2001년 2002년

하나로연구용원자로 2.45×10
-02 3.17×10-02 1.67×10-02

원전연료가공시설 8.00×10-05 3.20×10-04 2.80×10-04

기타 원자력관계시설 3.20×10-06 - 1.20×10-05

합  계 2.46×10-02 3.20×10-02 1.69×10-02

기준치 대비(%) 9.84 12.8 6.76

본 시설의 운전으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최대개인 유효선량

은 6.48×10-03 m㏜/yr로 예상되므로 본 시설의 운전으로 인해 다수호기 운 으로 

인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차폐체 도

가) 차폐계산에서 선원을 가정할 시 차폐체로부터 30 cm 이격된 위치에 선

원이 위치한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선원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이 차폐체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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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까지 공기층을 지난 후 차폐체를 통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묘

사하기 위해 공기의 원소 및 도 자료를 사용하 습니다.  보통 공기 매질을 통

과하는 차폐 계산의 경우 공기의 mean free path가 크기 때문에 공기를 Void로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기도 하나, 계산 결과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나) 본 시설은 기존 조사재시험시설을 보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조사

재시험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 11.4-14 에 표시되어 있는 값을 참조하 습니

다.  중량콘크리트는 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콘크리트에 골재대신에 철광석과 같

은 원석을 추가하므로, 시공 시 중량콘크리트 배합 조건에 따라 함량이 미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폐체의 차폐능은 미미하게 함유되는 원소의 함량

보다는 차폐체의 도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실제 시공시에는 배합에 따른 오차를 

감안하여 중량콘크리트의 도를 설계치인 3.45 g/cm3 이 아닌 3.5 g/cm3 이상으

로 제작하여 타설함으로서 충분한 차폐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 QAD-CGGP 코드는 누적계수로서, Taylor 형태로 전개한 함수를 사용

하거나, GP(Geometric Progression) 방법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 코드

입니다.  G-P 함수는 1980 년대에 Taylor 형태의 누적함수보다 정확한 누적계수 

함수 표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함수를 사용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에너지 

역 및 보통 수식으로 쉽게 표현되지 않는 형태를 가지는 누적계수를 표현하는

데도 비교적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차폐

성능 계산에서는 G-P 함수를 이용하 으며, G-P함수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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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로 보완될 핫셀의 차폐벽 두께에 대하여 검사가 가능한 양의 방사선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한 차폐탐사시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

여, 본 시설에 대한 차폐능 균일성 검사를 수행하며, 현재 실증시설의 보완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4. 12월에서 2005. 3월 사이에 차폐 탐사시험을 수

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차폐탐사시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사범위 및 차폐기준

① 핫셀 차폐능 검사는 핫셀의 전면, 후면 및 측면의 벽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 검사의 대상이 되는 높이는 방사선원이 취급되는 높이인 FL+900 

∼ FL+3,100으로 제한된다. 셀간벽에 대한 검사는 수행하지 않는다.

② 검사대상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핫셀 출입문, 차폐창 등에 대한 차폐능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핫셀벽의 차폐기준은 첨부 5의 방사능을 갖는 점선원이 핫셀 내벽으로

부터 30㎝ 떨어진 곳에 위치할 때 핫셀 외벽에서의 피폭선량율이 

0.01m㏜/hr 이하이어야 한다.

- 검사장비

① 조사선원은 핫셀벽의 두께에 따라 적절한 선량율을 갖는 Co-60 봉선

원으로서 이동사용용 보호장치에 내장되어 있고 원격조작장치가 부착

된 것을 사용한다.

② 개인안전관리장비 및 외부안전관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원 및 일반인

을 방사선피폭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Detector, Collimator, Marking, 기기이송장치, 삼각지지대 등 

검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공급해야 한다.

- Marking Point 선정

① Marking은 내부벽면과 외부벽면에 동시에 하며, 가능한한 두점 사이의 

수평직선이 최단거리가 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인된 측

량사의 측량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핫셀의 운전구역에 면해 있는 전면부 및 좌측면부의 Marking Point는 

25㎝×25㎝의 방사형 격자점을, 핫셀의 써어비스구역에 면해있는 후면부 

및 우측면부의 Marking Point는 50㎝×50㎝의 격자점 형태로 동일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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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최대의 Point수를 발주자의 지지에 따라 선정한다.

③ 핫셀 벽면을 관통하여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치물의 Marking Point는 

②항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설치기기 Marking Point

차폐창 - Window Glass : 2개 지점/개

- Window Frame과 콘크리트 접촉부위 : 15㎝ 간격

출입문 - Frame 내 : 50㎝ 간격

- Frame과 Frame의 접촉부위 : 25㎝ 간격

신설 콘크리트 - 기존 콘크리트와의 경계부위 : 25㎝ 간격

- 신설콘크리트 내 : 50㎝ 간격

Manipulator Wall

Tube
- Tube와 콘크리트 접촉부위 : 2개 지점/개

Shielding Screw/

Penetration

Assembly/Toboggan

- 콘크리트 접촉부위 : 2개 지점/개

④ 모든 Marking Point는 확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검사

① 차폐능 검사는 방사선취급 감독자 면허 소지자의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차폐능 검사 중 검사지역은 검사관계 종사자들이 원자력 관계법령에 

규정된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을 받지 않도록 방사선 안전관리 요원에 

의하여 감시되어야 한다.

③ 차폐지역을 Scanning시 선원을 차폐체 안쪽에서 이동하면서 바깥쪽에 

방사선 검출기기를 차폐체 면의 5㎝ 이내로 유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④ 측정 선량율이 설계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지점에 대하여는 

필요한 보충차폐의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 하에 그 주위 

면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⑤ 방사선흐름(Radiation Streaming)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

하여 차폐체 측정에서의 방사선량율을 나타내는 방사선 지도가 작성되

어야 한다.

⑥ 차폐능 검사 측정 시 감마 방사선량율 측정과 감마 방사선 Fluence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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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 측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건설된 벽면과 유사한 재질의 Reference Block을 제작하여 각 두께별

로 NaI(Tl) Scintillation Counter 또는 Survey Meter로 측정하여 기준

치를 설정한다.

⑧ 검사자는 검사 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

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ㆍ사용선원 및 특성, 감마선위의 세기 결정근거

  ㆍ검사방법, 검사공정, 수행절차를 포함한 모든 검사과정 내용

  ㆍ작업 예정시간 및 출입인원 통제계획

6) 배기 덕트 Gaseous Monitoring 시스템

기존의 설치되는 주 덕트로 이동하는 중간단계의 M8 핫셀의 배기 닥트에 

설치되는 Gaseous Monitoring 시스템에는 Radiation Monitor(Gamma 

Scintillation Probe에 의한 측정)와 Iodine Monitor가 설치 감시되며, 감시채널 운

방안은 조사재시험시설 운 지침서[문서번호 IMEF-OG-01의 ‘2.3/4.1.1 방사선 

감시계통’(제출답변서 첨부 8-2)]을 따를 예정이고, 설치위치의 도면은 설계자료 

ACP-JRM-10-101[RMS LOCATION DRAWING(제출답변서 첨부 8-1)] 내용과 

같습니다.

7) 작업종사자의 연간 작업시간과 집적선량

가) 기존의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안전성분석보고서(KAERI/TR- 710/96)

의 11.4.5.1.1항목(p.11-100)에 정의되어 있는 조사재시험시설의 각 구역에서의 선

량제한치는 7000구역에서는 12.5 μSv/hr이하, 8000구역에서는 500 μSv/hr이하, 

9000구역에서는 500 μSv/hr 이상입니다[“하나로 안전성분석 보고서 (KAERI/TR 

-710/96)” 11장 조사재시험시설 p. 11-100(제출답변서 첨부 7-1) 참조].

11.4.6.4항목(p.11-116)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에서는 작업자에 대한 직접

피폭의 보수적 계산을 위해 7000구역과 8000구역은 구역선량제한치의 25%를 적

용하고 방사선원이 있는 핫셀내부, 즉, 9000구역은 100%를 적용하여 각각 3.125, 

125, 500 μSv/hr의 값을 설정하 습니다. 

나) 핫셀 운전구역인 7000구역은 기존의 9개 IMEF핫셀에 대한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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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시간을 나눈 후 보수성을 위해 200시간으로 설정하 고 핫셀 작업구역은 

Rear Door를 운 하는 지역이 6개이므로 300시간을 나누어 50시간으로 하 으며 

핫셀 내부는 IMEF 9개 핫셀의 총면적을 ACP 핫셀의 면적 비율로 나누어 10시간

으로 설정하 습니다. [“하나로 안전성분석 보고서 (KAERI/ TR- 710/96)” p. 

11-155(제출답변서 첨부 7-1) 참조]

8) 방사선 감시계통

가) 방사선 감시장치의 설치위치를 장치가 설치될 위치와 더불어 설계자료 

ACP-JRM-10-101(RMS LOCATION DRAWING)에 나타내었습니다.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ea Monitor와 Room Air Monitor는 각각 핫셀의 전면과 후면 

Operating Area와 Service Area의 가운데 위치하게 되며 Hot Cell Door Monitor

는 각 셀의 Rear Door 후면에 위치합니다.  또한 ACP 공정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들을 측정하기 위한 Duct Monitor가 배기라인에 위치하게 됩니다.

작업자 출입관리를 감시할 감시카메라는 작업자가 각 시설로 접근하게 되는 경

로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예정이며, VC001 카메라는 핫셀의 유일한 

출입경로인 7101 Storage Room쪽을 바라봄으로써 최초의 작업자 출입을 감시하

고 더불어 7102 갱의실 출입여부를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핫셀 전면의 

Operating Area의 끝단에 위치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운전상황 역시 감시하는 역할

을 할 수 있습니다.  Isolation Room내의 VC002 카메라는 사용후핵연료를 담은 

Padirac Cask를 운반하게 될 천정의 Hatch부근의 작업 상황과 Cask가 핫셀까지 

운반되는 Rail위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M8a 핫셀의 Rear Door 측

면에 위치하여 Rear Door가 열리는 상황까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VC003 카메라 역시 M8b 핫셀의 Rear Door 개폐 상황을 관찰하기에 좋은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나) 조사재시험시설 운 지침서(문서번호 IMEF-OG-01)의 ‘2.3/4.1.1 방사선 

감시계통(제출답변서 첨부 8-2)’에 시설의 점검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이

와 같은 기준으로 점검을 실행하고 있고 본 핫셀은 조사재시험시설 지하에 위치

하게 되므로 조사재시험시설의 점검계획과 동일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 2004년도 하반기에 방사선감시기 공급업체를 결정한 후 제출할 계획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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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9) 기타

가) Hot cell 내 출입관리 기준선량을 250 mrem/h으로 설정한 이유

원자력법 시행령(2001년 7월 17일 공포) 제2조 5호 항목의 선량한도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 유효선량한도를 연간 5000 mrem/yr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연간 작업자의 근무시간은 2000 hr/yr이므로 (아래수식 참조) 핫

셀내 출입기준은 2.5 mrem/h 이 된다.  여기에 보수적 설정을 위해 100배를 한 

250 mrem/h를 핫셀 내 출입기준으로 삼고 있다.

※ 연간 작업자 근무시간 계산 : 50week
1year

×
5day
1week

×
8hour
1day

= 2000hr/yr

제 4 절  KINS 3차 질의 및 답변

KINS로부터 3차 질의서를 2004년 01월 26일(공문: 규이 0323-58, 

2004.01.26., ‘하나로 건설ㆍ운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3차 심사질의’)에 접수하

으며, 질의 내용은 구조분야에 대한 3건의 자료에 대한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것

이었다.

3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2004년 02월 04일(공문: 핵주재 712-271, ‘하나로 조

사재시험시설 보완 관련 변경신청에 대한 3차 심사질의 답변서 제출’)에 제출하

다. 이 과정에서 구조계산서의 일부 오류를 확인하 으며, 이를 수정하여 개정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 다.

본 절에서는 수정된 구조계산서 내용 및 KINS의 3차 질의 내용 및 답변 내용

을 정리하여 기술하 다.

1. 구조계산서 수정 내용

KINS가 심사과정에서 발견하여 수정을 요구한 구조계산서의 오류에 대한 수

정 내용과, KINS의 권고에 따른 변경된 일부 구조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결과를 반 하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1 -

가. 구조계산서 오류 수정

1) 구조계산서 표지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성 등급을 N/A에서 SC-3으로, 품

질등급을 N/A에서 Q로 오류를 수정하 다.

2) 구조계산서 page 7의 그림 2-1의 제목을 ‘HORIZONTAL DESIGN 

SPECTRA FOR PEAK HORIZONTAL GROUND ACCELERATION OF 0.2g’에서 

‘HORIZONTAL DESIGN SPECTRA, SCALED 0.2G HORIZONTAL GROUND 

ACCELERATION’로 수정하 으며, page 8의 그림 2-2의 제목은 ‘VERTICAL 

DESIGN SPECTRA FOR PEAK VERTICAL GROUND ACCELERATION OF 

0.2g’에서 ‘VERTICAL DESIGN SPECTRA, SCALED TO 0.1G GROUND 

ACCELERATION’로 수정하 다.

3) 구조계산서 page 21의 ‘4.2 구조해석, 1) 개요’ 부분의 표현 중 ‘IMEF 건

물은 고정지점을 갖는 3차원 유한요소 ∼ (이하 생략)’을 ‘‘IMEF 건물은 스프링지

점을 갖는 3차원 유한요소 ∼ (이하 생략)’로 수정하 다.

나. 구조해석 방법 변경

1) 수직방향 부지응답스펙트럼 변경

- 구조해석에서 적용하는 지진하중과 관련하여 당초 KMRR 설계에 적용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 으나, KINS의 권고에 따라 안전정지 지진하중(SSE)과 운전

정지 지진하중(OBE)에 적용하는 수평방향 부지응답스펙트럼(그림 2-1)은 KMRR 

설계에 적용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수직방향 부지응답스펙트럼은 ASCE에서 

제시한 자료로 수정 적용하여(그림 2-2 변경) 이로부터 도출된 지반가속도에 따

른 설계스펙트럼(표 2-3 변경)의 ‘B. Vertical Design Spectra'의 변경된 

displacement와 frequency 값으로 대치하여 구조해석에 적용하 다.

- 수직방향 부지응답스펙트럼 변경에 따라 구조계산서 page 53 'C) 해석과

정‘ 중 'b) 응답스펙트럼 응력해석’ 본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



- 92 -

[수정 전 내용]

구조해석 시 ∼응력해석은 KMRR 응답∼ 을 적용하 다. 

이 응답 스펙트럼은 ∼ 수평방향 0.1g와 수직방향은 0.065g 이고 SSE 상

태에서 수평방향 0.2g와 수직방향 0.13g로 적용하 다.  

[수정 후 내용]

구조해석 시 ∼응력해석은 수평성분은 KMRR 응답∼을 적용하 고 수직

성분은 ASCE(Structural Analysis and Design of Nuclear Plant 

Facilities)의 ∼을 적용하 다. 

이 응답 스펙트럼은 ∼ 수평방향 0.1g와 SSE 상태에서 수평방향 0.2g를 

적용하 다.

2) 모드진동수 변경

KINS의 권고에 의해 해석 모드를 16차 모드(5.0∼12.54 Hz 범위)에서 

140차 모드(5.0∼36.9 Hz 범위)까지 확대하여 해석하 으며, 관련 본문 내용(page 

55 '5.1 모드진동수‘)을 수정하고, 수정된 해석결과를 반 하여 표 5-1과 5-2를 수

정(page 55∼61)하 다.

다. 변경된 구조해석 결과 

앞에서 기술된 변경된 구조해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와 관련되어 수정된 

구조계산서의 주요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5.2 절점변위‘

[수정 전 내용, page 67] 

전체구조물에서는 수직변위가 24.5mm 발생하 다. 따라서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 제한치인 50mm보다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OBEH Load Case에 대해서는 거의 변위가 발행하지 않았다. 본 절에서는 전체적

인 Deformed Shape를 <그림5-11>~<그림5-14>에 제시하 으며 <부록2.4>에서 

각 절점에 대한 값들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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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내용, page 72] 

전체구조물에서는 수직변위가 22.9mm 발생하 고 수평변위는 10.0mm 정

도가 발생하 다.(그림5-11 참조) 

본 절에서는 전체적인 사용하중 조합과 OBE 하중에 대한 Deformed Shape를 

<그림5-11>~<그림5-14>에 제시하 는데 각각의 조합 중 가장 지배되는 하중조

합에 대해서만 제시하 다. <부록2.4>에서 각 절점에 대한 값들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접건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한 결과 인접 건물의 변위는 하나로안

전성분석보고서(KAERI/TR-710 /96, 제2권 제4장 건물 및 구조 4.1 원자로 건물 

4.1.6 구조적건전성 1항)에 구조해석결과 얻어진 인접 건물의 최대 변위는 원자로

건물 4.9mm, 동위원소 생산건물이 7.9mm로 최대변위의 합(원자로건물+동위원소

건물)은 12.8mm로 제시되어 있으나 IMEF 건물에 대해 검토했을 때 IMEF 건물

과 원자로건물의 최대변위의 합(10.0+4.9)은 14.9mm이고, IMEF 건물과 동위원소 

건물의 최대변위의 합(10.0+_7.9)은 17.9mm이다. 따라서 IMEF 건물과 인접건물의 

가장 보수적인 최대변위는 17.9mm이다. 기 시공된 각 건물과의 분리간격이 최소 

50mm 이상 설치되어 지진하중에 의한 인접건물에 대한 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2) 그림 5-11/5-12

[수정 전 내용, page 68∼71]

<그림5-11, 12 >Joint Displacement of ∼ (Gravity Load Case) 

 -δmax 값 및 Joint No. 

[수정 후 내용, page 73∼76]

<그림5-11, 12>Joint Displacement of .... (Service Load Case)

 -max vertical dspl. δmax 값 및 Joint No. 

 -max hori. dspl. δmax 값 및 Joint No. 

3) 표 5-3 및 관련 본문

[수정 전 내용, page 72]

또한 각각의 하중조합 중 가장 지배되는 1.4D+1.7L 조합에 대해서만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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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 지하층 예비 핫셀 각 부재별 최대응력

<표5-3>에서 제시된 M11, M22는 Shell 요소의 1축, 2축 방향의 Moment

를 의미한다.

[수정 후 내용, page 77]

또한 각각의 하중조합 중 가장 지배되는 조합에 대해서만 제시하 다.

<표5-3> 지하층 예비 핫셀 각 부재별 최대응력

테이블 내 결과수치 수정

<표5-3>에서 제시된 M11, M22는 Shell 요소의 1축, 2축 방향의 Moment

를 의미한다. 또한 하중조합은 부록 2.1-2.3에 제시된 각 부재의 FORCE 

SUMMARY에 제시되어 있다.

4) 그림 5-15∼28

그림 제목 및 설명 수정

[수정 전 내용, page 73∼86]

[수정 후 내용, page 78∼91]

5) 표 6-1 및 관련 본문

[수정 전 내용, page 73∼86]

.대해서 ACI318의 극한강도 ∼ 제시하 다. 

<표6-1>은 ∼ 나타낸다.

[수정 후 내용, page 78∼91]

∼대해서 극한강도 ∼ 제시하 다. 부재의 설계는 ACI318을 근거로 하며, 

원자력 관련구조물에 관련하여 좀 더 보수적으로 강화된 ACI 349를 적용하여 수

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ACI349 및 ACI318에 휨철근량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ACI318 NOTE에 있는 식을 기본으로 하여 

부재설계를 수행하 다. 

<표6-1>은 ∼ 나타낸다.

<표6-1> 계산결과 변화에 따른 수정결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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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0 결론’  

[수정 전 내용, page 100]

각 부재의 배근량에 대해서는 슬래브와 벽체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여

유치를 가지고 있었고 기초판에서도 15% 정도의 여유치를 보여주었다. 또한 절점

의 변위에 대해서는 주변건물과의 이격거리인 50mm에 대해 충분한 여유치를 갖

는 2.94mm의 변위가 발생하 고 지진하중인 OBEH 하중에 대해서는 미세한 변

위만이 발생하 다.

[수정 후 내용, page 105]

각 부재의 배근량에 대해서는 슬래브와 벽체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충

분한 여유치를 가지고 있었고 기초판에서도 6% 정도의 여유치를 보여주었다. 또

한 절점의 변위에 대해서는 주변건물과의 이격거리 제한치인 50mm에 대해 충분

한 여유치를 갖는 10.0mm의 변위가 발생하 으며 인접건물에 대해서도 검토했을 

때 전체 인접건물의 변위의 총 합이 12.8mm이고 본 IMEF 건물의 변위를 조합했

을 때 총 변위는 17.9mm로 최소 이격거리 50mm에 대해서 충한한 안전성을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7) Appendix

수정된 Appendix로 첨부하 다.

[수정 전 내용]

1.0 Input data ~ 3.0 Shell Element Coordinate  

[수정 후 내용]

1.0 Input data ~ 3.0 Shell Element Coordinate  

4.0 ACI349 Code 

2. 구조분야 질의 및 답변

[질의 내용]

1) 구조계산서에는 가장 지배적인 하중조합은 사하중과 활하중만 고려한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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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1.4D+1.7L)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하중조합에 대한 구

조해석 및 설계 결과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

중조합의 경우도 설계에 상당한 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과 이 하중조합에  의한 해석결과를 비교 제시하시오.

2) 구조해석결과에 따르면 지진하중에 의한 최대변위(수평 및 수직)와 부재력

(축력 및 모멘트)은 사하중과 활하중만 고려한 하중조합(1.4D+1.7L)에 대

한 해석 결과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인 구조해석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크게 다르므로 이 이유를 설명하

시오(변위의 경우 지진입력의 변위보다도 작음).

3) 사하중과 활하중만 고려한 하중조합에서 수평변위를 일으키는 주요인자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답변 내용]

1) 지진하중이 포함된 해석결과 제시

신규 제출되는 구조계산서(1월 30일 현대엔지니어링 제출)에서 전체 지진하

중(OBE, SSE) 이 조합되어 있는 전체 하중조합(수직하중에 의한 CLCB1, 지진하

중과 수직하중의 조합 CLCLB2-17)에 대한 응력 분포와 변위 분포를 부록 2장에 

삽입하 습니다. 또한 6장의 부재 설계와 5.3절의 부재응력은 부록 2장의 값 중 

가장 지배적인 값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그 값으로 설계를 실시하 습니다.

2) 지진하중 최대변위 결과

본 구조계산에서 지진하중의 입력 시의 오류로 지진하중이 실제보다 작게 

반 되어 구조계산이 수행되었습니다. 신규 제출되는 구조계산서에 이를 수정반

하여 전체적인 구조물의 거동이 지진하중이 조합되어 있는 하중조합에서 가장 지

배적인 결과 값을 얻었으며 이를 반 하여 부재설계를 수정하여 수행하 습니다. 

수정된 모멘트로 재계산 결과 요구 배근량은 증가하 으나 현재 배근량보다 작으

므로 배근에 대한 수정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3) 수평변위 주요인자

기 제출된 구조계산에서 지진하중이 작게 반 되어 수직 하중에 의한 조합

에서 수평변위가 가장 크게 발생하 는데 추가 수정된 구조계산서에서는 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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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의한 조합에서 수평변위가 가장 크게 발생하 습니다. 일반적인 구조물의 거

동에서 수직하중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조물의 각 부재간의 상대적인 강성차

이나 국부적인 수직하중의 작용 등으로 인하여 수평변위가 발생합니다.

*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설계용역 구조계산서 

   (설계자료 ACP-TGE-01-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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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험을 위한 실증시설의 확보를 위해 조사재시험시

설의 지하에 위치한 예비 핫셀을 개조하여 활용하기로 하 다. 따라서 개조공사 

및 시설 운 을 위한 인허가를 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과)와 KINS(안전규제부 규

제2실)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 조사재시험시설 내에 추가 설치되는 시설이고, 유틸

리티 및 기존 시설을 활용하며, 시설 운 도 하나의 시설로 운 될 예정이므로 조

사재시험시설의 건설, 운 의 변경허가 형태로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합의

하여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 다.[핵주재 712-2619(2003년 10월 02일), ‘하나로 조

사재시험시설 보완과 관련한 건설, 운  변경허가 신청’]

제출된 인허가 서류 가운데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설계 자료와 안전

성분석보고서를 중심으로 KINS의 분야별 심사위원들의 안전성 심사를 받았다. 3

차례의 걸쳐 총 36건의 KINS 심사질의가 있었으며, 연구소 답변 및 협의 과정에

서 일부 설계 내용이 수정 반 되었다.

구조 분야는 심사과정에서 구조해석에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되었으며, KINS의 

권고에 따라 수직방향 부지응답 스펙트럼을 ASCE에서 제시한 값을 적용하고, 모

드진동수 해석에 있어서 당초 16차 모드까지 해석하 으나 140차 모드까지 검토

하고 그 결과를 구조계산서에 반 하 다. 그러나 수정된 해석방법에 의한 구조해

석 결과 당초 구조설계 내용이 이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설계 내용이 변

경되지는 않았다.

기계설비 분야는 심사과정에서 주로 안전성과 관련된 상세 설계 자료를 요청하

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환기설비의 핫셀 환기조건 가운데 부압조건은  당

초 -25 ∼ -35 mmAq 이었으나 KINS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 핫셀의 부압조건

을 고려하여 -27 ∼ -37 mmAq로 수정하는 것을 권고하 으며, 기존의 설비 용

량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KINS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

다.

방사선평가 분야는 심사과정에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안전성분석

에 적용한 방사선원과 방출선원의 설정치와 적용한 data의 기술적 타당성을 요구

하는 자료 제출과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체적 설계 내용을 확인하 다. 방

사선평가 분야는 심사 결과 KINS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으나, 연구소의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현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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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방사선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반 하기로 하고, 핫셀 

출입자 확인 CCTV(3대), Area Monitor에 Iodine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첨가

되도록 설계 내용을 수정하 다.

이상의 안전성 심사를 완료하고 과기부로부터 “조사재시험시설 보완에 따른 연

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ㆍ운 변경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개조ㆍ보완되는 핫셀

(M8 핫셀)의 구조적 안전성, 방사선 관리분야 등의 내용이 적합하게 반 되어 있

으므로 원안대로 접수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원자력안전과-1153(2004. 04. 

22) ‘하나로 건설ㆍ운 변경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통보’]을 접수함으로서 인허가 

승인을 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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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KINS에 제출된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11.4. 조사재시험시설)’  



부록 2-1-1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 내용

  (11.4. 조사재시험시설)

2003. 09.

한국원자력연구소



부록 2-1-2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1/9)

Page 및

항목
변경전 변경후

p11-64

11.4.1.3.2

11.4.1.3.2 동적해석모델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에 대한 지진해석 모델

은 3차원 모델(Three-Dimensional Model)을 

적용하 다. 응답 스펙트라(Response 

Spectra)법을 이용, GT-STRUDL 프로그램으

로 해석하 다. 동적 해석모델로 적용한 3차

원 모델은 모든 자유도로부터의 간섭효과

(Coupling  Effects)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절

점에 대한 질량의 분배는 건물부위별 하중특

성에 따라 연속(Consistent) 및 집중(Lumped)

으로 구분하 다.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은 박

스시스템(Box System)으로 벽과 슬래브로 구

성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기둥이 사용되었다.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해석은 유한요소법을 이

용하 으며, 구조해석을 위한 요소(Element)

형태는 쉘(Shell) 요소로서 하중의 형태에 따

라 건물부위별로 사각형 및 삼각형 형태를 구

분하여 사용하 다. 내부칸막이 벽이나 조적

조는 주 구조체에서 제외하 으며, 모델사용

시 개구부(Opening)가 각 요소(Element) 면적

의 50% 이하인 개소는 비 구조체 요소로 고

려하여, 개구부에 인접한 절점(Node)에 대한 

질량(Mass) 분배를 통하여 이상화

(Idealization)하 다.  

또한 50% 이상인 개구부(Opening)는 크기에 

비례해서 각 요소 두께(Element Thickness)

를 이상화하여 적용하 다. 핫셀 구조체에서 

무거운 중량인 핫셀출입문(Rear Door), 핫셀

천정문(Roof Door) 등 각 기기들은 비 구조체 

요소로 고려되었다.

이와 같은 동적 해석결과, 기 해석된 결과는 

고유진동수와 형상을 문서 

EF-E-2420-DC-H101/HH102 에 수록하 다. 

여기에서 가장 적은 고유진동수는 4.85 Hz 이

고, 구조물의 최대변위량은 5.7 mm이었다.    

따라서 구조물을 실제 구조해석한 변위량은 

설계시 사용된 Seismic Gap 50 mm 보다 훨

씬 적은 양이므로, 본 건물에 대한 지진거동

시 인접 건물과의 충분한 구조적 건전성을 확

보하 다.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

델, 내진구조 입력자료 및 동적 해석결과는 

그림 11.4-2 및 표 11.4-1 ∼11.4-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1.4.1.3.2 동적해석모델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에 대한 지진해석 모델

은 3차원 모델(Three-Dimensional Model)을 

적용하 다.  응답 스펙트라(Response 

Spectra)법을 이용, SAP2000 프로그램으로 

해석하 다.  동적 해석모델로 적용한 3차원 

모델은 모든 자유도로부터의 간섭효과

(Coupling Effects)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절점

에 대한 질량의 분배는 건물부위별 하중특성

에 따라 연속(Consistent) 및 집중(Lumped)

으로 구분하 다.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은 박

스시스템(Box System)으로 벽과 슬래브로 

구성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기둥이 사용되었

다.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해석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 으며, 구조해석을 위한 요소

(Element)형태는 쉘(Shell) 요소로서 하중의 

형태에 따라 건물부위별로 사각형 및 삼각형 

형태를 구분하여 사용하 다. 내부칸막이 벽

이나 조적조는 주 구조체에서 제외하 으며, 

모델사용시 개구부(Opening)가 각 요소

(Element) 면적의 50% 이하인 개소는 비 구

조체 요소로 고려하여, 개구부에 인접한 절점

(Node)에 대한 질량(Mass) 분배를 통하여 

이상화(Idealization)하 다.  

또한 50% 이상인 개구부(Opening)는 크기에 

비례해서 각 요소 두께(Element Thickness)

를 이상화하여 적용하 다. 핫셀 구조체에서 

무거운 중량인 핫셀출입문(Rear Door), 핫셀

천정문(Roof Door) 등 각 기기들은 비 구조

체 요소로 고려되었다.

이와 같은 동적 해석결과, 기 해석된 결과는 

고유진동수와 형상을 문서 

EF-E-2420-DC-H101/HH102 에 수록하 다. 

여기에서 가장 적은 고유진동수는 4.85 Hz 

이고, 구조물의 최대변위량은 5.7 mm이었다.  

또한 지하 예비 HOT CELL 의 일부 개구부 

변경에 따른 변경안에 대해서는 가장 작은 

진동수는 5.00Hz 이고 최대 변위는 3.0 mm

이다.  따라서 구조물은 실제 구조해석한 변

위량은 설계시 사용된 Seismic Gap 50 mm 

보다 훨씬 적은 양이므로, 본 건물에 대한 지

진거동시 인접 건물과의 충분한 구조적 건전

성을 확보하 다.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내진구조 입력자료 및 동적 해

석결과는 그림 11.4-2 및 표 11.4-1 ∼11.4-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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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1

11.4.3.1 개요

조사재 시험설비는 1개의 수조(Pool), 7개의 

중량콘크리트 핫셀, 2개의 납핫셀 및 부대시

설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를 외부로부터 서

비스구역으로 이송할 때는 캐스크 하역구역

을 통한다.

핫셀 서비스구역에는 30/5톤 천장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형 조사시료 운반

용 캐스크를 하역하거나 운반하고, 핫셀 내 

시험기기 등을 각 핫셀의 핫셀천정문(Roof 

Door)을 통해 반입/반출하는데 사용된다. M1

핫셀 뒷면에 위치한 수조는 조사시료를 캐스

크로부터 인출하여, M1 핫셀 내로 반입/반출

하는데 사용된다. 서비스구역에는 제염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격조종기 및 핫셀 오염

기기의 제염작업이 이루어진다. M5핫셀의 작

업구역 남쪽에는 공작실, 실험실, 암실 및 비

상계단 등이 위치한다.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의 2층 및 3층에는 각

종 비방사성물질 실험실 및 사무실 등이 위

치한다. 조사재시험시설의 시설배치는 그림 

11.4.4와 같다. 조사재 시험설비의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간 부분 생략)

3) 각 핫셀라인 및 수조의 최대취급 방사능은 

표 11.4.4와 같으며, 차폐벽은 이에 맞는 차

폐능을 갖도록 하 다.

4) 정상 및 비정상 운전시 핫셀 내의 공기가 

핫셀 밖으로 누출되는 양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며 알파-감마셀(M6핫셀)의 경우 질

소분위기에서 기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설

계하 다.

11.4.3.1 개요

조사재 시험설비는 1개의 수조(Pool), 8개의 중

량콘크리트 핫셀, 2개의 납핫셀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를 외부로부터 1층 서비

스구역으로 이송할 때는 캐스크 하역구역을 통

한다.

1층 핫셀 서비스구역에는 30/5톤 천장 크레인

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형 조사시료 운

반용 캐스크를 하역하거나 운반하고, 핫셀 내 

시험기기 등을 각 핫셀의 핫셀천정문(Roof 

Door)을 통해 반입/반출하는데 사용된다. M1핫

셀 뒷면에 위치한 수조는 조사시료를 캐스크로

부터 인출하여, M1 핫셀 내로 반입/반출하는데 

사용된다. 1층 서비스구역에는 제염실이 있는

데, 여기에서는 원격조종기 및 핫셀 오염기기

의 제염작업이 이루어진다. M5핫셀의 작업구역 

남쪽에는 공작실, 실험실, 암실 및 비상계단 등

이 위치한다.

지하층에 설치된 핫셀로 핵연료 운반은 빠디락 

캐스크(Padirac Cask)를 이용하여 1층의 바닥

에 설치된 기기반출입구를 통해 지하로 반입된

다. 지하로 반입된 빠디락캐스크는 지하층바닥

에 설치된 레일위에서 이동하는 이동대차에 실

려 M8 핫셀의 뒷면의 핫셀출입문(Rear Door)

에 설치된 빠디락 문(Padirac Door)을 통해 핫

셀 내로 반입된다. 

M8 핫셀의 뒤쪽에는 격리실(Isolation Room)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출입문의 개방시 핫셀 내

의 오염된 공기가 서비스구역으로 확산되는 것

을 방지한다.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의 2층 및 3층에는 각종 

비방사성물질 실험실 및 사무실 등이 위치한다. 

조사재시험시설의 시설배치는 그림 11.4-4 및 

그림 11.4.4-1과 같다. 조사재 시험설비의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간부분 생략)

3) 각 핫셀라인 및 수조의 최대취급 방사능은 

표 11.4-4 및 표 11.4.4-1과 같으며, 차폐벽은 

이에 맞는 차폐능을 갖도록 하 다.

4) 정상 및 비정상 운전시 핫셀 내의 공기가 핫

셀 밖으로 누출되는 양이 최소가 되도록 설

계하며 M6 알파-감마셀은 질소분위기에서 

M8 알파-감마셀은 공기분위기에서 기 유지

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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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2

11.4.3.2 시험공정 및 기기

조사재 시험시설에 반입되는 조사재는 하

나로에서 조사된 핵연료 및 노재료와 기타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봉, 하나로 사용후핵

연료 등으로 하나로와 조사후시험시설로부

터 캐스크를 통해 캐스크 하역구역으로 반

입된다.

(중간부분 생략)

DUPIC 핵연료개발을 위한 사용후경수로 

핵연료 절단편들은 M6b 핫셀 뒷문에 장착

된 파디락(Padirac)을 통하여 반입된다.

11.4.3.2 시험공정 및 기기

조사재 시험시설에 반입되는 조사재는 하나로

에서 조사된 핵연료 및 노재료와 기타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봉,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등으로 

하나로와 조사후시험시설로부터 캐스크를 통해 

캐스크 하역구역으로 반입된다.

(중간부분 생략)

DUPIC 핵연료개발을 위한 사용후경수로핵연료 

절단편들은 M6b 핫셀 뒷문에 장착된 빠디락 

문(Padirac Door)을 통하여 반입된다.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을 위한 사용후경수로핵연

료 절단편들은 빠디락 캐스크(Padirac Cask)를 

이용하여 1층의 바닥에 설치된 기기반출입구를 

통해 지하로 반입된다. 지하로 반입된 빠디락

캐스크는 지하층바닥에 설치된 레일위에서 이

동하는 이동대차에 실려 M8a 핫셀의 뒷면의 

핫셀출입문(Rear Door)에 설치된 빠디락 문

(Padirac Door)을 통해 핫셀 내로 반입된다.

p11-71

11.4.3.2.5 11.4.3.2.5 DUPIC 핵연료 시험공정

(내용 생략)

11.4.3.2.5 DUPIC 핵연료 시험공정

(내용 생략)

11.4.3.2.6 차세대관리공정 시험

일정 길이로 절단되어 운반되는 경수로용 사용

후핵연료 절단편(Rod Cut)들은 M8a 핫셀 출입

문에 장착된 빠디락 문(Padirac Door)을 통해 

인입되어 핫셀 내로 운반하게된다. 운반된 사

용후핵연료 절단편들은 핫셀 내 장치에서 이산

화우라늄 소결체(UO2 Pellet)를 피복관인 지르

칼로이 튜브(Zircaloy Tube)로부터 분리하는 

탈피복(Slitting) 공정과 이산화우라늄 소결체를 

공기 분위기 하에서 분말로 전환하는 분말화

(Vol-oxidation) 공정을 거치게된다. 산화우라

늄 분말로 전환된 사용후핵연료는 차세대관리

공정의 핵심공정인 다음 단계의 금속전환

(Metalization)공정 처리과정에서 용융염

(LiCl-Li2O) 매질 하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전

도특성과 Li2O 전해특성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인 방법에 의해 환원되어 우라늄 금속으로 전

환된다. 금속으로 전환된 사용후핵연료는 용융

염과 분리되어 금속전환체는 주조(Smelting & 

Casting)공정에서 저장용기(Canister)에 효율적

으로 장입하기 위하여 일정 형태를 갖는 금속 

주괴(Ingot)로 주조하는 시험을 수행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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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2.6

11.4.3.2.6 핫셀별 기능

- M1핫셀 : 하나로부터 조사된 핵연료 및 노

재료에 대한 인입 및 각종 비파

괴 시험

- M2핫셀 : 각종 핵연료 및 캡슐의 해체 및 

시편의 가공

- M3핫셀 : 금상조직 시험용 시편준비

- M4핫셀 : 시료의 저장

- M5핫셀 : 기계적 특성 시험

- M6핫셀 : 하나로에서 조사된 MOX 핵연료 

및 경수로의 사용후 고연소 핵연

료에 대한 비파괴 및 파괴시험, 

그리고 DUPIC 핵연료개발 시험

- M7핫셀 : 하나로에서 조사된 MOX 핵연료 

및 경수로의 사용후 고연소 핵연

료에 대한 비파괴 및 파괴시험, 

그리고 DUPIC 핵연료개발 시험

상세한 시험공정도, 시험기기배치도, 주요시

험기기사양 및 조사재의 종류는 그림 11.4.5, 

11.4.6, 11.4.6-1와 표 11.4.5, 11.4.5-1, 11.4.6

에 있다

11.4.3.2.7 핫셀별 기능

- M1핫셀 : 하나로부터 조사된 핵연료 및 노

재료에 대한 인입 및 각종 비파

괴 시험

- M2핫셀 : 각종 핵연료 및 캡슐의 해체 및 

시편의 가공

- M3핫셀 : 금상조직 시험용 시편준비

- M4핫셀 : 시료의 저장

- M5핫셀 : 기계적 특성 시험

- M6핫셀 : 하나로에서 조사된 MOX 핵연료 

및 경수로의 사용후 고연소 핵연

료에 대한 비파괴 및 파괴시험, 

그리고 DUPIC 핵연료개발 시험

- M7핫셀 : 하나로에서 조사된 MOX 핵연료 

및 경수로의 사용후 고연소 핵연

료에 대한 비파괴 및 파괴시험, 

그리고 DUPIC 핵연료개발 시험

- M8핫셀 : 경수로용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

환체로 제조하는 시험

상세한 시험공정도, 시험기기배치도, 주요시

험기기사양 및 조사재의 종류는 그림 11.4.5, 

11.4.5-1, 11.4.6, 11.4.6-1, 11.4.6-2와 표 

11.4.5, 11.4.5-1, 11.4.5-2, 11.4.6에 있다.

P11-72

11.4.3.4

11.4.3.4 핫셀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은 6개의 베타-감마 

콘크리트 핫셀, 1개의 알파-감마 콘크리트 

핫셀, 그리고 2개의 납셀로 구성되어 있다. 

핫셀의 배치는 그림 11.4-4와 같다.

핫셀의 차폐설계기준은 표 11.4-4의 선원이 

핫셀 내에 존재할 때 작업구역 및 서비스구

역에 대해서는 ∼ 폐시키도록 설계되었다.

  1) 핫셀 기본 사양

     핫셀 내부사이즈 및 주요기능은 표 

11.4-7과 같다.

  2) 차폐

     각 핫셀의 차폐물질 및 두께는 표 

11.4-8과 같다. 핫셀을 관통하는 개구

(Penetration Hole), 도어(Door) 및 플러그

(Plug) 등은 방사선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오프셀 또는 계단식)로 설계하 다.

11.4.3.4 핫셀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은 6개의 베타-감마 

콘크리트 핫셀, 2개의 알파-감마 콘크리트 

핫셀, 그리고 2개의 납셀로 구성되어 있다. 

핫셀의 배치는 그림 11.4-4, 11.4-4-1와 같다.

핫셀의 차폐설계기준은 표 11.4-4, 11.4-4-1

의 선원이 핫셀 내에 존재할 때 작업구역 및 

서비스구역에 대해서는 ∼ 폐시키도록 설

계되었다.

  1) 핫셀 기본 사양

     핫셀 내부사이즈 및 주요기능은 표 

11.4-7, 11.4-7-1과 같다.

  2) 차폐

     각 핫셀의 차폐물질 및 두께는 표 

11.4-8, 11.4-8-1과 같다. 핫셀을 관통하는 개

구(Penetration Hole), 도어(Door) 및 플러그

(Plug) 등은 방사선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오프셀 또는 계단식)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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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너

   M1∼M4 핫셀의 ∼ 두께는 표 11.4-8과 

같다.

4) 원격조종기

      각 핫셀에 설치되는 원격조종기의 용량 

및 수량은 표 11.4-8과 같다.

      (이하 생략)

      특히 M6핫셀은 기 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 다.

   5) 차폐창

      각 핫셀에 설치되는 차폐창의 수량 및 

사이즈는 표 11.4-8과 같다. 본 시설에 설치되

는 차폐창은 모두 건식형이다.

   6) 핫셀출입문(Rear Door)

      핫셀출입문을 ∼  같도록 하 다.  각 

핫셀에 설치되는 핫셀출입문의 수량 및 사이

즈는 표 11.4-8과 같다.  특히, M6핫셀에 설

치되는 도어는 기 이 유지되도록 별도의 기

문이 설치되어 완전히 폐되어 있다.  핫

셀출입문은 ∼ 연동(Interlock)되어 있다.

   7) 셀간도어, 크레인도어 및 크레인게이트

      셀간도어는 ∼  연결되어 있다.

8) 핫셀크레인

M1 ∼ M4 핫셀, M5a, M5b 핫셀 그리고 M6

핫셀 내에 각각 1개씩의 핫셀크레인(In-Cell 

Crane)이 설치되어 있는데 크레인의 취급용량

은 1.0 톤이다.

9) 기타설비

   (이하 생략)

3) 라이너

   M1∼M4 핫셀의 ∼ 두께는 표 11.4-8, 표 

11-4-8-1과 같다.

4) 원격조종기

      각 핫셀에 설치되는 원격조종기의 용량 

및 수량은 표 11.4-8, 11.4-8-1과 같다.

      (이하 생략)

      특히 M6핫셀과 M8핫셀은 기 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 다.

   5) 차폐창

      각 핫셀에 설치되는 차폐창의 수량 및 

사이즈는 표 11.4-8, 11.4-8-1과 같다. 본 시

설에 설치되는 차폐창은 모두 건식형이다.

   6) 핫셀출입문(Rear Door)

      핫셀출입문을 ∼  같도록 하 다.  각 

핫셀에 설치되는 핫셀출입문의 수량 및 사이

즈는 표 11.4-8, 11.4-8-1과 같다.  특히, M6

핫셀과 M8핫셀에 설치되는 도어는 기 이 유

지되도록 별도의 기 문이 설치되어 완전히 

폐되어 있다.  핫셀출입문은 ∼ 연동

(Interlock)되어 있다.

   7) 셀간도어, 크레인도어 및 크레인게이트

      셀간도어는 ∼ 연결되어 있다.

M8a와 M8b핫셀 간에 크레인의 이동을 위해 

설치된 크레인게이트와 크레인도어가 설치되

며,  크레인게이트는 자체구동장치 없이 핫셀

크레인의 주행을 위해 설치된 레일위를 

Power Manipulator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크레인도어는 공기압 구동장치에 

의해 개폐된다.

8) 핫셀크레인

M1 ∼ M4 핫셀, M5a, M5b 핫셀 그리고 M6

핫셀, M8핫셀 내에 각각 1개씩의 핫셀크레인

(In-Cell Crane)이 설치되어 있는데 크레인의 

취급용량은 1.0 톤이다.

9) 기타설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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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75

11.4.3.5

11.4.3.5 격리실(Isolation Room)

M6핫셀로부터 ∼ 시공하 다.  로브를 이

용해서 작업토록 하 고, 작업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작업대를 설치하 다.  또한 루프

도어를 ∼ 공기분위기(Air Atmosphere)에서 

운전된다.

핫셀 내 기기의 ∼ 질소로 채워지도록 하

다.

11.4.3.5 격리실(Isolation Room)

M6핫셀로부터 ∼ 시공하 다.  로브 및 원

격조작기를 이용해서 작업토록 하 고, 작업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대를 설치하

다.  또한 루프도어를 ∼ 공기분위기(Air 

Atmosphere)에서 운전된다.

핫셀 내 기기의 ∼ 질소로 채워지도록 하

다.

M8핫셀의 출입문의 개방시 오염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M8a핫셀 출입문 바깥에 한 개

의 격리실을 설치하 다. 격리실 내부에는 장

비의 취급을 위하여 1톤 용량의 회전(Jib) 크

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P11-86

11.4.4.2.2-1

(없음) 11.4.4.2.2-1 알파-감마셀(M8)의 환기

M8 핫셀은 서비스구역에 설치된 인입여과기

(MOD + HEPA 필터)를 거쳐 서비스구역의 

공기가 핫셀 내로 유입되며 유입된 공기는 핫

셀 내를 환기시킨 후 핫셀내의 1차 여과기

(MOD + HEPA)를 거쳐 핫셀 밖으로 배출된

다. 배출된 공기는 기존에 설치된 주 덕트로 

모아진 후 2차 여과기(HEPA + 활성탄 + 

HEPA 필터)를 거쳐 DUP FAN을 통하여 굴

뚝으로 배출된다. DUP FAN은 조사재시험시

설의 핫셀배기계통에서 사용하는 DUP FAN

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핫셀의 환기계통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핫셀 내부 운전조건

    - 온도 : 25 ∼ 35℃

    - 압력 : -27 ∼ -30 ㎜Aq

(2) 핫셀 내부는 항상 외부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하여 내부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M8 핫셀의 환기계통의 계통도는 그림 

11.4-9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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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100

11.4.4.9

조사재 시험시설내에는 다양한 ∼ 용도가 

표 11.4-10에 주어져 있다.

조사재 시험시설내에는 다양한 ∼ 용도가

표 11.4-10 에 주어져 있다.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을 위한 취급설비에 

대한 취급설비의 위치, 용량, 수량 및 용도는 

표 11.4-10-1에 주어져 있다.

p11-101

11.4.5.1.2

11.4.5.1.2 외부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에서 누출되는 방사

성물질로 인하여 주변주민이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의 제한치는 전신에 대해서는 

5.0×10-3㏜/yr이고 갑상선에 대해서는 

3.0×10
-2
/yr이다. 설계기준치는제한치의 

1/100로서 전신피폭의 경우는 5.0×10-5㏜

/yr이고 갑상선피폭의 경우는 3.0×10-4㏜

/yr이다.

11.4.5.1.2 외부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에서 누출되는 방사성물

질로 인하여 주변주민이 받는 방사선피폭선량

의 제한치는 과기부고시 2002-23호, “방사선방

호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

다.

1) 감마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1m㏉/yr

2) 베타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2m㏉/yr

3)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 0.05m㏜/yr

4)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등가선량 : 0.15m㏜/yr

5) 입자상 방사성물질, 3H, 14C 및 방사성옥소

에 의한 인체 장기 등가선량 : 0.15m㏜/yr

p11-102

11.4.5.2.3

11.4.5.2.3 차폐계산 결과

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는 표 

11.4-11에 나와 있다.

11.4.5.2.3 차폐계산 결과

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는 표 

11.4-11, 11.4-11-1에 나와 있다.

p11-110

11.4.6.2.1

11.4.6.2.1 봉선원

1) 차폐설계용 선원

조사재시험시설에서의 ∼ 표 11.4-4와 같

이 점선원으로 하 다.

11.4.6.2.1 봉선원

1) 차폐설계용 선원

조사재시험시설에서의 ∼ 표 11.4-4와 같이 점

선원으로 하 다.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에서의 차폐설계용 선

원은 3)항에서 기술된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으

로 하여 5Batch의 연간 취급량(100㎏)중 2Batc

h분의 폐용융염만이 외부로 반출되고 나머지는 

모두 핫셀내에 점선원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가

정하 으며 이경우의 감마선은 표 11.4-4-1과 

같다.

p11-111

11.4.6.2.1

(없음) 3) 부유선원계산용선원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에서의 부유선원의 발

생원은 핫셀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분말화공

정, 금속전환공정, 주조공정 및 폐용융염처리공

정에서 발생하는 핵분열성 가스 및 휘발성 핵

분열생성물이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사용후핵

연료를 기준으로한 선원계산기준은 다음과 같

다.

- 사용후핵연료 취급량 : 20㎏-HM/Batch

- U-235 농축도 : 3.5wt%

- 연소도 : 43,000MWD/MT

U

- 냉각기간 : 10년

- 연간취급량 : 100㎏-HM(5Bat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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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111

11.4.6.2.2

핫셀 외부에서 모든 방사성물질은 ∼ 이때

의 부유선원은 표11.4-13과 같다.

(변경후 내용은 첨부 1에 수록)

p11-119

11.4.6.6

11.4.6.6 주민피폭선량평가

부지주변 주민들이 받는  ∼ 계산을 위한 

주요 입력 및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부유선원 : 11.4.6.2.2항 참조

2) 연간취급가압경수로 핵연료 개수 : 240r

od

3) 여과기 : HEPA 여과기 1단

활성탄 여과기 1단

4) 여과기효율 : HEPA 여과기 = 99.97%

활성탄 여과기 = 99.75%

5) 대기확산인자 : (χ/Q) = 1.26×10
-6
sec/㎥

                  (본 안전성분석보고서 

2.3항 참조)

계산방법은 ∼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

11.4.6.6 주민피폭선량평가

(변경후 내용은 첨부 2에 수록)

p11-123

11.4.6.8.5-1

(없음) 11.4.6.8.5-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핫셀 내 

화재

            (변경후 내용은 첨부 3에 수록)

p11-141 표 11.4-2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의 동적해

석 결과

표 11.4-2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의 동적해석 

결과

         (변경후 내용은 첨부 4에 수록)

p11-144 (없음) 표 11.4-4-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의  방사

선원  

           (추가내용은 첨부 5에 수록)

p11-152 (없음) 표 11.4-5-2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각 핫셀

의 시험기기

           (추가내용은 첨부 6에 수록)

p11-154 (없음) 표 11.4-7-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핫셀의 

기능  

            (추가내용은 첨부 7에 수록)

p11-155 (없음) 표 11.4-8-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핫셀의 

기본사양                  (추가내용은 첨부 8

에 수록)

p11-157 (없음) 표 11.4-10-1 차세대관리공정 실증시설 내의 기

자재 

             취급설비   

             (추가내용은 첨부 9에 수록)

p11-158 (없음) 표 11.4-11-1 차세대관리공정 실증시설 핫셀의 

차폐계산결과   

           (추가내용은 첨부 10에 수록)

p11-159 표 11.4-13 PWR 핵연료봉 절단 및 연마시

의 부유선원

표 11.4-13 PWR 핵연료봉 절단 및 연마시의 부

유

           선원 

          (변경후 내용은 첨부 11에 수록)

p11-159 (없음) 표 11.4-13-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의 부유선

원  

            (추가내용은 첨부 12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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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내용 (9/9)

Page 및

항목
변경전 변경후

p11-161 (없음) 표 11.4-15-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작업

종사자의 연간 작업시간과 집적

선량

            (추가내용은 첨부 13에 수록)

p11-162 표 11.4-16 방사성물질의 방출로 인한 최대

개인 주민피폭선량

표 11.4-16 정상운전시의 방사성물질의 연간

방출량

표 11.4-16-1 방사성물질의 방출로 인한 최대

개인 주민피폭선량

표 11.4-16-2 최대개인피폭선량의 법규와의 

비교표

       (변경후 내용 및 추가내용은 첨부 14

에 수록)

p11-163 (없음) 표 11.4-18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핫셀 내  

화재로 인한 환경 향

          (추가내용은 첨부 15에 수록)

p11-221 그림 11.4-1 조사재시험시설의 형상 및 제

원

그림 11.4-1 조사재시험시설의 형상 및 제원

          Basement Floor Plan(1 of 9) 변경

           (변경후 내용은 첨부 16에 수록)

p11-230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

석모델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

모델

           (변경후 내용은 첨부 17에 수록)

p11-261 그림 11.4-4 General Arrnagement of IME

F Building

그림 11.4-4 General Arrnagement of IMEF 

Building              Basement Plan(1 of 

8) 변경

           (변경후 내용은 첨부 18에 수록)

p11-269 (없음) 그림 11.4-5-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공정

도

            (추가 내용은 첨부 19에 수록)

p11-275 (없음) 그림 11.4-6-2 M8 핫셀내 차세대관리공정 시

험시설 

              기기배치도

             (추가 내용은 첨부 20에 수록)

p11-278 그림 11.4-9 P&I Diagram of HVAC 

System of IMEF Building

그림 11.4-9 P&I Diagram of HVAC System 

of IMEF Building

            (변경후 내용은 첨부 21에 수록)

p11-283 그림 11.4-13 압축공기 공급계통의 계통도 그림 11.4-13 압축공기 공급계통의 계통도

             (변경후 내용은 첨부 22에 수

록)

p11-292 그림 11.4-19 방사선 감시계통 구성도 그림 11.4-19 방사선 감시계통 구성도

        - Area Monitor 2 Set 추가

        - Room Air Monitor 2 Set 추가

        - Hot Cell Door Monitor 2 Set 추

가

             (변경후 내용은 첨부 23에 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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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11.4.6.2.2 부유선원

핫셀외부에서 모든 방사성물질은 폐된 상태로 취급되므로 핫셀 외에서 조사

연료의 취급으로 인한 부유선원은 무시된다.

핫셀 내부에서의 조사연료의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유선원은 조사재시험시설과 차

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 조사재시험시설의 부유선원

핫셀 내에서 부유선원은 조사연료의 절단, 연마 및 처리시험시에 발생되는 핵분열 

가스 및 분진으로 보수적인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핵분열가스는 조사연료의 절단시 핵연료 펠릿으로부터 누출되어 갭(Gap)에 존재하

고 있던 양이 누출된다. 보수적으로 갭에 존재하고 있던 양은 Tritium에 대해서는 

전체양의 1%, 기타의 가스에 대해서는 전체양의 10%로 가정한다. 조사연료의 절단

작업은 물 또는 기름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출된 가스중 요오드 가스는 대부

분 물 속에서 제거되어 1%만 부유되지만 본 공정에서는 보수적 가정을 위해 누출

량의 1/50, 즉 2% 만이 핫셀 내로 부유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요오드를 제외한 다른 분진 역시 절단작업이 물 또는 기름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된 양의 극히 일부만이 부유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발생된 분진 모두가 부유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계산된 조사재시험시설의 부유선원은 표 11.4-13과 같다.

2)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의 부유선원

(1) 탈피복(Slitting) 공정 및 분말화(Voloxidation) 공정

분말화 공정은 핵연료의 온도를 500℃ 이하로 운전하므로 방사성가스를 제외한 

핵종은 방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탈피복 및 분말화공정에서는 Kr, Xe, I, H와 같

은 방사성가스만이 전량 방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금속전환(Metalization) 공정

금속전환공정은 650℃에서 운전되고 시험장치에 cold trap이 설치된다. 따라서 

휘발성핵종은 방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Ru, Tc, 

Mo, Se, Rb, Te와 같은 휘발성핵종의 1%가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주조(Smelting & Casting) 공정

주조공정의 운전온도는 1,400℃ 이고 시험장치에 cold trap이 설치된다. 따라서 

시험온도조건에서 Ru, Tc, Mo, Se, Rb, Te와 같은 휘발성핵종과 Cs, Cd, S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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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준휘발성 핵종이 일부 방출되더라도 cold trap에서 포집된다. 그러나 보

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금속전환체에 잔류하는 휘발성핵종 및 준휘발성핵종이 전

량 방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 폐용융염 처리공정

폐용융염 처리공정의 운전온도는 550℃로 제한되므로 핵분열 가스를 제외한 모

든 핵종은 잔류한다. 따라서 폐용융염 처리공정에서는 방사성핵종의 방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5) 방출선원항의 결정

위와 같은 방출특성 및 공정별 방사성물질의 수지를 고려한 각핵종의 공정별 방

출량은 표 11.4-1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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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11.4.6.6 주민피폭선량평가

부지주변 주민들이 받는 피폭선량은 시설로부터의 직접피폭과 부유방사성 방

출물의 확산에 따른 피폭으로 구분된다.

조사재시험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북서쪽에 건설된다. 남쪽과 동쪽으로는 연구소의 

다른 시설이 있으며 북쪽 및 서쪽경계는 낮은 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로부터

의 직접피폭은 핫셀 내에 존재하는 선원에 의한 것이나 위와 같은 부지특성상 직접피폭

의 향은 무시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핫셀의 배기에 포함되어 굴뚝을 통해 주

변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최대 개인 내부피폭선량만을 고려하 다.

방출되는 방사선원은 11.4.6.2.2항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들 부유선원이 핫셀 배기계통에 

설치된 여과기를 거쳐 하나로 스택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주민피폭선

량을 평가하 다.

계산을 위한 주요 입력은 아래와 같다.

1) 부유선원 : 11.4.6.2.2항 참조 (표 11.4-13 및 11.4-13-1 참조)

2) 여과기 : HEPA 여과기 2단

활성탄 여과기 1단

3) 여과기효율 : HEPA 여과기 = 99.97%

활성탄 여과기 = 99.75%

4) 대기확산인자 : (χ/Q) = 1.308×10
-4 
sec/㎥

5) 침적인자 : (D/Q) = 6.353×10
-8 
sec/㎡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에 위치한 기상관측탑에서 

2002년에 측정한 연간 기상자료의 통계치 및 방사성물질의 방출특성자료를 사용하

여 평가한 “대덕 원자력관련시설의 운 중 방사선 환경 향평가(2002년보)”의 값중 

부지경계에서의 최대값을 사용함)

핫셀내에서 부유되어 핫셀배기계통의 여과기를 거쳐 하나로 스택을 통해 환경으로 방

출되는 방사성핵종의 방출량은 표 11.4-16에 수록되어 있다.

주민피폭선량의 계산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 1.111에 근거하여 개발된 전

산프로그램 GASPAR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GASDOS를 사용하 으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신권고(ICRP 60)의 평가체제를 반 한 선량환산인자를 적용하여 

평가하 다.

평가결과 부지주변의 개인이 받는 최대피폭선량은 표 11.4-16-1과 같으며 이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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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규의 규제치와 비교하면 표 11.4-16-2와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재시험시설 및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의 운전으로 인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주변주민의 피폭선량은 원자력법규에 따른 규제기준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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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11.4.6.8.5-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핫셀 내의 화재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의 핫셀 내에서 취급되는 핵연료는 자체로서는 인화성 및 발

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융점도 상당히 높고, 시설 내부에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진화

할 수 있는 화재방호설비(Halon 계통)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화재시 핵연료 파손으로 인

한 방사성물질의 누출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핫셀 내에는 기본적으로 배기필터 및 전

기 케이블 외에는 가연성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화재 발생시에도 확산가능성이 없어 

국부적인 화재에 그치며 1차여과기에 향을 주기 전에 셀 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Halon 계통에 의해 즉시 진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화재로 인한 잠재적인 방사선피폭

을 평가하기 위해 핫셀 내의 화재로 인해 핫셀 내의 1차여과기가 연소하여 1차여과기에 

축적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에 대해 평가하 다.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에 산출하 다.

(가) 핫셀 내 화재로 인해 핫셀 내에 설치되어 있는 1차여과기는 향을 받지

만 배기팬실에 설치되어 있는 2차여과기의 성능은 향을 받지 않는다.

(나) 핫셀 내의 1차여과기에는 최대 5회분의 핵연료를 취급할 때 발생하는 방

사성물질이 최대로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운전기간에 따

른 방사성핵종의 붕괴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 핫셀 내 화재시에도 핫셀의 기 성은 유지되므로 방출된 원소는 핫셀 배

기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한다. 설령 핫셀 외부로 누출되더라도 핫셀의 운전구역 및 

서어비스구역의 대기는 건물의 배기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한다. 핫셀 내 화재시에도 

핫셀의 배기는 다른 핫셀의 배기와 합쳐져 냉각되므로 배기팬실의 핫셀 배기필터 또는 

건물의 배기필터는 손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출된 원소는 대부분이 HEPA 필터에 의해 

제거되며 극히 일부분만이 하나로의 스택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된다. 핫셀 배기계통에는 

활성탄 필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고시에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 불활성 기체는 공정운전시 모두 방출하여 핫셀 내의 1차여과기에는 잔류

하지 않는다.

(마) 사고시 방사성물질은 2시간 이내에 전량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피폭선량의 계산을 위한 단기대기확산인자의 계산은 2002년도에 1년 동안 하

나로 기상탑에서 측정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PAVAN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하 다.  

단기대기확산인자는 하나로 부지 제한구역 경계 외부에서의 최대값인 1.38×10
-2
sec/㎥을 

사용하 다.



부록 2-1-16

내부피폭의 계산을 위한 선량환산인자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신권고(ICRP 

60)에 따른 값을 사용하 으며 기타의 방법은 본 안전성분석보고서 16.4.3.4항에 따른다.

위와 같은 가정하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이에 따른 최대개인 내부피

폭선량은 표 11.4-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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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표 11.4-2  조사재 시험시설 건물의 동적해석 결과 - Modal Periods and Frequencies

MODE
Period

(Time)

Frequency

(Cycle/Time)

Individual mode(percent) Cumulative mode (percent)

Ux Uy Uz Ux Uy Uz

1 0.199944 5.000745 0.8665 0.0027 0.4924 0.8665 0.0027 0.4924

2 0.193661 5.164525 0.0944 0.0040 2.3962 0.9610 0.0067 2.8885

3 0.155900 6.408018 0.0955 0.1061 0.0448 1.0565 0.1128 2.9334

4 0.139241 7.149962 0.3005 56.3843 0.0005 1.3570 56.4971 2.9339

5 0.119513 8.366388 0.0211 0.0389 1.3621 1.3780 56.5360 4.2960

6 0.113032 8.859711 0.0979 0.0498 0.0003 1.4759 56.5858 4.2963

7 0.109679 9.139920 1.0915 0.5827 0.0006 2.5674 57.1684 4.2969

8 0.102467 9.814056 0.4936  0.4586 0.0060 3.0610 57.6271 4.3029

9 0.099745 9.897878 2.5923 0.0904 0.1670 5.6533 57.7175 4.4699

10 0.099244 10.042243 0.0231 0.0516 0.0570 5.6764 57.7690 4.5270

11 0.093173 10.639875 0.0032 0.0587 0.0019 5.6795 57.8278 4.5289

12 0.090099 11.109772 11.0158 0.0002 0.1855 16.6953 57.8280 4.7144

13 0.084255 11.938594 2.5789 0.0611 1.2394 19.2742 57.8891 5.9538

14 0.082876 12.126310 6.3895 0.0071 1.4874 25.6638 57.8962 7.4412

15 0.081334 12.327839 5.8572  0.4874 0.0242 31.5210 58.3836 7.4654

16 0.080534 12.534661 1.4030  0.0001 0.6946 32.9239 58.3837 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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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표 11.4-4-1  차세대관리종합공정 시험시설의 방사선원

셀번호 셀   명 선원 산출 기준 방 사 선 원

M8a Hot Cell for 

Process

PWR 핵연료 절단편 100㎏

 - 연소도 : 43,000 MWD/MTU

 - 냉  각 : 10년 이상

 - 농축도 : 3.5wt%

- γ-ray 7.42×10
14
 ㏃

1)

- 점선원

M8b Hot Cell for 

Maintenance

주 : 1) 감마선의 에너지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감마선 에너지 (MeV) 감마선원 (㏃)

1.00E-02 2.15E+14

2.50E-02 4.63E+13

3.75E-02 4.81E+13

5.75E-02 4.34E+13

8.50E-02 2.56E+13

1.25E-01 2.25E+13

2.25E-01 2.21E+13

3.75E-01 1.12E+13

5.75E-01 2.70E+14

8.50E-01 2.67E+13

1.25E+00 9.91E+12

1.75E+00 2.88E+11

2.25E+00 9.52E+09

2.75E+00 6.75E+08

3.50E+00 8.68E+07

5.00E+00 2.67E+06

7.00E+00 3.08E+05

9.50E+00 3.54E+04

Total 7.42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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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표 11.4-5-2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각 핫셀의 시험기기

CELL

 NO.

EQUIPMENT 

NAME

QUANTI

TY
SPECIFICATION

M8a

 Slitting Machine 1 set

 1. Type : 3상 유도전동기

 2. 용량 : 500 W

 3. 전원 : 3상 / 220 V

 4. 감속비 : 

 Vol-oxidizer 1 set

 1. Type : Vibration bed reactor furnace

 2. Temp. : Room temp. to 500 ℃

 3. Environment : Air

 Metallizer 1 set

 1. Type : Electrolytic reduction reactor 

furnace

 2. Temp. : Room temp. to 650 ℃

 3. Environment : Ar gas

 Smelter 1 set

 1. Type : Induction furnace reactor

 2. Temp. : Room temp. to 1400 ℃

 3. Environment : Ar gas

 Waste MS 

treatment

 device

1 set

 1. Type : Moulding furnace bed

 2. Temp. : Room temp. to 550 ℃

 3. Environment : Ar gas

 O f f - g a s 

treatment

 system

1 set

 1. Type : Continuous flow treatment

 2. Operating pressure : -0.2 ∼ +0.2 

kg/cm
2

 3. Major components : Off-gas trapping 

column

M8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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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표 11.4-7-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핫셀의 기능

셀 명 기  능

M8a

(공정셀)

1) 사용후핵연료의 반입 및 저장

2)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 탈피복 및 분말화 공정

- 금속전환공정

- 주조공정

- 폐용융염처리공정

3) 폐기물 저장 및 반출

M8b

(유지보수셀)

1) 기기 및 크레인의 제염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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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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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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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0

표 11.4-11-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핫셀의 차폐계산결과

셀번호 설계용량

차  폐
결과

(10-5㏜/hr)
재질 두께(㎜)

M8 표 11.4-4-1 참조
중량콘크리트

중량콘크리트 + 스틸

900

800 + 40

0.210

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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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표 11.4-13 PWR 핵연료봉 절단 및 연마시의 부유선원

핵 종
선 원

(Ci)
핵 종

선 원

(Ci)

입자상

Sr-89

Sr-90

 Y-91

Zr-95

Nb-95

692.1

237.9

1,016.5

1,654.6

724.6

Ru-103

Ru-106

Sb-125

Cs-134

Cs-137

Ce-144

21.6

767.8

346.1

2,768.4

778.6

1,438.3

기  체

 H-3

Kr-85

2.8

473.0

기  체

 I-13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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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표 11.4-13-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의 부유선원 (1/3)     (단위 : Ci)

핵종
탈피복/분말화 금속전환 주조 폐용융염 처리 합계

선원 부유선원 선원 부유선원 취급선원 부유선원 선원 부유선원 부유선원

H-3 5.76E+01 5.76E+01 5.76E+01

C-14 7.55E-02 7.55E-02 1.74E-03 1.74E-03 7.37E-02 1.74E-03

P-32 3.48E-09 3.48E-09 8.01E-11 3.40E-09

S-35 1.32E-12 1.32E-12 3.03E-14 1.29E-12

Cl-36 1.50E-03 1.50E-03 3.45E-05 1.47E-03

Ar-37 2.94E-33 2.94E-33 6.77E-35 2.88E-33

Ar-39 7.72E-06 7.72E-06 1.78E-07 7.55E-06

Ca-41 2.42E-05 2.42E-05 5.57E-07 2.37E-05

Ca-45 1.19E-08 1.19E-08 2.74E-10 1.17E-08

Sc-46 5.61E-16 5.61E-16 1.29E-17 5.48E-16

Cr-51 6.61E-40 6.61E-40 1.52E-41 6.45E-40

Mn-54 4.77E-05 4.77E-05 1.10E-06 4.66E-05

Fe-55 9.21E-02 9.21E-02 2.12E-03 9.00E-02

Fe-59 4.20E-26 4.20E-26 9.67E-28 4.11E-26

Co-58 6.29E-16 6.29E-16 1.45E-17 6.14E-16

Co-60 5.59E+00 5.59E+00 1.29E-01 5.46E+00

Ni-59 1.25E-03 1.25E-03 2.88E-05 1.22E-03

Ni-63 2.02E-01 2.02E-01 4.65E-03 1.98E-01

Zn-65 5.45E-04 5.45E-04 1.25E-05 5.33E-04

Se-79 5.28E-02 5.28E-02 5.28E-04 1.21E-03 1.21E-03 5.16E-02 1.74E-03

Kr-85 6.21E+02 6.21E+02 6.21E+02

Sr-89 1.72E-17 1.72E-17 3.96E-19 1.68E-17

Sr-90 7.27E+03 7.27E+03 1.67E+02 7.11E+03

Y-90 7.28E+03 7.28E+03 7.13E+03 1.46E+02

Y-91 2.19E-14 2.19E-14 2.15E-14 4.38E-16

Zr-93 2.32E-01 2.32E-01 2.27E-01 4.63E-03

Zr-95 1.32E-12 1.32E-12 1.29E-12 2.63E-14

Nb-93M 9.85E-02 9.85E-02 2.27E-03 9.62E-02

Nb-95 2.92E-12 2.92E-12 6.72E-14 2.86E-12

Nb-95M 9.77E-15 9.77E-15 2.25E-16 9.54E-15

Mo-93 8.20E-05 8.20E-05 8.20E-07 1.89E-06 1.89E-06 8.01E-05 2.71E-06

Tc-99 1.67E+00 1.67E+00 1.67E-02 1.63E+00 1.63E+00 3.34E-02 1.65E+00

Rh-103M 2.06E-23 2.06E-23 2.02E-23 4.12E-25

Ru-103 2.29E-23 2.29E-23 2.29E-25 2.24E-23 2.24E-23 4.57E-25 2.26E-23

Ru-106 7.82E+01 7.82E+01 7.82E-01 7.66E+01 7.66E+01 1.56E+00 7.74E+01

Rh-106 7.82E+01 7.82E+01 7.66E+01 1.56E+00

Pd-107 1.59E-02 1.59E-02 3.66E-04 1.55E-02

Ag-108 1.36E-04 1.36E-04 1.33E-04 2.71E-06

Ag-108M 1.52E-03 1.52E-03 1.49E-03 3.04E-05

Ag-109M 6.48E-04 6.48E-04 6.35E-04 1.30E-05

Ag-110 3.88E-04 3.88E-04 3.80E-04 7.75E-06

Ag-110M 2.91E-02 2.91E-02 2.86E-02 5.83E-04

Cd-109 6.47E-04 6.47E-04 6.34E-04 6.34E-04 1.29E-05 6.34E-04

Cd-113M 5.01E+00 5.01E+00 4.91E+00 4.91E+00 1.00E-01 4.91E+00

Cd-115M 6.01E-23 6.01E-23 5.89E-23 5.89E-23 1.20E-24 5.89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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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13-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의 부유선원 (2/3)      (단위 : Ci)

핵종
탈피복/분말화 금속전환 주조 폐용융염 처리 합계

선원 부유선원 선원 부유선원 선원 부유선원 선원 부유선원 부유선원

In-113M 3.54E-11 3.54E-11 8.15E-13 3.46E-11

In-114 1.34E-22 1.34E-22 3.09E-24 1.31E-22

In-114M 1.40E-22 1.40E-22 3.22E-24 1.37E-22

In-115M 4.16E-27 4.16E-27 9.57E-29 4.06E-27

Sn-113 3.54E-11 3.54E-11 8.14E-13 3.46E-11

Sn-119M 1.06E-03 1.06E-03 2.43E-05 1.03E-03

Sn-121M 7.03E-05 7.03E-05 1.62E-06 6.87E-05

Sn-123 1.48E-06 1.48E-06 3.40E-08 1.45E-06

Te-125M 3.73E+01 3.73E+01 3.73E-01 8.58E-01 8.58E-01 3.65E+01 1.23E+00

Te-127 1.62E-07 1.62E-07 1.62E-09 3.72E-09 3.72E-09 1.58E-07 5.34E-09

Te-127M 1.65E-07 1.65E-07 1.65E-09 3.80E-09 3.80E-09 1.61E-07 5.45E-09

Te-129 8.30E-26 8.30E-26 8.30E-28 1.91E-27 1.91E-27 8.10E-26 2.74E-27

Te-129M 1.27E-29 1.27E-29 1.27E-31 2.93E-31 2.93E-31 1.24E-29 4.20E-31

Sb-124 1.43E-16 1.43E-16 1.41E-16 1.41E-16 2.87E-18 1.41E-16

Sb-125 1.53E+02 1.53E+02 1.50E+02 1.50E+02 3.06E+00 1.50E+02

Sb-126 1.43E-02 1.43E-02 1.40E-02 1.40E-02 2.86E-04 1.40E-02

Sb-126M 1.02E-01 1.02E-01 1.00E-01 1.00E-01 2.05E-03 1.00E-01

Sn-126 1.02E-01 1.02E-01 1.00E-01 2.05E-03

I-129 4.10E-03 4.10E-03 4.10E-03

Cs-134 9.22E+02 9.22E+02 2.12E+01 2.12E+01 9.01E+02 2.12E+01

Cs-135 4.06E-02 4.06E-02 9.34E-04 9.34E-04 3.97E-02 9.34E-04

Cs-137 1.08E+04 1.08E+04 2.49E+02 2.49E+02 1.06E+04 2.49E+02

Ba-137M 1.02E+04 1.02E+04 2.35E+02 9.98E+03

Ce-141 3.23E-29 3.23E-29 7.43E-31 3.15E-29

Ce-144 1.90E+01 1.90E+01 4.36E-01 1.85E+01

Pr-144 1.90E+01 1.90E+01 1.86E+01 3.79E-01

Pr-144M 2.28E-01 2.28E-01 2.23E-01 4.55E-03

Pm-147 9.57E+02 9.57E+02 9.38E+02 1.91E+01

Pm-148 3.64E-25 3.64E-25 3.57E-25 7.29E-27

Pm-148M 6.47E-24 6.47E-24 6.34E-24 1.29E-25

Sm-151 4.06E+01 4.06E+01 9.34E-01 3.97E+01

Eu-154 6.77E+02 6.77E+02 1.56E+01 6.61E+02

Eu-155 2.36E+02 2.36E+02 5.43E+00 2.31E+02

Gd-153 5.35E-06 5.35E-06 1.23E-07 5.23E-06

Tb-160 1.27E-13 1.27E-13 2.91E-15 1.24E-13

Ho-166M 5.25E-04 5.25E-04 1.21E-05 5.13E-04

W-181 3.91E-11 3.91E-11 9.00E-13 3.82E-11

W-185 3.30E-15 3.30E-15 7.59E-17 3.23E-15

W-188 1.63E-17 1.63E-17 3.74E-19 1.59E-17

Re-188 1.64E-17 1.64E-17 3.78E-19 1.60E-17

Po-210 7.51E-11 7.51E-11 1.73E-12 7.34E-11

Th-230 1.11E-05 1.11E-05 1.09E-05 2.22E-07

Th-234 3.14E-02 3.14E-02 3.08E-02 6.28E-04

Pa-233 4.93E-02 4.93E-02 4.83E-02 9.86E-04

Pa-234M 3.14E-02 3.14E-02 3.08E-02 6.28E-04

U-234 1.04E-01 1.04E-01 1.02E-01 2.08E-03

U-236 2.99E-02 2.99E-02 2.93E-02 5.98E-04

U-237 2.20E-01 2.20E-01 2.16E-01 4.40E-03

U-238 3.14E-02 3.14E-02 3.08E-02 6.28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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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13-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의 부유선원 (3/3)     (단위 : Ci)

핵종
탈피복/분말화 금속전환 주조 폐용융염 처리 합계

선원 부유선원 선원 부유선원 선원 부유선원 선원 부유선원 부유선원

Np-237 4.93E-02 4.93E-02 4.83E-02 9.86E-04

Np-238 7.41E-03 7.41E-03 7.27E-03 1.48E-04

Np-239 3.70E+00 3.70E+00 3.63E+00 7.40E-02

Np-240M 1.43E-07 1.43E-07 1.40E-07 2.86E-09

Pu-238 4.38E+02 4.38E+02 4.29E+02 8.76E+00

Pu-239 3.54E+01 3.54E+01 3.46E+01 7.07E-01

Pu-240 6.20E+01 6.20E+01 6.07E+01 1.24E+00

Pu-241 8.98E+03 8.98E+03 8.80E+03 1.80E+02

Pu-242 2.71E-01 2.71E-01 2.65E-01 5.41E-03

Pu-243 6.42E-08 6.42E-08 6.29E-08 1.28E-09

Am-241 1.95E+02 1.95E+02 1.91E+02 3.91E+00

Am-242

M
1.48E+00 1.48E+00 1.45E+00 2.97E-02

Am-242 1.48E+00 1.48E+00 1.45E+00 2.95E-02

Am-243 3.70E+00 3.70E+00 3.63E+00 7.40E-02

Cm-242 1.22E+00 1.22E+00 1.20E+00 2.44E-02

Cm-243 2.94E+00 2.94E+00 2.88E+00 5.87E-02

Cm-244 4.38E+02 4.38E+02 4.30E+02 8.77E+00

Cm-245 5.72E-02 5.72E-02 5.60E-02 1.14E-03

Cm-246 1.72E-02 1.72E-02 1.68E-02 3.44E-04

Total 4.96E+04 6.79E+02 4.90E+04 1.17E+00 1.90E+04 5.04E+02 2.99E+04 1.18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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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3

표 11.4-15-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작업종사자의 연간 작업시간과 집적선량

작업 방사선구역
방사선준위

(μ㏜/hr)

소요작업시간

(hr/yr)
소요인원수

연간집적선량

(man-m㏜/yr)

사용후핵연료 

및 폐기물의 

반입/반출

7,000

8,000

9,000

3.125

125.0

500.0

-

50

-

-

2

-

-

12.5

-

소  계 - 50 2 12.5

공정설비 운전 7,000

8,000

9,000

3.125

125.0

500.0

200

-

-

5

-

-

3.1

-

-

소  계 - 200 5 3.1

제염 및 보수 7,000

8,000

9,000

3.125

125.0

500.0

200

50

10

2

2

1

1.3

12.5

5.0

소  계 - 810 5 18.8

합  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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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4

표 11.4-16 정상운전시의 방사성물질의 연간방출량

(IMEF : 조사재시험시설, ACP :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핵종
핫셀내 부유선원 (Ci/yr) 환경방출량 (Ci/yr)

합계
IMEF ACP IMEF ACP

H-3 2.80E+00 5.76E+01 2.80E+00 5.76E+01 6.04E+01

C-14 1.74E-03 1.74E-03 1.74E-03

Se-79 1.74E-03 1.57E-10 1.57E-10

Kr-85 4.73E+02 6.21E+02 4.73E+02 6.21E+02 1.09E+03

Sr-89 6.92E+02 6.24E-05 6.24E-05

Sr-90 2.38E+02 2.13E-05 2.13E-05

Y-91 1.02E+03 9.15E-05 9.15E-05

Zr-95 1.65E+03 1.49E-04 1.49E-04

Nb-95 7.25E+02 6.51E-05 6.51E-05

Mo-93 2.71E-06 2.44E-13 2.44E-13

Tc-99 1.65E+00 1.49E-07 1.49E-07

Ru-103 7.79E+02 2.26E-23 7.02E-05 2.04E-30 7.02E-05

Ru-106 1.44E+03 7.74E+01 1.29E-04 6.97E-06 1.36E-04

Cd-109 6.34E-04 5.71E-11 5.71E-11

Cd-113M 4.91E+00 4.42E-07 4.42E-07

Cd-115M 5.89E-23 5.30E-30 5.30E-30

Te-125M 1.23E+00 1.11E-07 1.11E-07

Te-127 5.34E-09 4.81E-16 4.81E-16

Te-127M 5.45E-09 4.91E-16 4.91E-16

Te-129 2.74E-27 2.46E-34 2.46E-34

Te-129M 4.20E-31 3.78E-38 3.78E-38

Sb-124 1.41E-16 1.26E-23 1.26E-23

Sb-125 2.16E+01 1.50E+02 1.95E-06 1.35E-05 1.55E-05

Sb-126 1.40E-02 1.26E-09 1.26E-09

Sb-126M 1.00E-01 9.02E-09 9.02E-09

I-129 4.10E-03 1.03E-05 1.03E-05

I-131 2.34E+01 1.17E-03 1.17E-03

Cs-134 7.68E+02 2.12E+01 6.90E-05 1.91E-06 7.09E-05

Cs-135 9.34E-04 8.41E-11 8.41E-11

Cs-137 3.46E+02 2.49E+02 3.12E-05 2.24E-05 5.36E-05

Ce-144 2.77E+03 2.49E-04 2.49E-04

계 1.09E+04 1.18E+03 4.76E+02 6.79E+02 1.15E+03



부록 2-1-30

표 11.4-16-1 방사성물질의 방출로 인한 최대개인 주민피폭선량

연령군피폭종류
부지경계에서의 개인선량(mSv/yr)

유효 소화기 뼈 간 콩팥 갑상선 폐 피부

성인

외부피폭 5.63E-04 5.63E-04 5.63E-04 5.63E-04 5.63E-04 5.63E-04 1.04E-03 3.49E-02

내부피폭 5.41E-03 5.76E-03 5.83E-03 5.25E-03 5.21E-03 7.32E-03 5.78E-03 3.95E-02

합    계 5.98E-03 6.32E-03 6.40E-03 5.82E-03 5.78E-03 7.88E-03 6.83E-03 7.44E-02

십대

외부피폭 5.63E-04 5.63E-04 5.63E-04 5.63E-04 5.63E-04 5.63E-04 1.04E-03 3.49E-02

내부피폭 6.08E-03 6.43E-03 8.85E-03 5.74E-03 5.70E-03 9.12E-03 6.29E-03 4.00E-02

합    계 6.64E-03 6.99E-03 9.41E-03 6.30E-03 6.26E-03 9.68E-03 7.34E-03 7.48E-02

소아

외부피폭 5.63E-04 5.63E-04 5.63E-04 5.63E-04 5.63E-04 5.63E-04 1.04E-03 3.49E-02

내부피폭 7.00E-03 7.88E-03 7.30E-03 6.56E-03 6.51E-03 1.30E-02 7.16E-03 4.08E-02

합    계 7.56E-03 8.44E-03 7.87E-03 7.13E-03 7.07E-03 1.36E-02 8.20E-03 7.57E-02

유아

외부피폭 5.63E-04 5.63E-04 5.63E-04 5.63E-04 5.63E-04 5.63E-04 1.04E-03 3.49E-02

내부피폭 6.81E-03 6.78E-03 6.92E-03 6.73E-03 6.72E-03 7.76E-03 7.28E-03 4.10E-02

합    계 7.37E-03 7.34E-03 7.48E-03 7.29E-03 7.28E-03 8.32E-03 8.32E-03 7.59E-02

표 11.4-16-2 최대개인피폭선량의 법규와의 비교표

피 폭 구 분 기준치
최대개인

피폭선량
% 비 고

감마선에 의한 공기흡수선량(mGy) 1.00E-01 5.02E-02 25.11 %

베타선에 의한 공기흡수선량(mGy) 2.00E-01 4.43E-04 0.44 %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mSv) 5.00E-02 5.35E-04 1.07 %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등가선량(mSv) 1.50E-01 3.49E-02 23.23 %

내부피폭에 의한 인체장기등가선량(mSv) 1.50E-01 1.25E-02 8.3 %
갑상선,

소아



부록 2-1-31

첨부 15



부록 2-1-32

첨부 16



부록 2-1-33

첨부 17

IMEF 3D MODEL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1 of 56)



부록 2-1-34

IMEF 3D MODEL FOR BOUNDARY SHRINK MODEL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2 of 56)



부록 2-1-35

HOT CELL STRUCTURE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3 of 56)



부록 2-1-36

HOT CELL STRUCTURE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4 of 56)



부록 2-1-37

FLOOR GL -5.0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5 of 56)



부록 2-1-38

FLOOR GL -5.0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6 of 56)



부록 2-1-39

FLOOR GL -0.0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7 of 56)



부록 2-1-40

FLOOR GL -0.0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8 of 56)



부록 2-1-41

FLOOR GL 4.5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9 of 56)



부록 2-1-42

FLOOR GL 4.5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10 of 56)



부록 2-1-43

FLOOR GL 8.4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11 of 56)



부록 2-1-44

FLOOR GL 8.4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12 of 56)



부록 2-1-45

FLOOR GL 12.3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13 of 56)



부록 2-1-46

FLOOR GL 12.3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14 of 56)



부록 2-1-47

FLOOR GL 14.5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15 of 56)



부록 2-1-48

FLOOR GL 14.5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16 of 56)



부록 2-1-49

12.4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17 of 56)



부록 2-1-50

12.4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18 of 56)



부록 2-1-51

13.2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19 of 56)



부록 2-1-52

13.2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20 of 56)



부록 2-1-53

13-14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21 of 56)



부록 2-1-54

13-14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22 of 56)



부록 2-1-55

14.4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23 of 56)



부록 2-1-56

14.4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24 of 56)



부록 2-1-57

14-15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25 of 56)



부록 2-1-58

14-15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26 of 56)



부록 2-1-59

15.4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27 of 56)



부록 2-1-60

15.4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28 of 56)



부록 2-1-61

16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29 of 56)



부록 2-1-62

16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30 of 56)



부록 2-1-63

STAIR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31 of 56)



부록 2-1-64

STAIR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32 of 56)



부록 2-1-65

Q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33 of 56)



부록 2-1-66

Q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34 of 56)



부록 2-1-67

P1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35 of 56)



부록 2-1-68

P1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36 of 56)



부록 2-1-69

P1-N1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37 of 56)



부록 2-1-70

P1-N1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38 of 56)



부록 2-1-71

N1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39 of 56)



부록 2-1-72

N1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40 of 56)



부록 2-1-73

N1-M1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41 of 56)



부록 2-1-74

N1-M1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42 of 56)



부록 2-1-75

M1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43 of 56)



부록 2-1-76

M1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44 of 56)



부록 2-1-77

M1-L1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45 of 56)



부록 2-1-78

M1-L1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46 of 56)



부록 2-1-79

L1-K1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47 of 56)



부록 2-1-80

L1-K1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48 of 56)



부록 2-1-81

K1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49 of 56)



부록 2-1-82

K1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50 of 56)



부록 2-1-83

K1-J2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51 of 56)



부록 2-1-84

K1-J2 ROW MODELING SHELL NO.t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52 of 56)



부록 2-1-85

J2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53 of 56)



부록 2-1-86

J2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54 of 56)



부록 2-1-87

H1 ROW MODELING NODE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55 of 56)



부록 2-1-88

H1 ROW MODELING SHELL NO.

그림 11.4-2 조사재시험시설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56 of 56)



부록 2-1-89

첨부 18



부록 2-1-90

첨부 19

Slitting

PWR SF
Rod Cut

Vol-oxidation

SF PelletAir

Metalization
(Elec. chemical reduction)

Separation

Smelting & 
Casting

U Ingot

Off-gas
treatment

SF(U3O8) 
[powder]ArLiCl

Waste molten
Salt treatment

Molten salt
Bead

Zircaloy
Tube

U(+TRU,NM) 
[granule]

LiCl(FP)
Li2O

Ar

Ar

Li2O

Slitting

PWR SF
Rod Cut

Vol-oxidation

SF PelletAir

Metalization
(Elec. chemical reduction)

Separation

Smelting & 
Casting

U Ingot

Off-gas
treatment

SF(U3O8) 
[powder]ArLiCl

Waste molten
Salt treatment

Molten salt
Bead

Zircaloy
Tube

U(+TRU,NM) 
[granule]

LiCl(FP)
Li2O

Ar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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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5-1 차세대관리공정 시험시설 공정도



부록 2-1-91

첨부 20



부록 2-1-92

첨부 21



부록 2-1-93

첨부 22



부록 2-1-94

첨부 23



부록 2-2.

KINS에 제출된 ‘하나로 부속 조사재시험시설 운 기술지침서 

변경내용’



부록 2-2-1

하나로 부속 조사재시험시설 

운 기술지침서 변경 내용

2003. 07.

한국원자력연구소



부록 2-2-2

3-2. 운 기술지침서



부록 2-2-3



부록 2-2-4



부록 2-2-5



부록 2-2-6



부록 2-2-7



부록 2-2-8



부록 3-1.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건설ㆍ운 변경허가 신청 내용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시험시설)’



부록 3-1-1



부록 3-1-2



부록 3-1-3



부록 3-1-4



부록 3-1-5



부록 3-1-6



부록 3-1-7



부록 3-1-8



부록 3-1-9



부록 3-1-10



부록 3-1-11



부록 3-1-12



부록 3-2. 

Atomic Energy Standard Specification

AESS(R)44/70000/6, "Shielding Glass"



부록 3-2-1



부록 3-2-2



부록 3-2-3



부록 3-2-4



부록 3-2-5



부록 3-2-6



부록 3-2-7



부록 3-2-8



부록 3-2-9



부록 3-2-10



부록 3-2-11



부록 3-2-12



부록 3-2-13



부록 3-2-14



부록 3-2-15



부록 3-2-16



부록 3-2-17



부록 3-2-18



부록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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