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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 리어도어 설계보고서

Ⅱ. 설계보고서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핫셀 리어도어의 설계와 시공상의 특징 및 기능 등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함.

Ⅲ. 설계보고서의 내용 및 범위

- 관련법규의 설계요구사항 

- 기본구조 및 기능 

- 구동부분 설계

- 내방사성 설계

- 안전장치계통 설계

Ⅳ.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 리어도어의 활용계획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에 건설된 차세대관리종합공정 실증시설 핫셀에

서 공정물질, 공정장치 및 방사성물질 등의 반출입과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자의 출입에 사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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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sign Report for ACP Hot Cell Rear Door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main design features, fabrication, 

installation and functions of the ACP　 hot-cell rear doors which 

developed for the access of personnel, materials and equipment to 

the hot-cell at the ACP facility of KAERI.

Ⅲ. Scope and Contents of Safety Analysis

- Design requirements 

- General structural design and function 

- Driving part design

- Shielding design

- Safety system design

Ⅳ. Applications of the ACP Hot Cell Rear Door

It will be used for the access of personnel, ACP process material 

and equipment, and radioactive material to the hot-cell at ACP 

facility of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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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중인 사용후핵

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ACP: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의 

실증을 위해 필요한 α-γ type의 핫셀 시설 및 부속시설을 현재 연구소가 보유하

고 있는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지하에 위치한 예비 핫셀을 차세대관리 종합

공정의 특성 및 용도에 맞도록 설계 변경하여 건설하 다[1-4].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은 공정셀(process cell; M8a cell)과 유지보수셀

(maintenance cell; M8b cell) 두 가지로 구성되며, 각 셀에는 한 개씩의 리어도

어(rear door)가 설치된다. 이 시설은 지하에 건설되는 핫셀이기 때문에 각각의 

셀에 루프도어(roof door)가 설치된 일반 핫셀과는 달리 루프도어가 없다. 그러므

로 실증시설에서의 모든 물품의 반출입에는 리어도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리어도어의 사용빈도가 그만큼 높게 된다. 공정셀 리어도어는 핫셀 뒤쪽에 설치

된 격리실(isolation room)에서 개폐가 이루어지며, 여기를 통해 공정물질, 공정장

치 및 방사성물질 등이 반출입된다. 핫셀 좌측의 유지보수셀 리어도어를 통해서

는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들의 반출입 및 작업자의 접근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리

어도어는 차폐 및 봉에 대한 안전성, 기계적 안전성 그리고 개폐시 구조적 안

전성 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ACP 실증시설의 리어도어는 이런 요구조건들

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차세대 종합공정 실증시설에 사용할 공정셀 리어도어와 유지

보수셀 리어도어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성능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

게 기술하 다. 리어도어는 철골구조물의 제작 후 내부에 납 차폐체를 주조한 후 

차폐성능검사를 실시하고, 홀프레임과의 결합상태 및 구동상태에 대한 공장검사

를 수행하여 합격한 후에, 실증시설에 설치하여 실증시설의 중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홀프레임을 고정설치하고, 도어의 철골구조물 내부의 공간에 중콘크리트 타설

을 하여 설치작업을 완료한 후에 최종적인 차폐성능검사를 수행하여 차폐성능을 

입증하고, 핫셀의 누설시험시 리어도어의 누설여부도 함께 검사하여 봉의 건전

성도 함께 검증하게 된다. 또한 공정셀의 리어도어의 가운데와 후면에는 Padirac 

수송용기를 결합하고 연결하기 위한 장치들이 연결되어, Padirac 시스템과의 연

계성을 검증하도록 하 다. 또한 실증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중량물을 반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리어도어이기 때문에 공정셀의 리어도어는 1톤의 

중량물까지 반출입할 수 있는 중량취급용 선반을 부착하여 활용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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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ACP 핫셀 리어도어 설계 기준

제 1 절  리어도어 설계 기준 및 요건

1. 기본 설계 요건

  실증시설 핫셀은 공정셀과 유지보수셀로 구성되며,  공정셀에는 공정 관련 물

품 및 방사성물질의 반출입을 위한 리어도어가 설치되고, 유지보수셀에는 유지보

수 작업시 작업자의 접근을 위한 리어도어가 설치된다. 리어도어는 철재 빔

(beam) 구조물에 구동용 바퀴와 모터 등이 장착되고 외부는 철판 케이스로 이루

어져 있으며, 차폐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의 일부분에는 납 차폐체를 부착

하여 차폐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 다. 그리고 이러한 철재 케이스와 내부의 

납 차폐체 사이의 내부 빈 공간은 중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채우도록 하 다.

  공정셀 리어도어는 그림 2.1-1 높이 2,050 mm, 폭 1,100 mm, 두께 1,000 mm

이며, 총 중량은 13.5톤이다. 그림 2.1-1에서 보듯이 공정셀 리어도어 중앙에는 

내경 340 mm의 Padirac 수송용기를 접속하기 위한 Padirac 접속장치가 부착되

어 있으며, 외부에서 내부로 리어도어 중앙부를 관통하는 바스켓 이송관(transfer 

tube)이 있으며, 이 관은 리어도어 뒤쪽에 부착된 Padirac 차폐도어(shield door)

에 의해 개폐가 이루어지며, 앞쪽에는 그림 2.1-2와 같이 Padirac 셀도어(cell 

door)가 부착되어 있다. 리어도어를 닫을 때 리어도어를 구속하고, 리어도어와 결

합되는 도어프레임(door frame)은 콘크리트 벽면에 설치된다. 도어프레임은 50 

mm 두께의 플랜지와 앵  구조물 및 이들을 서로 연결하고, 핫셀 벽면의 콘크

리트 거푸집 역할을 하는 철판 구조물로 구성된다. 그리고 리어도어에서 홀프레

임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그림 2.1-3과 같이 고무 가스켓을 부착하여 봉 유지하

고, 리어도어를 닫을 때의 충격력을 완화하도록 설계하 다. 리어도어가 안착되

는 바닥에는 리어도어의 구동바퀴와 접촉면적을 넓게 하기 위하여 60 mm x 60 

mm의 사각바(square bar) 구조물로 레일이 설치되며, 이 레일 위에서 리어도어

가 이동된다. 레일의 길이는 11,000 mm이며, 개폐시 리어도어의 이동속도는 2 

m/min (0.033 m/s)으로 설계하 다. 

  유지보수셀 리어도어는 그림 2.1-4와 같이 높이 2,050 mm, 폭 1,100 mm, 두께 

800 mm이며, 총 중량은 8.5톤이다. 유지보수셀 리어도어는 Padirac 수송용기 이

송관이 없고, 공정셀 리어도어보다 두께가 200 mm 얇다. 이런 차이를 제외하고 



- 3 -

대부분은 공정셀 리어도어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하 다. 레일의 길이는 1,500 

mm이며, 개폐시 이동속도는 2 m/min으로 설계하 다.

그림 2.1-1 공정용셀 리어도어 

그림 2.1-2 공정용 리어도어의 Padirac 셀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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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리어도어의 고무 가스켓   

그림 2.1-4 유지보수셀 리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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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및 제작 내용

(1) 공정셀 도어와 유지보수셀 도어의 설계 및 제작

(2) 홀프레임의 설계 및 제작

(3) 레일의 설계 및 설치

(4) 전기 및 제어 장치의 설계와 설치

(5) 표면 처리 및 도장

(6) 포장, 운반, 하역 및 보관

(7)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구와 예비부품 공급

(8) 설치 현장에서의 성능 평가

3. 품질기준사항

(1) 모든 부품 및 장치들은 “T" 등급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준거 규정 및 기준

 

ASTM A36 Structural steel.

ASTM A240 Heat-resisting chromium and chromium-nickel
stainless steel plate, steel and strip for pressure vessel.

ASTM A479 Stainless and heat-resisting steel wire, bars, and
shapes for use in boilers and other pressure vessels.

ASTM A380 Cleaning and descaling stainless steel parts,
equipment, and systems.

ASTM A307 Carbon steel externally threaded standard fasteners.

ASTM A193 Alloy-steel and stainless steel bolting materials for
high-temperature service.

ASTM B 29 Pig lead.

ASTM D2000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for rubber products in
automotive applications.

AWS  D1.1 Structural welding code.

AWS  A5.4 Corrosion-resisting chromium and chromium-nickel
steel covered welding electrodes.

AWS  A5.9 Corrosion-resisting chromium and chromium-nickel
bare and composite metal cored and stranded arc
welding electrodes and welding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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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A5.22 Flux cored corrosion-resisting chromium and
chromium-nickel steel electrodes.

AWS  B1.0 Guides for the nondestructive inspection of welds.

AGMA American gear manufactures association
All standards applicable to the geared motor utilized.

ANSI N 45.2.2 Packing, shipping, receiving, storage and handling of
items for nuclear power plant.

NEMA MG-1 Motor and generator.

SSPC SP-10 Near white blast cleaning.

ISO  7212 Enclosures for protection against ionizing
radiation-lead shielding units for 50 ㎜ and 100 ㎜
thick walls.

 

4. 작동 환경 및 제염 관련 요구 조건

(1) 환경 조건

Inside of Hot Cell Outside of Hot cell

Atmosphere Air Air

Pressure (mmAq) -27 ~ -30 -5 ~ -8

Temperature (
o
C) 10 ~ 40 10 ~ 40

Relative Humidity Max. 70% Max. 70%

Radioactive Source Term PWR Spent Fuel Negligible

(2) 제염

방사능물질의 제거를 위한 제염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리어도

어의 표면과 외부로 노출된 모든 부분은 제염에 사용되는 수산(oxalic 

acid) 용액과 질산(nitric acid) 용액과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리어도어의 

핫셀쪽 표면은 용이한 제염을 위해 매끈하여야 하며, 틈새, 구멍, 날카로운 

부분 등 표면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설계요구조건

가. 일반 고려사항

(1) 리어도어는 방사선 스트리밍(radiation streaming)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차(step)가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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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핫셀 바깥쪽에서 방사선 준위가 허용한계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리

어도어를 설계한다.

(3) 직접 구동되지 않는 앞바퀴는 방사선 스트리밍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크기가 제한된다.

(4) 리어도어의 모든 구조 및 기계적 부분들은 가해지는 모든 정하중, 동하중

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모터에서 나오는 추력(thrust)과 토크

(torque)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홀프레임은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re-bar)과 결속되어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6) 리어도어는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개폐되어야 한다.

(7) 각 리어도어는 수동 개폐 장치와 자동 정지 기능을 위한 2개의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가 제공되어야 한다.

(8) Padirac 이송관이 있는 공정셀 리어도어는 Padirac 차페도어와 Padirac 

셀도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설계 수명

(1) 구조 부품: 최소 20년

(2) 봉제(sealant), 윤활제(lubricant): 최소 3년

(3) 부품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명을 결정하고, 부품들에 가해지는 선량율을 

고려하여 각 부품들의 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4) 주요 부품들의 재료는 작동 수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다. 차폐

(1) 핫셀 내부 벽면에서 30 cm 떨어진 수직면의 임의의 위치에 아래의 (2)항

과 같은 방사능 세기를 갖는 점원(point source)을 위치시켰을 때, 리어도

어의 바깥쪽 표면의 모든 위치에서 방사선 준위가 0.01 mSv/hr 미만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기준 방사선원

(가) Radiation Source: PWR Spent Fuel (Powder & Liquid)

(나)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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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차세대관리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설계방사선원

 

Average Energy

(MeV)

Gamma Emission Rate

(Photons/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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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ource Geometry: Point Source

라. 설치

(1) 홀프레임(hole frame)의 위쪽과 측면의 단차들은 리어도어를 닫았을 때 

도어프레임의 대응하는 단차들과 위치가 일치하여야 한다.

(2) 핫셀의 봉과 도어를 닫을 때의 충격완화를 위해 홀프레임과 만나는 도

어의 표면에 일정한 폭을 가지는 가스켓을 부착한다.

(3) 도어의 바퀴가 바닥면의 레일에 안착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도어의 바

퀴는 레일 위에서 이동하며, 레일의 끝단에는 범퍼(bumper)가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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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전기 모터와 구동 바퀴는 도어프레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설치한다.

(5) 도어프레임의 상면에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도어와 도어프레임의 결

속 후 도어의 과도한 전진을 방지한다.

(6) 공정셀 리어도어의 바깥쪽에는 Padirac 차폐도어를 4개의 앵커볼트

(anchor bolt)로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한 Padirac 수송 시스템과

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터가 설치된 부분은 도어의 바깥쪽 면보다 

200 m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7) 리어도어의 핫셀쪽 면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붙여 부식되지 않도록 한다. 

이때 스테인리스 강판은 콘크리트 타설시 가해지는 하중을 견딜 수 있어

야 한다.

마. 재료

(1) 구조 철재

도어프레임, 홀프레임, 레일 및 콘크리트 작업에서 내부에 추가되는 철재 

부분은 ASTM A36 또는 ASTM A479 Type 304 기준을 따른다.

(2) 납 벽돌

차폐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납의 특성은 ISO-7212를 만족시켜야 하

며, 화학적으로는 ASTM B29, chemical grade 기준을 따른다.

(3) 가스켓

가스켓은 내방사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 볼트

스테인리스강 볼트는 ASTM, grade B8A 기준을 따른다.

바. 제어 장치

(1) 제어판은 핫셀 외부벽면에서 해당하는 리어도어에 근접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방사선 준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리어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제어 

시스템을 방사선감시장치(radiation monitoring system)와 연동(interlock)

되도록 설계한다.

(3) 제어판에는 열림, 닫힘, 정지에 대한 누름단추(push button)들과 지시등

(indication lamp)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콤비네이션 스타터(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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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r)와 프로텍션(protection), 신호장치, 내부 제어 부품들, 터미널 블

록(terminal block), 케이블 부착을 위한 부품 등이 있어야 한다.

(4) 리어도어의 개폐 동작을 위해 제어판에 제공되는 콤비네이션 스타터는 

자기형(magnetic type)이고, NEMA ICS Class A 기준을 따른다. 스타터

는 삼상 460V 유동전동기(induction motor)의 직접 온라인 스타트에 적

합해야 하며, 스타터의 치수 또한 NEMA 기준에 준한다. 각각의 리버싱 

스타터(reversing starter)에 대한 두 개의 접촉기(contactor)는 동시에 닫

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이들 

코일에 동시에 전압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적으로 연동

되어 있어야 한다.

사. 구동 장치

(1) 주 전원은 삼상 440V 60Hz AC를 기준으로 한다. 제어 전력은 각 제어판

에 설치된 변압기를 통해 제공된다.

(2) 모든 모터에는 자동 재설정 기능이 있는 열과부하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기준 전압의 상하 10% 내에서는 단속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작동

되어야 한다.

(4) 전기 장치들은 해당하는 IEEE, NEMA 기준을 따라 설계, 제작, 평가 및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제작관련사항

가. 일반 고려 사항

모든 장비, 부품, 부속품들은 모듈구조 방식으로 설계한다.

나. 용접

(1) 구조 철재의 용접 작업 절차 및 용접기, 용접 작업자의 자격 요건은 

AWS D1.1 기준을 따른다.

(2) 형상이나 치수를 위해 용접할 부품의 모서리나 표면을 절단하는 경우 기

계가공, 전단가공, 연삭가공 또는 산소절단, 아크절단의 방법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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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적 강도가 요구될 경우 모재와 부재가 완전히 융접(fusion welding)

되어야 하며, 홈 용점(groove welding)의 경우 완전한 침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용가재(filler metal)에 대해서는 구조 철재의 경우 AWS D1.1, Table 

4.11, E70 또는 F70 series 기준을 따르며,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AWS 

A5.4, AWS A5.9 또는 스테인리스강과 탄소강의 용접에 해당하는 AWS 

A5.22 type 309 기준에 준한다.

(5)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용접에 사용되는 모든 소모성 재료들의 수분 흡수

를 최대한 방지한다. 피복된 용접봉(coated electrode)은 8시간 이상 개봉

되었던 폐용기에 보관되었던 것을 사용한다.

다. 납 주입

(1) 납의 용해

(가) 납의 용해로는 철판으로 제작된 용해로에 납 잉곳(ingot)을 넣고 경

유 및 가스 열원으로 용해온도를 380
o
C∼400

o
C 까지 온도를 올려

서 납을 용해한다.

(나) 납의 용해온도는 침적열저대로 확인하고 용해로의 열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용해로 주위에는 단열벽을 설치한다.

(다) 납의 용해후 목표 출탕온도 400
o
C에 도달하면 산화 및 불순물을 제

거하고 주입 준비를 한 후, 용해로 하부에 있는 밸브를 개방하여 

출탕한다.

(2) 주조전 준비사항

(가) 납이 주입될 주형 내부는 표면처리 절차에 따라 표면처리 하여 납

의 주입시 불순물 부상에 의한 결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납의 주입을 용이하게 하고, 주입시 발생하는 산화물의 부상 제거와 

응고시 수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탕구(riser) 및 가스 또는 공기 

분출구(gas vent)를 부착한다.

(다) 납의 용해온도와 납이 주입될 주형의 온도 차이에 의한 급격한 응

고 및 수축에 의한 주조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히터를 이용

하여 주형을 예열한다.

(3) 납의 주입

(가) 납으로 이루어진 모든 물품들은 일회의 납 주입 공정으로 제작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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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멈추지 않고 연속적으로 납을 주입하여 채운다.

(나) 주입 속도는 시간당 높이 100 mm 정도가 채워지도록 주입하며, 주

형 바닥에서 상부까지 순차적으로 주입 및 응고 작업이 동시에 수

행되어야 한다.

(4) 납의 응고

(가) 납이 주입된 후 주형 하단부의 온도는 250
o
C로 유지하고 최상단은 

300
o
C로 유지하여 바닥 면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응고를 진행시킨다.

(나) 주형 하단부의 온도가 압의 응고점 이하가 되면 전기히터를 일정 

속도로 상승시켜 순차적으로 상부까지 서서히 응고를 진행시킨다.

라. 표면 세척

(1) 기계적 방법에 의한 스케일(scale) 제거

(가) 부품의 칩 또는 표면의 부분적인 스케일 제거 및 결함 제거를 통한 

표면의 끝마무리는 그라인더나 스테인리스강 브러쉬(brush)를 사용

하여 수행한다. 그라인더를 사용할 경우 실리콘 카바이드 또는 알

루미늄 계통의 그라인더롤을 사용해야 한다.

(나) SSPC-SP10, "Near white blast cleaning" 기준을 따른다.

(2) 화학적 방법에 의한 스케일 제거

(가) 스테인리스강 부품은 스케일 제거를 위해 산세척을 한다.

(나) 가능한 경우 산성용액에 담근 후 스테인리스강 브러쉬 또는 나일론 

브러쉬로 세척한다.

(다) 산성용액에 담그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모든 표면에 요구되는 화학

처리가 되도록 스테인리스강 브러쉬 또는 나일론 브러쉬로 세척한

다.

(라) 산성용액을 바르고 2시간 후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산성용액을 

깨끗이 씻어낸다.

(마) ASTM A380 기준을 따른다.

마. 도장

(1)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부분은 도장하지 않는다.

(2) 도장할 모든 제품은 표면조도 1.5 ∼ 3.0 mils 범위의 준나금속 상태로 

브라스트(blast) 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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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 가공면, 볼트 조립 부분이나 용접 예정 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게 도

장 전에 보호하여야 한다.

(4) 최적의 도장 온도 범위는 15
o
C ∼ 32

o
C 사이이며 철금속 표면의 온도가 

10
o
C 미만이거나 38

o
C 이상일 때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5)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한다.

(6) 건조 도막 두께는 도장결함이나 균열의 홈이 없이 1 mil 이상 되어야 한

다.

(7) 도장된 면은 도장결함, 흘러내림, 주름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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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ACP 핫셀 리어도어 설계

제1절  기본 구조 설계 (Basic Structural Design)

  리어도어의 외부는 철판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는 납 또는 철재 차폐

체가 부분적으로 위치하고 이들을 구조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철재 빔, 판 그리고 

앵  구조물들로 구성된다. 내부의 남은 빈 공간은 중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채운

다. 외부에는 구동을 위한 바퀴와 모터 등이 장착되고, 바닥에 설치되는 레일 위

에서 이동이 이루어지며, 리어도어의 이동속도는 2 m/min (0.033 m/s)로 설계하

다. 리어도어의 개폐가 이루어지는 핫셀 벽면에는 리어도어와 결속되는 홀프레

임이 설치되어 있다.

1. 외부 케이스

  공정셀 리어도어의 외곽의 전체 크기는 높이 2,050 mm, 폭 1,100 mm, 두께 

1,000 mm 이며, 유지보수셀 리어도어는 높이 2,050 mm, 폭 1,100 mm, 두께 800 

mm 이다. 그림 2.1-1부터 그림 2.1-4까지는 공정셀 리어도어와 유지보수셀 리어

도어의 정면과 측면을 보여준다. 외곽의 윗면과 측면에는 방사선 차폐를 위해 각

각 두개씩 단차를 두었다. 외부는 두께 10 mm인 철재 판으로 용접 조립되어 있

으며, 외부 철판들이 만나는 부분의 내부는 앵  구조물들이 용접되어 있어 외부 

케이스를 지지하도록 하 으며, 콘크리트 타설시 외부 케이스의 변형을 최소화하

도록 하 다. 그림 3.1-1은 공정셀 리어도어의 외곽에 앵 로 된 프레임이 부착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1은 공정셀 리어도어를 제작공장에서 안정성 

때문에 거꾸로 세워놓은 제작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 내부 차폐 보강재

  리어도어의 내부는 중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으며, 이를 통해 방사선 차폐가 이

루어진다. 그러나 기하학적 또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차폐 손실이 우려되는 곳은 

추가로 차폐 보강재를 설치토록 하 다. 리어도어 결속 후 방사선 차폐를 위해 

단차가 있는 부분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두께 50 mm에서 60 mm인 납 판 또는 

납 사각바(square bar) 등으로 보강하 다.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공간

의 차폐를 위해 이 부분에는 단면적이 250 mm × 350 mm인 납 블록(bloc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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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으로 보강하 다. 뒷바퀴 윗부분에는 구동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부

분에서 리어도어 앞면까지의 거리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짧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차폐를 보강을 위해 철재 블록으로 보강하 다. 이 철재 블록의 단면은 

공정셀 리어도어의 경우 170 mm × 495 mm, 유지보수셀 리어도어의 경우 130 

mm × 495 mm이다. 공정셀 리어도어의 경우 Padirac 수송용기 바스켓의 이송관

이 있기 때문에 이 이송관의 외곽에 원주 방향으로 납 차폐체를 설치하 다. 이

런 내부 차폐 보강재들은 철재 판, 빔, 앵  구조들로 지지되도록 하 다. 그림 

3.1-2와 그림 3.1-3은 각 리어도어의 단면을 보여주며, 여기서 차폐 보강재의 위

치 및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4와 그림 3.1-5는 이들 차폐보강재의 실

제 제작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납주조 전과 납주조 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1 리어도어 외곽의 앵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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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공정셀 리어도어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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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유지보수셀 리어도어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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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리어도어 내부의 납 차폐 보강재(주조전)

그림 3.1-5 리어도어 내부의 납 차폐 보강재(주조후)

3. 리미트 스위치

  그림 3.1-6 및 그림 3.1-7과 같이 각 리어도어의 홀프레임의 상부에는 2개씩의 

리미트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다. 리어도어가 완전히 닫히면 리어도어의 뒷면 윗

부분에 부착된 ‘ㄱ'자 모양의 판이 리미트 스위치에 닿게 되며, 이때 모터의 구동

이 멈추고 더 이상 리어도어가 전진하지 않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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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리어도어의 리미트스위치

  

그림 3.1-7 리미트스위치 

4. 봉용 가스켓

  각 리어도어의 앞면에는 리어도어를 닫을 때 홀프레임과 만나는 부분에 그림 

2.1-3과 같이 고무 가스켓(gasket)을 부착하 다. 고무 가스켓의 단면의 크기는 

25 mm × 25 mm이며, 이는 리어도어를 닫았을 때 핫셀의 봉을 유지토록 하기 

위함이다.

5. 수동 잠금장치

  홀프레임의 양쪽 중앙에는 그림 3.1-8과 같이 수동 잠금 장치를 설치토록 하

다. 리어도어가 닫히면 ‘ㄷ'자 모양의 브라켓(bracket)을 리어도어와 홀프레임에 

걸치게 놓고 손잡이를 회전시켜서 브라켓을 조인다. 브라켓이 조여지면서 리어도

어를 안쪽으로 더 게 되며, 이때 홀프레임과 접촉하고 있는 리어도어 앞면의 

고무 가스켓이 압축하게 되어 잠금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봉을 유지토록 하

다. 공정셀 리어도어의 경우 그림 3.1-9와 같이 손잡이 회전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잠금 장치를 좌우 라쳇(ratchet) 방식으로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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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유지보수셀 리어도어의 수동 잠금장치

그림 3.1-9 공정셀 리어도어의 수동 잠금장치

6. 구동모터 장착부위

  리어도어의 구동은 뒷바퀴에서 일어나며, 모터는 뒷바퀴 축 중앙 위에 장착된

다. 그림 3.1-10과 같이 두께 20 mm의 브라켓(bracket)이 리어도어 본체에 나사 

조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위에 모터가 장착된다. 구동 부분 장착 후 여기에 

두께 2 mm의 철판 커버(cover)를 씌어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토록 하

다. 그림 3.1-11은 커버를 덮은 후의 모습을 보여준다. 구동 부분의 설계의 자

세한 내용은 2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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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공정셀 리어도어의 구동부

그림 3.1-11 공정셀 리어도어의 구동부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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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레일

  바닥면에는 사각바(square bar) 구조물로 레일이 설치되며, 이 위에서 리어도

어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사각바의 폭은 60 mm이며, 여기에 바퀴가 닿아서 회전

한다. 사각바 안쪽에는 홈을 파서 ‘ㄴ'자 모양의 앵  구조물을 부착하 으며, 홈

의 폭과 높이는 30 mm이다. 이 홈은 바퀴의 플랜지(flange)를 위한 공간이다. 사

각바는 침목에 해당하는 철판위에 설치되며, 이 철판은 바닥면 속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하 다. 공정셀 리어도어의 경우 이동거리가 11,000 mm까지 되도록 레

일을 설치하여 조사재 시험시설 1층과 통하는 천정의 해치(hatch) 뒷부분까지 후

진할 수 있도록 하 다. 유지보수셀 리어도어의 경우 공간의 협소함을 고려하여 

최대한 후진할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하 다.

8. 홀프레임

  리어도어를 닫을 때 리어도어를 구속하고, 리어도어와 결합되는 홀프레임(hole 

frame)은 콘크리트 벽면에 설치된다. 홀프레임은 50 mm 두께의 플랜지와 앵  

구조물 및 이들을 서로 연결하고, 핫셀 벽면의 콘크리트 거푸집 역할을 하는 철

판 구조물로 구성된다. 홀프레임도 단차가 있도록 설계하여 리어도어를 닫았을 

때 리어도어의 단차와 만나도록 하 다. 그리고 방사선 차폐 손실을 막기 위하여 

단차가 있는 부분은 안쪽 벽 내부에 납판을 설치하여 차폐를 보강하 다. 홀프레

임은 주변 벽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주변 철근 구조물들에 고정하여 설치

한다. 그림 3.1-12는 공정셀의 홀프레임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직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1-13은 유지보수셀의 홀프레임을 설치완료 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리어도어의 봉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어도어에서 홀프레임과 만나

는 부분에는 고무 가스켓을 부착하여 봉 유지하도록 하 으며, 고무 가스켓의 

완충작용은 도어를 닫을 때의 충격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충돌에 대한 구

조적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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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홀프레임의 콘크리트 타설직후 모습

그림 3.1-13 유지보수셀의 홀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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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전 제어 및 전원 장치

  각각의 리어도어에 대해 그림 2.1-1과 그림 2.1-4와 같이 공정셀 리어도어 홀

프레임의 좌측과 유지보수셀 리어도어 홀프레임의 우측 벽의 측면 중앙에는 리

어도어의 운전을 위한 제어판넬을 설치하 다. 운전 제어판넬에는 푸쉬버튼(push 

button) 스위치가 있으며, 이를 조작해서 리어도어를 개폐 및 이동시킨다. 그림 

3.1-14와 같이 운전 제어 판넬에는 전원 램프(lamp), 전원 스위치 그리고 아래 

부분에는 열림, 닫힘, 정지 버튼들이 있다. 그리고 운전 제어 장치는 그림 3.1-15

와 같이 방사선 감시 장치(Radiation Monitoring System)과 연동(inter-lock)되어 

방사선 준위가 설정된 기준치 이상이 되면 열리지 않도록 설계하 다. 핫셀 내부

에 설치된 핫셀 감지지(hot-cell detector)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 핫셀 외벽에 

설치된 방사선감시장치로 보내진 신호가 설정 기준치를 넘어서면 알람이 울리게 

되고, 이 신호는 곧 핫셀 운전용 판넬로 전송되어 리어도어를 잠그도록 신호를 

주게 되고, 결국 리어도어는 이 신호가 발생되는 한 열릴 수 없도록 연동장치가 

가동되도록 하여, 실증시설의 방사선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되었다. 

  한편, 공정셀 리어도어의 경우 개방될 수 있는 거리가 11 m 정도로 길기 때문

에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은 그림 2.1-1, 그림 3.1-14 및 그림 3.1-1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동 케이블 릴(auto cable reel)을 전원판넬 하단에 설치하여 

리어도어의 이동시 케이블이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하 다. 또한 그림 3.1-16에

서 보는 것처럼 케이블 중간에 소켓을 설치하여 장기간 리어도어를 열지 않을 

경우 전선을 분리하도록 하 다.  

그림 3.1-14 리어도어 콘트롤 판넬



- 25 -

그림 3.1-15 리어도어 리미트스위치와 RMS 인터락 시스템

그림 3.1-16 공정셀 리어도어의 전선 케이블

10. Padirac 수송용기 접속 부위

  공정셀 리어도어 중앙에는 그림 3.1-2와 같이 내경 340 mm의 Padirac 수송용

기 이송관(transfer tube)이 있으며, 이송관의 내부는 스테인리스강은 STS304로 

라이너(liner)를 대었다. 그리고 라이너 외곽은 차폐를 위해 납으로 둘러싸여 있

다. Padirac 수송용기 이송관은 그림 2.1-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리어도어 뒤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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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된 Padirac 차폐도어(shield door)에 의해 개폐가 이루어지며, 앞쪽에는 그림 

2.1-2와 같이 Padirac 셀도어(cell door)가 부착되어 있다. Padirac 셀도어는 셀도

어 플랜지(flange)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여기에 나사로 조립하 다. 그림 3.1-17

은 공정셀 리어도어에 부착된 Padirac 셀도어의 열린 모습을 보여준다. 이송관의  

뒤쪽에 Padirac 차폐도어와 만나는 부분에 플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Padirac 

차폐도어는 리어도어와 나사로 체결 조립되도록 하 다. 그림 3.1-10과 그림 

2.1-1은 각각 Padirac 차폐도어 조립 전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1-17  Padirac 셀도어의 열린 모습  

11. 하중체 리프팅테이블

   실증시설은 지하에 건설된 핫셀이기 때문에 천장에 루프도어가 설치된 일반 

핫셀과는 달리 중량물을 핫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리어도어 

개폐부이다. 따라서 실증시설의 공정셀 리어도어의 앞면에는 그림 3.1-21과 같이 

상하 이동할 수 있는 하중체 리프팅 테이블을 제작, 설치하여 물품들의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하 다. 그림 3.1-18과 같이 공정셀 리어도어의 앞부분에는 워킹테이

블이 일부 개폐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고, 이 개폐형 테이블은 마그네틱 

인양장치로 부착한 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림 

3.1-19와 3.1-20은 리어도어 앞부분의 워킹테이블을 제거한 상태에서 보이는 리

어도어의 하중체 리프팅 테이블을 나타내고 있다. 이 테이블은 1톤 중량의 직경 

850 mm 정도의 중량물을 안착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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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프팅 테이블은 핫셀 내부에서는 인셀 크레인(in-cell crane)을 사용해 물

품들을 올려놓거나 내려놓게 되며, 공정셀 뒤편에서는 집크레인(jib crane)을 사

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다. 리프팅테이블 양 측면에 인양 고리를 부착하여 

여기에 벨트나 와이어를 걸고 인셀 크레인으로 리프팅 테이블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하 다. 리프팅테이블의 상하 이동 가이드는 라쳇(ratchet) 톱니로 설

계하여, 테이블이 안착된 후에는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하 다. 리프팅 테이

블을 내리려 할 경우는 핫셀 내의 원격조종기로 레버를 조작하여 라쳇 톱니에 

걸리는 부분을 풀면 자중에 의해 내려가도록 설계하 다.

그림 3.1-18 리어도어의 리프트테이블1

 

그림 3.1-19 리어도어의 리프트테이블2

그림 3.1-20 리어도어의 리프트테이블3

 

그림 3.1-21 리어도어의 리프트테이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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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구동부분 설계

1. 공정셀 리어도어 설계

가. 설계 조건

표 3.2-1. 공정셀 리어도어의 설계요건

Door weight 13,500 kg

Travelling speed 2 m/min

Driving wheel diameter φ 300 mm

Axle diameter φ 75 mm

Bevel gear reduction 45/18

Antifriction bearing friction surface steel vs. steel

Motor 3 phase

나. 도어의 중량

  리어도어는 내부의 콘크리트와 납, 도어프레임을 이루는 철재 구조물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2-1에 표시된 공정셀 리어도어의 부분들 중 콘크리트로 이루어

진 부분들의 중량 Wc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부피에 도를 곱하여 구해진다.

   Wc = 3.5 × {(1.08×0.59×1.655) + (0.4×0.98×1.985) - [(1.08×1.05×0.06) - (π×0.18 2×0.06)]

                       ①               ②                         ③

                - ( π×0.18 2×1) - (0.35×0.38×1.08) - [(π×0.33 2 - π×0.18 2)×0.62

                       ④              ⑤                  ⑥

                - (π×0.375 2 - π×0.18 2)×0.14]} = 4.1732 ton

                            ⑦

납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중량 Wg는 아래와 같다.

   Wg = 11.3 × {(1.08×1.05×0.06 - π×0.18 2×0.06) + [(π×0.33 2 - π×0.18 2)×0.62]

                               ③                           ⑥

                 + [(π×0.375 2  - π×0.18 2)×0.14] + (1.08×0.25×0.35) + (0.05×0.06×1.08)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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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0.06×1.645)×2 }  = 4.1732 ton

                           ⑩

그리고 도어프레임을 이루는 철재 구조물 및 기타 부착물의 중량은 아래와 같다.

   Wf = 4.6732 ton

따라서 총 중량 Wt는 아래와 같이 Wc, Wg, Wf의 합으로 구해진다.

   Wt = 4.6536 + 4.1732 + 4.6732 = 13.5 ton

그림 3.2-1 중량 계산을 위한 공정셀 리어도어 단면도

다. 모터 용량 설계

  앞의 설계 조건에 따라 리어도어 구동 모터의 용량을 계산하려 한다. 먼저 구

름저항 Wr은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Wr=
W
R
×(μ×

d
2
+F)

   =
13,500
15

×(0.05×
7.5
2
+0.05) =213.8 kgf

여기서, W  : 총하중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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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차륜 반경 (cm)

μ : 차륜 둘레 마찰저항계수 = 0.05

F : 차륜과 레일간의 구름마찰저항 ≒ 0.05

d : 차축의 직경 (cm)

전주행 저항 25%를 고려하면 구름저항은 다음과 같다.

   W r=213.8×1.25=267.25 kgf

이때 소요되는 전동력 PX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PX=
W r×V

6,120×η
=
267.25×2
6,120×0.7

=0.1247 kW

여기서 V는 주행속도로 m/min 단위로 표시한 값이며, η=70% 는 주행장치의 

기계효율이다. 선정된 모터의 용량은 0.4 kW로 소요 전동력의 3배 이상이 되도

록 하 다.

  부하 토크(load torque) M과 부하 관성모멘트 J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X=
P X×974

N M
=
0.1247×974
1,750

=0.0694 kgf∙m

   J=91.2×W×(
V
n
)
2= 91.2×13,500×(

0.03
1,750

)
2= 0.000362 kgf∙m 2

여기서 NM은 모터의 분당 회전수이며, V는 주행속도로 m/s 단위로 표시한 값

이다.

  선정한 기어모터(geared motor)의 출력 토크를 구하기 위해, 먼저 기어모터의 

출력 회전수 NA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N A=
V×6,000
π×D

×r=
0.03×6,000
π×30

×
45
18
=4.64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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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D는 차륜 직경(cm)이며, r은 기어 감속비이다. 이때의 기어 감속은 

아래와 같다.

   I=
NM
NA
=
1,750
4.64

=377

모터의 출력 토크 MA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 A=
P N×974

N A
×F b=

0.4×974
4.64

×0.9=75.5 kgf∙m

여기서 PN은 모터의 정격 출력이며, Fb는 모터의 정격출력에 대한 감속기의 여

유율이다.

라. 축의 설계

  바퀴를 구동할 축의 재료는 SM45C로 정하고, 리어도어의 하중을 고려하여 구

동축의 직경을 설계한다. 먼저 레일 궤적상의 바퀴 한 개에 작용하는 힘 Ft는 다

음과 같다.

   Ft=
13,500
4

=3,375 kgf/ea

구동바퀴의 축에 작용하는 토크 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 2×μ×F t×R= 2×0.242×3,375×15 = 24,502 kgf∙cm

여기서 μ는 마찰계수이며, R은 바퀴의 회전반경(cm)을 나타낸다. 그리고 상수 2

를 곱한 것은 2개의 바퀴에서 축에 토크(torque)를 작용시키기 때문이다.

축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bending moment)를 구하기 위해 그림 3.2-2와 같

이 반력 조건을 생각하자. 그림 3.2-3은 구동축과 바퀴의 실제 제작된 모습을 나

타내고 있다. 여기서 R1에서 R4는 바퀴의 브래킷(bracket)을 통하여 축에 전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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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력으로, 각각은 한 바퀴에 작용하는 하중 Ft의 1/2의 크기를 갖는다. 이때 

최대 굽힘 모멘트는 바퀴 중심에서 발생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M=R1×7.45= 1,687.5×7.45= 12,571.9 kgf∙cm

그림 3.2-2 리어도어의 구동축에 작용한 반력

그림 3.2-3 리어도어의 구동축 및 바퀴 

  따라서 상당 굽힘 모멘트(equivalent bending moment) Me는 다음과 같다.

   M e=
M+ M

2
+T

2

2
=
12,572+ 12,572

2
+24,502

2

2
=20,056 kgf∙cm

그리고 안전응력 σa와 상당 굽힘 모멘트는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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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d 3

32
×σ a=Me

따라서 SM45C의 굽힘응력에 안전계수(Safety Factor)를 4로 적용한 안전응력인 

σ a=900 kgf/cm
2를 고려하면 축의 직경 d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 3of

32×Me
π×σ a

= 3of
32×20,056
3.14×900

=6.1 cm

  본 리어도어는 도어프레임 하단 부위에 모터 장착 및 차폐를 위한 납이 안착

되므로 하중의 비균질성이 예상되며, 이를 고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계수 

1.2를 적용한다.

   d=6.1×1.2=7.32 cm

따라서 축의 직경을 7.5 cm로 설계하 다.

2. 유지보수셀 리어도어 설계

가. 설계 조건

표 3.2-2. 유비보수셀 리어도어의 설계요건

Door weight 8,500 kg

Travelling speed 2 m/min

Driving wheel diameter φ 300 mm

Axle diameter φ 75 mm

Bevel gear reduction 45/18

Antifriction bearing friction surface steel vs. steel

Motor 3 phase

나. 도어의 중량

  그림 3.2-4에 표시된 유지보수셀 리어도어의 부분들 중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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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들의 중량 Wc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부피에 도를 곱하여 구해진다.

   Wc = 3.5 × {(0.217×1.98×0.98) + (1.08×0.5×1.675) - (1.605×0.083×0.89) - (0.25×0.36×1.08)

                       ①               ②                 ③                 ④

                - 2(0.27×0.217×0.265) - (0.03×1.65×0.48) - (0.12×0.05×1.06)

                          ⑤                 ⑥               ⑦

                - 2(0.12×0.05×1.675)} = 3.6 ton

                          ⑧

납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중량 Wg는 아래와 같다.

   Wg = 11.3 × {(0.25×0.35×1.08) - (0.12×0.05×1.06) + (0.03×1.64×0.96) - 2(0.12×0.05×1.675)}

                       ⑨                ⑦                ⑥                ⑧

       = 1.915 ton

그리고 도어프레임을 이루는 철재 구조물 및 기타 부착물의 중량은 아래와 같다.

   Wf = 2.985 ton

따라서 총 중량 Wt는 아래와 같이 Wc, Wg, Wf의 합으로 구해진다.

   Wt = 3.6 + 1.915 + 2.985 = 8.5 ton

그림 3.2-4. 중량 계산을 위한 유지보수셀 리어도어 단면도



- 35 -

다. 모터 용량 설계

  앞의 설계 조건에 따라 구름저항 Wr은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W r=
W
R
×(μ×

d
2
+F)

   =
8,500
15
×(0.05×

7.5
2
+0.05) =134.58 kgf

여기서, W  : 총하중 (kg)

R : 차륜 반경 (cm)

μ : 차륜 둘레 마찰저항계수 = 0.05

F : 차륜과 레일간의 구름마찰저항 ≒ 0.05

d : 차축의 직경 (cm)

전주행 저항 25%를 고려하면 구름저항은 다음과 같다.

   W r=134.58×1.25=168.225 kgf

주행장치의 기계효율 η=70%를 고려하면 소요되는 전동력 PX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PX=
W r×V

6,120×η
=
168.225×2
6,120×0.7

=0.0785 kW

여기서 V는 주행속도로 m/min 단위로 표시한 값이다. 유지보수셀 리어도어의 

경우도 공정셀 리어도어의 구동 모터와 동일한 모터를 선정하 으며, 선정된 모

터의 용량 0.4 kW는 유지보수셀 리어도어의 경우 소요 전동력의 5배 이상이 된

다.

  부하 토크 M과 부하 관성모멘트 J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X=
P X×974

N M
=
0.0785×974
1,750

=0.0437 kg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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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91.2×W×(
V
n
) 2= 91.2×8,500×(

0.03
1,750

) 2= 0.000228 kgf∙m 2

여기서 NM은 모터의 분당 회전수이며, V는 주행속도로 m/s 단위로 표시한 값

이다.

  선정한 기어모터의 출력 토크를 구하기 위해, 먼저 기어모터의 출력 회전수 

NA를 아래와 같이 구한다.

   N A=
V×6,000
π×D

×r=
0.03×6,000
π×30

×
45
18
=4.64 rpm

위 식에서 D는 차륜 직경(cm)이며, r은 기어 감속비이다. 이때 모터의 출력 토

크 MA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 A=
P N×974

N A
×F b=

0.4×974
4.64

×0.9=75.5 kgf∙m

여기서 PN은 모터의 정격 출력이며, Fb는 모터의 정격출력에 대한 감속기의 여

유율이다.

라. 축의 설계

  레일 궤적상의 바퀴 한 개에 작용하는 힘 Ft는 다음과 같다.

   Ft=
8,500
4
=2,125 kgf/ea

구동바퀴의 축에 작용하는 토크 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 2×μ×F t×R= 2×0.242×2,125×15 = 15,427.5 kgf∙cm

여기서 μ는 마찰계수이며, R은 바퀴의 회전반경(cm)을 나타낸다.

그림 3.2-2와 같이 축에 작용하는 반력을 생각하면 바퀴 중심에서 발생하는 최

대 굽힘 모멘트는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 37 -

   M=R1×7.45=1,062.5×7.45=7,915.625 kgf∙cm

따라서 상당 굽힘 모멘트 Me는 다음과 같다.

   M e=
M+ M

2
+T

2

2
=
7,916+ 7,916

2
+15,428

2

2
=11,902 kgf∙cm

따라서 SM45C의 굽힘응력(bending stress)에 안전계수 4를 적용한 안전응력인 

σ a=900 kgf/cm
2를 고려하면 축의 직경 d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 3of

32×Me
π×σ a

= 3of
32×11,902
3.14×900

=5.1 cm

따라서 축의 직경을 공정셀 리어도어의 경우와 같이 7.5 cm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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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구조해석

  리어도어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다. 안전성 

평가는 유지보수셀 리어도어를 기준으로 하 으며, 동적 해석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 해석 코드인 LS-DYNA를 사용하 다[5]. 리어도어가 닫히면서 벽면

의 홀프레임과 접촉하여 결합되는 상황을 충돌-접촉 문제로 가정하고 동적 해석

을 수행하여 리어도어와 홀프레임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 다. 또한 충돌시 

홀프레임의 반력에 의해 리어도어가 전도될 가능성 및 개폐를 위해 리어도어가 

이동하다가 갑작스럽게 정지할 경우 관성에 의한 전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정

성이 유지되는지 평가하 다.

1. 유한요소해석 모델

  리어도어가 전진하여 홀프레임에 결속되는 경우를 해석하기 위한 유한요소 해

석 모델은 그림 3.3-1과 같다. 여기서는 리어도어와 홀프레임의 전체적인 유한요

소 해석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해석에서는 대칭성을 고려하여 1/2 모델

만을 사용하 는데, 7,907개의 쉘요소와 31,114개의 솔리드요소로 구성하 으며, 

총 절점수는 37,362개이다. 그림 3.3-2는 리어도어의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부의 철재 케이스 등은 쉘요소로 모델링하 으며, 두께가 두꺼운 철재 

구조물, 도어프레임과 접촉하는 고무 가스켓, 내부의 납 차폐체 그리고 콘트리트 

등은 솔리드요소로 모델링하 다. 리어도어에는 5,445개의 쉘요소와 15,126개의 

솔리드요소가 사용되었다. 그림 3.3-3은 홀프레임과 홀프레임이 설치되는 핫셀 

벽의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준다. 홀프레임의 철판 부분은 쉘요소를 사용하고, 홀

프레임의 두꺼운 철판 부분과 납 차폐체 부분은 솔리드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 다. 그리고 핫셀의 콘크리트 벽은 수평방향으로 홀프레임에서 약 30 cm 떨

어진 부분까지 모델에 반 하고 상하부는 바닥과 천장에 붙는 부분까지 모두 포

함시켰으며, 솔리드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다. 실제 콘크리트 벽은 중콘크리

트 내부에 철근 구조물이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매우 촘촘히 삽입되어 있어 콘

크리트 자체의 강성보다 훨씬 높은 강성을 갖지만 본 해석에서는 콘크리트만을 

모델링하여 실제보다 낮은 강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 다. 홀프레임과 핫셀 벽 

부분의 모델링에는 2,462개의 쉘요소와 15,988개의 솔리드요소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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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리어도어와 홀프레임의 유한요소 모델

그림 3.3-2. 리어도어 부분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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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홀프레임과 콘크리트 벽 부분 유한요소 모델

  리어도어의 철재 케이스와 내부의 콘크리트는 서로 단단하게 결합된 상태로 

가정하 으며, 리어도어의 바닥면은 수직방향의 변위만 구속하는 미끄러짐 경계

조건을 적용하 다. 홀프레임과 콘크리트 벽면 또한 단단하게 결합된 것으로 가

정하 다. 모델링에 반 된 핫셀 벽의 수평방향의 끝단과 상하부의 외곽면은 각

각 단단한 이웃 벽면과 천장 및 바닥에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여 이 부분에서의 

모든 변위 자유도를 구속하 다. 그리고 1/2 모델의 전체 대칭면에는 대칭 경계

조건을 적용하 다. 초기조건으로는 리어도어의 모든 절점에 일정한 초기속도를 

적용하 다.

  철재, 납 그리고 중콘크리트 부분은 선형탄성 구성방정식을 가정하 으며, 이

들의 재료 물성치는 표 3.3-1에 수록하 다. 리어도어의 가스켓 부분을 구성하는 

고무 재료는 비압축성 초탄성(hyperelastic) 재료로 가정하고, Blatz와 Ko가 제안

한 구성방정식을 사용하 다[6]. 이 구성방정식은 LS-DYNA에 구현되어 있으며, 

물성치로는 도 1,270 kg/m3, 전단강도 계수(shear modulus) 14.4 MPa을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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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유한요소 해석에 사용된 재료 물성치

Material Density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Steel 7,.913 kg/m3 191.1 GPa 0.3

Lead 11,300 kg/m3 14.34 GPa 0.42

Heavy Concrete 3,500 kg/m3 12.35 GPa 0.3

2. 구조적 변형에 대한 안전성 평가

  리어도어가 닫힐 때 홀프레임과 접촉한 후 결속되는 상황을 충돌-접촉 문제로 

가정하고 동적해석을 수행하 다. 실제 리어도어의 구동속도인 0.033 m/s로 충돌

하는 경우와 보수적 평가를 위해 이보다 6배 빠른 0.2 m/s로 충돌하는 경우를 

해석하여 비교하 다.

  해석 결과들로부터 얻어진 홀프레임의 변위 및 응력, 도어의 응력, 고무 가스

켓의 응력 등의 최대값들과 그리고 도어프레임의 최대 반력을 표 3.3-2에 수록하

다. 여기서 응력은 von-Mises 응력을 의미한다. 홀프레임의 최대 변위는 0.2 

mm 미만으로 변위가 거의 발생하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충돌속도를 0.2 m/s로 

가정한 경우를 실제 운전속도인 0.033 m/s로 충돌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변위, 

응력, 반력 등이 6배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값들은 충돌속도에 비

례함을 알 수 있다. 응력을 살펴보면 도어프레임 보다는 리어도어에서 큰 응력이 

발생하고 있다.

표 3.3-2. 유한요소 해석 결과

Item
Initial velocity

0.033 m/s 0.2 m/s

Displ. at hole frame 0.02 mm 0.11 mm

Stress at hole frame 1.7 MPa 10.2 MPa

Stress at door 13.7 MPa 84.3 MPa

Stress at gasket 0.3 MPa 1.5 MPa

Reaction force 14.9 kN 90.9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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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4는 0.2 m/sec로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 홀프레임의 변위 분포와 홀프

레임과 여기에 결합된 벽의 von-Mises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3-4(a)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 변형은 리어도어와 만나는 부분중 아래쪽 중앙에서 일어난다. 

최대 변위가 일어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도어프레임을 지지하는 벽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리어도어 진행 방향으로의 구조적 강성이 

작다. 그리고 그림 3.3-4(b)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 응력은 아래쪽에 있는 안쪽 

모서리 근처에서 발생하며, 최대응력값은 10.2 MPa로 표 3.3-2에 기록되어 있다. 

철재의 항복응력인 260 MPa과 비교할 때 도어프레임의 최대응력은 항복응력의 

4%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충분히 안전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5는 리어도어의 

변위, 변형율, 응력 분포를 보여준다. 강성이 작은 고무 가스켓에서 최대 변위 및 

변형율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무의 재료 강성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응력값은 크지 않다. 변형 분포를 살펴보면 가스켓이 부착된 철재 판의 

아래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형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철재 판 

안쪽에는 바퀴가 위치하고 있어서 철재 판과 바퀴 사이에 틈이 존재한다. 따라서 

철재 판의 아래 부분은 휨 변형에 대한 강성이 작고 이로 인해 큰 변형이 발생

하게 된다. 또한 이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철

재 판의 재료 강성이 고무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최대 응력값은 

표 3.3-2에서 볼 수 있듯이 84.3 MPa로서 철재에 대한 항복응력의 33% 정도이

므로 리어도어는 탄성 변형만을 하게 되며 또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평가

는 실제 운전속도보다 6배 빠른 경우를 기준으로 한 보수적 평가이며, 실제 운전

속도로 충돌하는 경우 도어프레임과 리어도어에서의 최대 응력값들은 각각 항복

응력의 1%와 6% 수준으로 구조적 변형이 거의 없다. 그림 3.3-6은 시간의 경과

에 따른 홀프레임 반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충돌속도가 6배 증가함에 따라 

반력 또한 6배 정도 증가하고 접촉 시간의 변화는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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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3-4. 홀프레임의 (a) 변위 및 (b) von-Mises 응력 분포

      

       (a)                (b)                      (c)

그림 3.3-5. 리어도어의 (a) 변위, (b) 상당 변형율 및 (c) von-Mises 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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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시간에 따른 홀프레임의 반력 변화

3. 전도 가능성에 대한 안정성 평가

  리어도어와 홀프레임의 충돌시 재료 및 구조적 파손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반

력에 의한 리어도어의 전도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충돌시 리어도어에 가해

지는 홀프레임의 반력에 의해 회전 모멘트가 발생하게 된다. 이 모멘트의 크기가 

리어도어 자중에 의해 발생하는 반대 방향의 회전 모멘트의 크기를 능가하면 리

어도어가 기울어지면서 넘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리어도어

의 밑 부분과 콘크리트 바닥 면을 접촉 조건으로 처리하 고, 충돌후 리어도어 

뒷바퀴 끝부분을 전도에 대한 회전축으로 가정하고 이 부분의 절점들이 후진하

지 못하도록 제한조건을 주었다. 해석을 수행하면 회전 모멘트에 의해 리어도어

가 기울어지면서 앞바퀴 끝부분이 들려서 콘크리트 바닥 면과 떨어지게 된다.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반력의 향이 점차 사라지면 자중에 의해 리어도어는 제자리

로 돌아오게 되고 앞바퀴는 다시 바닥 면에 닿게 된다. 이 틈의 최대 크기는 반

력이 클수록 증가하며, 반력이 어떤 임계값보다 커져서 리어도어의 질량 중심이 

뒷바퀴의 끝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자중에 의한 모멘트가 반대로 작용하게 되고 

리어도어는 계속 기울어져 전도된다. 표 3.3-3의 두 번째 열은 두 가지 충돌속도 

조건에 대해 리어도어 밑면이 콘크리트 바닥 면에서 떨어지는 최대 높이를 보여

준다. 보수적 조건인 0.2 m/s로 충돌하는 경우 리어도어 밑면이 바닥에서 2.7 

mm 들리며, 이는 리어도어가 최대 0.17
o
 기울어지는 것에 해당한다. 이후 리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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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다시 제자리로 복귀하며, 회전 각도의 크기가 미미한 수준이므로 충돌에 의

한 리어도어의 전도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질량 중심의 위치를 고려해 기

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실제로 리어도어가 뒤쪽으로 전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
o
 이상 기울어져야 한다.

  개폐를 위해 리어도어 이동시 취급 부주의 또는 사고에 의해 리어도어가 갑자

기 정지하는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리어도어가 관성에 의해 전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해석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하 다. 이를 위해 콘크리트 

바닥에 돌출된 고정 물체를 가정하고 리어도어의 바퀴부분이 여기에 닿으면 진

행하지 못하도록 접촉 제한조건을 주어 해석을 수행하 다. 

  접촉이 발생하게 되면 관성에 의한 회전 모멘트에 의해 진행 방향 반대쪽 리

어도어 밑면이 바닥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 틈의 최대 높이를 표 3.3-3에 수록하

으며, 세 번째 열은 리어도어가 전진하다가 정지하는 경우이고 네 번째 열은 

후진하다가 정지하는 경우이다. 이동속도가 0.2 m/s인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보

면, 전진의 경우 바닥에서 떨어지는 최대 높이가 5.2 mm로서 리어도어가 앞쪽으

로 최대 0.32
o
 기울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기하학적 계산에 의하면, 리어도

어가 15
o
 이상 기울어져야 앞쪽으로 전도가 일어난다. 후진의 경우 리어도어 밑

면과 콘크리트 바닥면의 최대 간격은 3.0 mm이며, 이때 리어도어는 뒤쪽으로 

0.18
o
 기울어진다. 

  그림 3.3-7은 리어도어 앞바퀴 끝단과 바닥 면과의 간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초기에 리어도어가 기울어지다가 관성에 의한 회전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양 방향 모두 갑작스런 정지

로 인한 리어도어의 기울어짐이 전도가 일어날 임계 각도보다 현저히 작으므로, 

본 리어도어는 전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표 3.3-3. 리어도어가 기울어졌을 때 밑면 끝단과 바닥면의 최대 간격

Initial velocity

Source of rear door inclination

Reaction force of 

hole frame

Sudden stop during 

forward motion

Sudden stop during 

backward motion

0.033 m/s 0.1 mm 0.2 mm 0.1 mm

0.2 m/s 2.7 mm 5.2 mm 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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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시간에 따른 리어도어 밑면 끝단과 바닥면 사이의 간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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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차폐해석

  리어도어는 두께가 90 cm인 중량콘크리트로 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의 핫셀 차폐벽과 동일한 차폐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리어도어의 각종 부

분이 이런 차폐능을 유지하도록 차폐능 저하가 예상되는 부위에 대하여 차폐계산

을 수행하여 보강 차폐체의 재질, 두께 및 치수를 결정하 다[7,8].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차폐계산을 위한 감마선 및 중성자선의 방사

선원은 표 2.1-1과 같으며, 모든 차폐선원은 점선원으로 가정하 다. 또한 작업구

역(8000 Zone)의 선량기준은 0.15 mSv/hr이나 보수적인 방사선 방호를 위하여 작

업구역의 선량기준은 상시운전구역과 동일하게 0.01mSv/hr를 적용하 다. 감마선 

차폐계산에는 Point Kernel Method를 이용한 QAD-CGGP-A 전산코드[9]를 사용

하 으며, 중성자선 차폐계산에는 Monte Carlo Method를 이용한 MCNP4C 전산

코드[10]를 사용하 다. 

1. 공정셀 리어도어의 차폐계산 

가. 차폐계산 모델

   공정셀 리어도어의 차폐계산 모델은 그림 3.4-1과 같으며, 리어도어 중앙의 

Padirac 이송관 부분의 상세모델은 그림 3.4-2와 같다. 공정셀 리어도어는 구조

적 특성으로 인하여 중량콘크리트 차폐두께 90cm에 미달되어 차폐보강이 요구되

는 부위를 살펴보면 같다. 

 1) Rear Door와 Door Frame 간의 틈새(SP1∼DP1, SP2∼DP2)

 2) Travelling Motor 하우징(SP3∼DP3)

 3) Door Wheel (SP4∼DP4)

 4) Transfer Tube (SP1∼DP1, SP2∼DP2)

  상기 부분에 대한 차폐계산 모델별 Source Point 및 Detector Point는 그림 

3.4-1과 그림 3.4-2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 48 -

그림 3.4-1. 공정셀 리어도어의 차폐계산모델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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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폐계산 결과

1) 리어도어와 홀프레임 사이의 틈새(SP1∼DP1, SP2∼DP2)

(1) SP1∼DP1 (핫셀 외부측 Door 틈새)

   

납차폐체 두께 (A)

(cm)
16 17 18

피폭선량

(mSv/hr)
1.85E-02 1.25E-02 8.51E-03

그러므로,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A)는 17.62 c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

도를 고려하여 20 cm를 적용한다.

(2) SP2∼DP2(핫셀 내부측 도어 틈새)

   

납차폐체 두께 (B)

(cm)
4 5 6

피폭선량

(mSv/hr)
1.70E-02 1.13E-02 7.59E-03

그러므로,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B)는 5.35 c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

도를 고려하여 6 cm를 적용한다.

2) 구동 모터 하우징(SP3∼DP3)

(1) 스틸차폐체의 두께

모터의 하우징의 크기(C)는 모터 크기에 따른 스틸 차폐체의 두께(D)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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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 (cm) D (cm)
피폭선량

(mSv/hr)

1 25 15 1.68E-03

2 30 20 1.57E-03

위의 결과에 따라 모터의 하우징의 크기(C)는 모터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스틸 차폐체의 두께(D)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D ≥ C-10

(2) 스틸차폐체의 높이

워킹테이블(Working Table)위의 SP에서 나오는 감마선이 모터하우징의 위부

분에 도달할 경우중량콘크리트의 두께가 차폐설계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스

틸차폐체의 높이는 모터하우징보다 높게 설치하여 SP가 워킹테이블에 위치

할 때 모터하우징의 윗부분으로의 감마선 행정이 차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

라서 워킹테이블에서 모터하우징 윗부분으로 감마선 행정을 그어 감마선 행

정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 θ의 범위 안에는 스틸차폐체가 존재하도록 설계

한다. 

3) 도어 바퀴(SP4∼DP4)

  모터의 바퀴(Wheel) 부분을 차폐하기 위해 납을 보강했을 경우 납의 두께(E)

에 따른 피폭선량율은 다음과 같다.

  

납차폐체 두께 (E)

(cm)
23 24 25

피폭선량

(mSv/hr)
2.20E-02 1.21E-02 6.71E-03

그러므로,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E)는 24.39 c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

를 고려하여 26 cm를 적용한다.



- 51 -

그림 3.4-2. 공정셀 리어도어 이송관의 차폐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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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송관(Transfer Tube) (SP1∼DP1, SP2∼DP2)

(1) 납 보강 차폐체 두께 (SP1∼DP1)

리어도어의 구조상 납 차폐체의 투과길이가 가장 짧고, 방사선 피폭이 최대가 

되는 구간은 SP1∼DP1(스틸 차폐체 제외)이다.  납 차폐체의 두께를 RD-15 

Padirac 수송용기와 동일하게 15 cm로 할 경우, 납 차폐체의 투과길이는 19.9 

cm이고 콘크리트의 투과길이는 16.1cm이다. 방사선원과 피폭지점과의 실제 

거리를 고려할 경우 피폭선량은 5.88E-03mSv/hr이다. 따라서 충분한 차폐능

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송관(Transfer Tube) 주위에 설치되는 납 보강 차폐

체의 두께는 RD-15 Padirac 수송용기와 동일하게 최소 15 cm를 적용한다.

(2) 납 보강 차폐체 길이 (SP2∼DP2)

스틸 차폐체의 높이와 상관없이 SP2∼DP2는 최소한 중량 콘크리트를 90 cm

를 통과하며, Area 'A'가 스틸 차폐체의 높이에 따라 콘크리트 투과길이가 

부족한 사각지대이다.  따라서, 이 피폭경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 보강 차폐

체를 통과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Transfer Tube 주위에 설치되는 납 보

강 차폐체의 길이는 리어도어 외부 표면으로부터 최소 82 cm이어야 한다.

2. 유지보수셀 리어도어의 차폐계산 

가. 차폐계산 모델

   유지보수셀 리어도어의 차폐계산 모델은 그림 3.4-3과 같으며, 유지보수셀 리

어도어는 중량 콘크리트 80 cm의 두께로 제작되므로, 기본적으로 중량콘크리트 

90cm로 설치되는 차폐벽의 차폐능에 미달된다. 유지보수셀 리어도어의 차폐기준

은 공정셀과 마찬가지로 0.01mSv/hr이다. 차폐능 미달로 인하여 차폐보강이 요

구되는 부위 및 차폐계산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Rear Door (SP1∼DP1)

2) Rear Door와 Door Frame 간의 틈새 (SP2∼DP2, SP3∼DP3)

3) Travelling Motor 하우징 (SP4∼DP4)

4) Door Wheel (SP5∼D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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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3.  유지보수셀 리어도어의 차폐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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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폐계산 결과

1) 리어도어 (SP1∼DP1)

   유지보수셀 리어도어의 중량콘크리트의 두께가 80 cm이므로 중량콘크리트 두

께 90cm의 차폐기준(0.01mSv/hr)에 미달되기 때문에 보강 차페체가 필요하다. 

납 보강차폐체의 두께변화에 따른 피폭선량 값은 다음과 같다. 

   

납차폐체 두께 (F)

(cm)
1 2 3

피폭선량

(mSv/hr)
9.23E-03 6.09E-03 4.06E-03

그러므로,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F)는 0.75 c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3 cm를 적용한다.

2) 리어도어와 홀프레임 사이의 틈새 (SP2∼DP2, SP3∼DP3)

(1) SP2∼DP2 (핫셀 외부측 도어 틈새)

   

납차폐체 두께 (A)

(cm)
18 19 20

피폭선량

(mSv/hr)
1.42E-02 9.67E-03 6.58E-03

그러므로,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A)는 18.93 c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

도를 고려하여 20 cm를 적용한다.

(2) SP3∼DP3 (핫셀 내부측 도어 틈새)

   

납차폐체 두께 (B)

(cm)
9 10 11

피폭선량

(mSv/hr)
1.56E-02 1.06E-02 7.13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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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B)는 10.17 c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

도를 고려하여 11 cm를 적용한다.

3) 구동 모터 하우징 (SP4∼DP4)

   모터 하우징의 크기(C)는 모터 사이즈에 따른 스틸 차폐체의 두께(D)는 다음

과 같다.

   

Case C (cm) D (cm)
피폭선량

(mSv/hr)

1 25 25 1.03E-02

2 30 30 9.87E-03

위의 결과에 따라 모터의 하우징의 크기(C)는 모터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나, 스틸 차폐체의 두께(D)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D ≥ C

4) 구동 바퀴 (SP5∼DP5)

   모터의 바퀴 부분을 차폐하기 위해 납을 보강했을 경우 납의 두께(E)에 따른 

DP5에서의 피폭선량률은 다음과 같다.

   

납차폐체 두께 (E)

(cm)
23 24 25

피폭선량

(mSv/hr)
2.20E-02 1.21E-02 6.72E-03

그러므로 납 보강 차폐체의 두께(E)는 24.39 c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26 cm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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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ACP 핫셀 리어도어 제작 및 설치

제1절  리어도어의 제작

  리어도어는 제작업체의 현장에서 프레임의 제작과 기계가공부 제작을 별도로 

수행하고, 그림 4.1-1과 같이 기본 프레임의 제작되고, 그림 4.1-2와 같이 프레임

의 납차폐체 부분의 제작이 끝나면 중간 완성된 제품을 납주조 전문회사로 제품

을 이동시켜 납주조 작업을 수행한 후 납차폐체 자체에 대한 감마스캐닝 검사를 

수행하여 차폐건전성을 확인하 다. 이는 전체적인 리어도어의 건전성을 확인하

기 이전에 내부에 삽입되는 납차폐체의 건전성을 미리 확인하여야만 하기 때문

이다. 이때 그림 4.1-3과 같이 리어도어 내부에 설치될 납 차폐블럭의 철재 케이

스도 함께 제작되어 납주조 작업을 위해 이송된다. 

  일차적인 도어의 프레임과 납차폐체의 제작이 끝나면 치수검사를 수행하여 제

작이 도면대로 이상 없이 제작되었음을 확인한다. 일차적인 제작검사 결과 이상

이 없으면, 납주조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지그의 설치, 납주조부의 라이저

(riser) 설치 등 작업을 수행하고, 납 주조를 하게 된다. 납 주조시에는 급격한 열

팽창과 수축으로 인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조될 케이스의 철판을 일정한 

온도로 상승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4.1-4는 공정셀 리어도어의 납주조 후 

납주조된 도어의 납차폐체 부분에 대한 감마스캐닝 검사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납 주조의 건전성 확인은 납주조 업체의 공장에서 비파괴전문업체가 검사를 수

행하고, 원청 제작업체인 제작사의 품질보증요원이 함께 입회하여 검사를 하도록 

하 다. 

  납 차폐체의 주조와 주조 건전성 검사가 끝나면 제작 공장으로 제품을 다시 

갖고 와서 구동부분의 조립을 수행한 후 실제 설치할 레일과 동일한 조건으로 

레일을 설치한 후 레인과 도어 어셈브리, 그리고 홀프레임을 설치한 후 조립 및 

구동상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전체적인 기능을 점검하게 된다. 그림 4.1-5는 

구동축 지지부분의 기계 가공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1-6은 이 가공

된 구동축 지지프레임을 도어 프레임에 부착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납주조와 구동부 가공품의 조립이 완성되면 그림 4.1-7과 같이 구동축을 조립

하고, 리어도어를 실제 설치조건과 같이 레일 위에 안착시킨 후 수평 및 수직방

향으로의 조립상태를 확인하며 구동축 지지부분의 프레임의 용접작업을 수행하

여 리어도어가 정확하게 조립되어 구동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조립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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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그림 4.1-8과 같이 제작공장 현장에서 이동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조립

여부를 검사한다. 한편 그림 4.1-9와 같이 리어도어 본체뿐만 아니라 홀프레임도 

공장에서 치수검사와 조립검사를 수행하여 현장설치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그림 4.1-1. 리어도어의 기본 프레임 

 

그림 4.1-2. 납 주조전의 공정셀 리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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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납 주조전의 납 차폐블럭 케이스

그림 4.1-4. 리어도어 차폐체 감마스캐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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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구동축 지지프레임의 가공후 모습

그림 4.1-6. 구동축 지지프레임의 부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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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리어도어의 공장 조립검사

  

그림 4.1-8 . 리어도어의 공장 시운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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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홀프레임의 제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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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리어도어의 설치 

  리어도어의 제작업체의 조립 및 검사가 완료되면 실제 설치 현장인 실증시설

로 이동하여 설치위치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리어도어의 설치는 장

치의 하역과, 홀프레임의 설치, 리어도어 안착용 레일의 설치, 그리고 홀프레임과 

리어도어의 결합상태 확인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리어도어의 설치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것은 리어도어가 구동되는 레일의 정확한 설치이다. 

1. 레일의 설치

  리어도어용 레일은 먼저 실증시설 핫셀 후면의 바닥의 콘크리트를 따내는 작

업을 먼저 수행하여 레일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 다. 따라

서 그림 4.2-1과 같이 레일이 설치될 부분을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바닥의 콘

크리트를 절개선을 만들고, 칩핑(chipping) 작업을 통하여 바닥면의 콘크리트를 

깨어낸다. 콘크리트를 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레일의 

설치 위치와 수평상태를 확인하면서 레일이 안착될 베이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4.2-2는 콘크리트 제거작업과 베이스 설치작업이 끝난 후 레일이 

안착되는 레일 베이스를 설치하고 그 주변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끝낸 후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림 4.2-3은 리어도어 레일을 안착한 후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수행하는 모습

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난 후 리어도어가 레일 위에 안착된 상태로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4.2-4는 리어도어 레일의 최종 공사후 모습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4.2-1 리어도어 레일 설치위치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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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레일 베이스의 시공상태 확인

그림 4.2-3 리어도어 레일 바닥의 콘크리트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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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리어도어 레일의 시공후 최종 모습

2. 리어도어의 설치

  리어도어의 설치는 그림 4.2-5와 같이 조사재시험시설 1층의 해치도어를 통하

여 리어도어 본체와 홀프레임을 실증시설 핫셀 후면으로 하역한 후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정셀 리어도어의 경우 취급공간이 여유가 있지만, 유지보수셀

이 설치되는 공간은 매우 좁기 때문에 높이가 2m가 넘고, 폭이 1m가 넘는 리어

도어 및 프레임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그림 4.2-6과 같이 

체인블럭을 설치할 수 있는 임시용 설치 프레임을 설치하고 여기에 여러 개의 

체인블럭을 매달아 홀프레임과 리어도어를 세우는 작업을 수행하 다.       

  일단 리어도어의 홀프레임이 설치할 콘크리트 개구부에 안착되면 그림 4.2-7∼

9와 같이 설치작업을 수행한다. 홀프레임은 설치 후 그림 4.2-7∼9와 같이 실제 

리어도어를 접속시킨 상태에서 수직과 수평 상태, 그리고 결합시의 상하좌우의 

틈새의 균일함 등을 면 히 검토한다. 이와 같이 홀프레임의 설치위치가 정확하

다고 확인되고 나면, 이 홀프레임을 설치될 주변의 철근(rebar)와 여러 군데를 용

접으로 단단하게 고정하고, 바닥 부분에는 필요시 받침용 쐐기 등을 삽입하여 견

고히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중에 변형이 발생하여 원래의 설치위치에

서 벗어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 다. 이와 같은 준비작업이 끝나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시 리어도어 내부의 빈 공간에 

콘크리트를 채우는 작업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그림 4.2-10은 공정셀 리어도

어의 콘크리트 타설 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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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리어도어의 하역작업

그림 4.2-6 리어도어의 설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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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공정셀 리어도어 설치작업

                  (외부)

  

그림 4.2-7 공정셀 리어도어 설치작업

                   (내부)

    

그림 4.2-9 유지보수셀 리어도어 설치

           작업(외부)

 

그림 4.2-10 콘크리트 타설후의 리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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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검사

  리어도어의 실증시설 내에서의 설치작업이 끝나고, 실증시설 핫셀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며 동시에 리어도어와 도어프레임 부분에 콘크리트의 타설작

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실증시크리트의 타설작업과 양생이 완료되고 나

면, 실증시설 핫셀의 콘크리트 타설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리어도어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마스캐닝 검사를 수행하고, 차폐성능에 이상이 없으면 운전성능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감마스캐닝 검사는 그림 4.3-1, 2와 같이 비파괴검사 전문업체의 검사원에 의

해서 수행하게 되는 데 핫셀 및 리어도어를 50 cm 간격으로 표시한 후에 Co-60 

방사선원을 이용하여 검사를 수행하 으며, 특히 도어와 홀프레임의 틈새는 약 

15 cm 간격으로 확인하여 리어도어의 차폐건전성을 확인하 다. 차폐능 검사는 

리어도어뿐만 아니라 핫셀 전체에 대하여 검사선원과 검사 방법, 그리고 검사결

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에 관련 절차서와 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차

폐성능이 유지됨을 확인하 다.  

  리어도어의 성능검사는 3장에서 제시된 설계 내용에 따라 제작이 되고, 기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능검사에서는 전원공급장

치, 구동상태 검사, 봉유지여부,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여부, Padirac 셀도어의 

작동상태, 그리고 방사선 감시장치(RMS)와의 연동상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

히 방사선 감시장치(RMS)와의 연동상태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입회검

사를 통하여 리어도어의 건전성을 확인하 다. 

그림 4.3-1 공정셀 리어도어의 감마스캐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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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유지보수셀 리어도어의 감마스캐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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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핫셀은 지하에 건설된 핫셀이기 때문에 공정

물질, 공정장치 및 모든 방사성물질이 리어도어를 통하여 반출입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어도어의 설계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설계요건들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차세대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공정셀 리어도

어와 유지보수셀 리어도어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성능검사 등에 관한 내용

을 상세하게 기술하 다. 

  리어도어는 철골구조물의 제작 후 내부에 납 차폐체를 주조한 후 차폐성능검

사를 실시하고, 홀프레임과의 결합상태 및 구동상태에 대한 공장검사를 수행하여 

설계내용 대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실증시설 현장에 반입하여 설치하고, 

실증시설의 중콘크리트 타설작업시 홀프레임을 고정설치하고, 도어의 철골구조물 

내부의 공간에 중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설치작업을 완료한 후에 최종적인 차폐

성능검사를 수행하여 차폐성능을 입증하 다. 구동시험을 통하여 리어도어의 정

확한 작동여부와 방사선감시장치와의 정확한 연동상태를 검증하 다. 또한 모든 

제작이 완료된 후 핫셀의 누설시험시 리어도어 부분의 누설여부도 함께 검사하

여 봉의 건전성도 함께 검증하 다. 

  이와 같이 본 보고서에서는 각 부분에 대한 설계내용 및 기능을 상세히 기술

하 으며, 구조해석과 방사선 차폐해석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설계요건

을 만족함을 보 고, 제작과 설치 및 설치후의 성능검사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여 

리어도어가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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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리어도어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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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개씩의 리어도어가 설치된다. 실증시설은 지하에 건설된 핫셀이기 때문

에 모든 공정물질, 공정장치 또는 기타 방사성물질이 이 리어도어를 통하여 

반출입 된다. 또한 핫셀내의 장치의 유지보수 작업 등을 위해 작업자가 접근

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실증시설 핫셀의 리어도어는 방사선 차폐 

및 봉에 대한 안전성, 기계적 안전성, 그리고 구조적 안전성의 확보가 중요

하다. 

  실증시설 핫셀 리어도어에 대하여 설계기준과 각 부분의 설계내용과 구동 

부분의 설계내용을 제시하 으며, 구조해석과 차폐해석을 통하여 리어도어가 

안전성을 충분히 유지함을 확인하 다. 또한 설치가 완료된 리어도어에 대한 

감마스캐닝검사를 통하여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었음을 입증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실증시설, 핫셀, 공정셀, 유지보수셀, 방사선 차폐, 봉, 구조해석, 차폐해석, 

  감마 스캐닝, 중량 콘크리트, 구동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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