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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고화시험시설의 활용방안

Ⅱ.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고화기술의 상용화를 목적으

로 두산 중공업에서 파일럿 규모 유리고화시험시설을 원자력연구소에 건설하여 

파일럿 기술실증 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하 다. 두산 중공업에서는 당초 시설 

건설 목적이 달성되자 본 시설을 원자력연구소에 무상으로 인도하여 연구개발 

및 소내 폐기물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하 다.  

  본 사업의 목적은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유리고화시험시설을 인수하여 본 시설

의 기능 및 특성을 파악하고 유지보수 및 운전기술을 확보하며, 향후 폐기물 고

온처리 기술개발 및 소내 방사성폐기물(해체폐기물 포함) 처리에 활용하는 방안

을 수립하는 데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안정화, 감용 및 재활용으로 처분 안전성과 최종 처분 부피를 

감축하는 것이 처리기술의 핵심이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의 고온처리기술은 기존 

소각기술 보다 환경친화성이 높고 폐기물의 감용율이 크며, 최종 폐기물의 안정

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기술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기 기술개발에 활용성

을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금속성 해체 폐기

물 용융제염 및 재활용 기술개발에 본 시설이 연계활용 되도록 시설의 수정 및 

보완도 필요하다.

   

III. 내용 및 범위

  1. 유리고화 시험시설 유지/보수

     - 유리고화 시험설비의 실태파악

     - 유리고화 시험설비의 정상 가동을 위한 설비점검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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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운전 자료를 활용한 부속 시스템의 기능 시험 

     - 유리고화 시험설비 기능 점검 시험

     - 유리고화 시험시설 및 설비의 안전성 평가

  2.  유리고화 시험시설 cold 실증 시험

     - 운전변수 검증 

     - 설비들의 연동성 평가

     - 각 시스템 및 기기들의 기능 상태

     - 공기 방출 기준 적합성 평가

  3. 유리고화 시험시설 활용성 평가

    - 원(연) 폐기물처리의 기술적 타당성 평가 

    - 원(연) 금속폐기물 처리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 평가

    -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로의 활용 방안 평가

  4.  시설변경 및 인허가

    - 금속성 해체폐기물 용융제염 기술개발을 위한 유리고화시험시설의 RI 저

장실 변경 및 인허가

    - 용융제염 실험장치 설치

Ⅳ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인수받은 본 유리고화시험시설을 활용한 중저준위 폐기

물의 고온 처리 및 용융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유리고화시험시설은 가연성폐기물은 물론 토양, 콘크리트 등의 비금속 비가연

성 폐기물 등 다양한 형태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원자력

연구소 내 가연성 및 잡고체 폐기물의 처리에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으로 일정 규격의 금속성폐기물의 감용 및 재활용을 위

한 금속폐기물 용융제염 기술개발 연구 및 실증시설로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유리고화시험시설을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

고 있는 금속성 해체폐기물 용융제염 기술개발 연구에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설변경 및 시설 변경에 따른 인허가를 완료하 으며, 실험실 규모로 금속

폐기물 용융장치를 설치하여 다양한 종류의 금속성 폐기물에 대한 용융제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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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실험할 계획이다. 

  금속성 해체 폐기물의 감용 및 재활용에 대한 경제성은 처분단가가 점차적으

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

서 당면한 연구로 해체사업 및 우라늄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속성 해체폐기물의 감용 및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시설 및 연구소 내 방사

성 고체폐기물 처리에 본 시설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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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Utilization of the Pilot Scale Demonstration Facility for Vitrification of 

Low &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funded by Doosan Heavy 

Industry Co.(DHIC) was built i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to commercialize the vitrification technology for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from the domestic nuclear 

reactors and the pilot demonstration was completed successfully. After 

accomplishing an aim of the facility, DHIC handed over the facility to KAERI 

without any costs to be able to utilize in R&D and the treatment of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from the KAERI site. 

  The aims of this project are to grasp the func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followed by securing the technologies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and to establish 

the utilization of the facility for the development of waste treatment 

technology in high temperature and the treatment of radioactive wastes 

including decommissioning wastes generated from the KAERI site. 

  The core of radioactive waste treatment technology is to enhance disposal 

stability and to reduce the final disposal volume through waste stabilization, 

volume reduction, and waste recycle. Especially, the radioactive waste 

treatment technology in high temperature has been developed widely in many 

countries due to its excellency in environmental friendliness, the volume 

reduction, and the stability of final disposal waste. Therefore, the 

investigation and the evaluation for the utilization of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i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applicability to above mentioned R&D activities. The modifi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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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 of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is necessary 

to be used in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melting and recycling of 

dismantled metallic radioactive wastes carrying out as one of the national 

long-term R&D projects on nuclear energy as well.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s

  1.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 Survey on the status of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 Repair and maintenance of system components for normal operation of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 Function tests for subsystems using past operation data

     - Shakedown test for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 Safety evaluation for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and system components

  2. Cold demonstration of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 Verification of the operation variables 

     - Evaluation of linkage test with mutual components

     - Function test of subsystems and system components

     - Verification of final air emission 

  3.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 Evaluation of the technical feasibility on the treatment of radioactive 

wastes produced at the KAERI site 

     - Evaluation of technical and economical feasibilities on the treatment of 

metallic wastes produced at the KAERI site

     -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plan as the radioactive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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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odification of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and 

licensing

     - Modification of the RI storage room to develop the melt decontamination 

technology applicable to the dismantled metallic wastes and the 

licensing according to the facility modification

     - Installation of the lab-scale melt decontamination apparatus.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A series of maintenance and repair work for normalization of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was completed successfully to develop 

the waste treatment in high temperature and melting technology.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treatment of combustible and non-combustible 

wastes produced at the KAERI site is technically feasible in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which is designed to be able to treat 

various kinds of radioactive wastes such as combustible and non-combustible 

wastes including soil and concrete.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can be used as the R&D and the technology demonstration facility for 

melt decontamination of the metallic wastes which have a fixed specification.

  The modification of the RI storage room in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and the licensing according to the facility modification 

were completed for the R&D on melt decontamination of dismantled metallic 

wastes which is carrying out as one of the national long-term R&D projects 

on nuclear energy. The lab-scale melt decontamination apparatus was 

installed in modified RI storage room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lt 

decontamination will be examined using various metallic wastes.

  It is expected that the economical feasibility on the volume reduction and 

recycle of metallic wastes will be escalated in the present situation when the 

unit cost for waste disposal has the tendency to grow up gradually. 

Therefore,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can be used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volume reduction and recycle of the 

metallic wastes generated from on-going projects on the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s and the environmental restoration of uranium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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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and for the treatment of radioactive solid wastes produced at the 

KAERI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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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문

  고온용융기술을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시

도가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폐기물의 고온 용융에 의한 처리

방법은 폐기물 감용 및 처리 후 폐기물의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와는 달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고온

용융처리 방법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경제성 때문에 개발 및 상

용화가 늦어 졌으나 미국의 경우 에너지성(DOE)및 국방성(DOD)에서는 

늘어나는 폐기물의 양과 엄격한 환경 규제치에 만족하는 설비가 필요하게 

되어 1989년부터 플라즈마를 이용한 고온용융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 왔으

며, 미국의 INEEL(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Lab.)

에서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고온용융 연구개발의 주도적인 기관이 되었으

며 INEEL은 미국의 수많은 개인기업 및 대학, 그리고 연구소를 참여시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이던 모든 방법을 분석하 고, INEEL의 기술진 및 

연구진은 관련 업체 및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Know-How 및 설비 등을 

검증하 을 뿐만 아니라 각 기술의 장∙단점 등을 평가하여 INEEL에서

는 방사성폐기물과 물리∙화학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모의폐기물을 

실험에 이용하 으며 그 결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

는 기술적으로 안정한 설계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련업체 및 기관에서 다

시 소형화 하 다. 플라즈마 아크를 이용한 고온용융설비는 여러 유사기

술 중에서도 여러 실험에서 실증되어 이용되고 있는 기술의 장점만을 도

입하여 최적으로 설계된 기술이다[1,2].

  두산중공업에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감용 처리를 위한 사업을 추

진할 목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공동으로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원자력연구소 부지 내에 파일럿 규모로 고온용융에 의한 유리고화시험시

설을 설치하기로 하 으며, 1997년 8월 건물설계가 완료되었고 1997년 10

월말에 건물이 준공되었다. 1998년 1월말에 실증용 PAM(Plasma Arc 

Melter) 설비 설치를 완료하 고, 시운전 및 SAT(Site Acceptance Test)

는 1998년 2월말에 종료하 으며, TB (Trial Burn) 시험은 1998년 3월에 

시행하 다. 이때 동위원소 및 일반폐기물, 연구소 내 발생 폐기물과 원전 

발생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험운전을 실시하여 유리화실증 실험을 수행하

으며, 고화체 건전성 평가 및 시설의 안전성은 물론 PAM 설비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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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입증하 다. 이  PAM시설은 연구소의 북서방향 전단에 위치하며 기 

건설 운  중인 자연 증발시설의 전단에 설치되어 있다. 약 230평 대지에 

높이 12m인 구조물로 사무실, 실험실, PAM-200설비 및 오염검사실, 방

사성폐기물 조작 지역의 방사성구역과 부대설비 등의 비방사성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인수받은 고온용융시설의 사후처리를 위

하여, 기존에 가연성 및 비가연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유리화에 적합한 

설비로서 검증을 받은 PAM-200의 기기 성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유지보수 수

행 방법 및 내역을 기술하 다. 시설의 운전은 각각의 운전 조건에서 점검해야할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성능 시험을 통해 기본적인 설비의 성능과 정상 운전 시 

안전성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향후 본 PAM-200 설비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과 

본 설비의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리설비로의 활용 시 운전비용 및 제반 소요 비

용 항목을 분석하 다. 이어 본 시설의 일부를 금속성폐기물 용융 기술 개발 연

구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 변경과 이에 따른 인허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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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유리고화시험시설  

  유리고화시험시설의 규모는 연구목적상 최대 200kg/h의 처리용량으로 설계하

다. 설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처리능력

- 처리대상 : 가연성 및 비가연성 물질

- 처리용량 : 200 kg/h (혼합물질기준) 

 ● 주요설비 구성

   - 유리고화설비의 주요 구성을 Table 1에 수록하 고, 시스템 구성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Systems of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설 비 구 분 주  요  장  치  또는  시 설

1. 처리품목 공급계통

- 이송컨베이어 / 크레인 / 드럼 호퍼

- 주입물파쇄기 / 로내주입기

- 공기차단기

2. 고온용융소각계통
- 고온용융로 / 흑연전극구동시스템

- 전원공급기 / 열적산화기  

3. 배기가스처리계통

- 배출가스냉각장치

- 입자제거기 / 습분분리기

- 필터뱅크(전치여과필터, HEPA필터, 활성탄필터) 

4. 배출수 수집처리계통 - 배출수 수집탱크 / 여과필터

5. 용융물 수집처리계통 - 자동수집장치 / 드럼이송장치 및 전동호이스트

6. 공정 및 배기가스

  감시계통

- 제어 및 데이터수집시스템

- RMS (Radiation Monitering System)

- CEMS (Continuous Emission Monitoring System)

7. 시설환기계통
- HVAC설비

- 필터뱅크(전치여과필터, HEPA필터)

8. 부대설비 - 화재방지 또는 경보시스템

9. 기타 부대 및 활용시설

- 자연증발시설

-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

-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폐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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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M-200 Process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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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시설개요

  본 절에서는 유리고화시험시설의 건물과 주요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유리고

화시험시설은 처리대상 품목에 따른 유리고화 시험 연구를 위해 1997년 10월부

터 건물공사를 착공하여 1998년 12월중 완공하 다. 시설의 위치는 한국원자력연

구소 북서방향에 기 건설 운  중인 자연증발시설의 전단에 설치되었다.  

1.  건물개요

가. 구조 : 철골조립식 (H-Beam, 조립식 패널)

나. 규모 : 지상 3층

다. 최고높이 : 지상 14.3 m

라. 건축물의 면적

연구동 1층 2층 3층
고온용융실 

상부
계

연면적
247.86 m

2

(75.89 평)

120.22 m
2

(40.27 평)

91.02 m
2

(27.53 평)

21.92m
2

(6.63 평)

493.94 m
2

(149.42 평)

건축면적 - - - -
247.86 m

2

(75.89 평)

2. 건물의 구조

  건물은 철골구조물에 내화재(Glasswool)나 일반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벽으

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 시설 설치를 위한 크레인이 장착되어있다. 건물내부를 

구역별로 분류하면 방사선 관리구역과 완충구역(반출입구역과 준비 및 오염 감

시실)을 방사성 실험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구역은 비방사성구역으로 구분하 다.

  가. 방사선구역

방사선구역은 고온용융로실, 고화체냉각/제염실, 저장실1, 2가 있다. 고온용

융로 설치구역에는 고온용융로를 비롯한 열적산화기와 배기가스 냉각장치 및 처

리장치들이 건물내부 철골 내화구조물, 대략 664 m
3
 (10×8×8.3)의 공간에 설치되

어 있다. 

  바닥은 트럭 및 Forklift 작업을 고려하여 10 ton/m
2
 이상의 지구력을 갖도록 

기초공사 및 콘크리트 바닥 작업을 하 다. 1층의 바닥은 액체방수위에 시멘트몰

탈을 하고 에폭시로 마감하고, 주요설비가 들어가는 각층의 바닥 및 고온 용융실 



- 6 -

상부는 시멘트 몰탈 위에 에폭시로 마감하 다.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한 벽면 등

의 구조재료는 내화재 또는 불연 재료로 되어있다.   

  오염검사실에는 작업자의 오염감시를 위한 손/발/의류 감시기 등의 측정 장비

와 오염 시 세척을 위한 샤워기 및 세면기를 설치하 다.

  나. 완충구역

고온용융로 설치구역으로 대형장비의 반입이나 처리대상품목의 반입, 고화

체 드럼의 반출 등을 위해 사용되는 중간 구역과 작업자의 출입을 위한 오염검

사실의 완충구역이 있다. 

  다. 비방사선구역

방사선구역과 완충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비방사선구역으로 공정제

어실, 사무실, 전원 공급실이 있다.  

3.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상태

  가. 주요구조부의 재료

구분 고온용융로실 저장실1
고화체냉각/

제염실
오염검사실 저장실2

바닥재
 액체방수 +

 시멘트몰탈

 액체방수 +

 시멘트몰탈

 액체방수 +

 시멘트몰탈

 액체방수 +

 시멘트몰탈

 Deck-Plate + 

 시멘트 몰탈

벽 재

 T-75  

 Glasswool 

 Panel

 T-75  

 Glasswool 

 Panel

 T-75  

 Glasswool 

 Panel

 T-75  

 Glasswool 

 Panel

 T-75  

 Glasswool 

 Panel

천정재

 T-75   

 Glasswool 

 Panel + 시멘

 트몰탈 + 콘

 크리트강화제

 Deck-Plate + 

 시멘트 몰탈

 Deck-Plate + 

 시멘트 몰탈

 Deck-Plate + 

 시멘트 몰탈

 T-75  

 Glasswool 

 Panel

도장재  에폭시  에폭시  에폭시  에폭시  에폭시

면 적 664 m
3

246 m
3

54 m
3

20 m
3

34 m
3

천정까지

의 높이
10 m 8.5 m 4m 4m 3.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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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출입구

    1) 방사선구역의 출입문

 방사선구역의 출입문은 GD-2 1층 / 1개소, GD-3 1층 / 1개소, GD-4 1층 / 2

개소, GD-5 3층 / 1개소로 Table 2에 나타내었다. 

    2) 기타 출입문

 - 알미늄 전동셔터 : 2 개소   

 - 기타 일반출입문 : 20 개소

Table 2. Gate Doors Installed in the Radioactivity Control Area 

구분 및 형태 GD-2 GD-3 GD-4 GD-5

 위치/개소 1층 / 1개소 1층 / 1개소 1층 / 2개소 3층 / 1개소

 후레임
 130×200×10T

 스틸접기(ㄷ형)

 130×100×10T

 스틸접기(ㄷ형)

 45×120×1.6T 스틸광면단위

 유성페인트2회

 마감 및 유리  Glasswool Panel/모서리1.0TP접기  Glasswool Panel/모서리1.0TP접기

 부속철물
 상하개폐식 자동문에 필요한 기기

 및 부속철물일체

 피봇힌지, 손잡이, 잠금장치등 

 부속일체

  다. 차폐물

유리고화 연구시설의 핵심설비인 고온용융로, 열적산화기, 배기가스정화장

치는 건물내부에 별도의 격납 건물 내에 설치하여 설비자체 피복재에 의한 차폐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차폐효과, 건물 외부 벽에 의한 차폐효과를 기대할 수 있

으나, 사용시설의 다른 각 실 및 장치류를 포함하여 각각에 대해 방사선원 항에 

따른 선량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차폐체를 설치한다.

  라. 작업실

시설의 작업실은 고화처리준비실, 고온용융로실, 고화체 냉각.제염실로 구성

되며, 배수 및 배기시설과의 연결 상황으로서 작업실 전체적으로 부압이 유지되

도록 공기조화설비(HVAC)를 갖추었고 고효율입자여과필터(HEPA 필터)로 여과 

후 연도를 통해 배기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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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염검사실

오염검사실에는 작업자의 인체오염 및 장비류의 오염 등에 따른 제염이 가

능하도록 세척 및 샤워설비를 오염제거에 필요한 피부 이물질 제거 팩, 제염비

누, 제염지등의 기재를 포함하여 갖추고,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출입 전에 방호복, 

방호화, 방호 장갑 등의 방호용구를 갖추었다. 설치된 오염검사용 방사선측정기

는 출입자의 오염여부를 점검한다.

  바. 시설의 방사선 경고표시

시설 내에 부착할 방사선 경고표시등은 방사능 표지의 규격인 삼엽 표지를 

기본으로 하여 각 시설 및 설비용도별로 관련규정에 맞게 부착하며 경고등은 주

의를 필요로 하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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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설의 계통설명 

1. 공급계통

처리대상으로 하는 품목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는 컨베이어, 드럼 호퍼, 파쇄

기(shredder), 주입기(feeder), 주입기와 용융 챔버 분리장치 및 현장제어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가. 컨베이어

   처리대상 드럼 파쇄를 위한 이송장치로서 드럼을 호퍼까지 이송하며 구성

은 다음과 같다.

     - 수평 롤러 컨베이어

     - 위치감지센서

     - 컨베이어 수평유동 구동제어스위치

  나. 드럼 호퍼(Hopper)

   드럼이 파쇄기로 들어가기 전 완충공간으로서, 드럼이 파쇄기로 투입될 때 

드럼파쇄에 따른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중 기

식 문의 에어락(Airlock) 상태로 조작되는데 호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에어락 챔버

- 에어락 자동소개시스템

- 에어락 자동 질소퍼지시스템

- 감시 및 제어장치

  다. 파쇄기(Shredder)

   모든 처리대상 주입물질을 고온용융로에서 쉽게 용융되도록 일정한 크기로 

파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200 리터드럼을 담을 수 있는 호퍼(hopper)

- 호퍼 패널

- 호퍼 유압 램(ram)

- 4개의 저속 역방향 파쇄 쇄석기

- 역방향 유압모터 및 변속장치

- 측정 장치 및 부속 연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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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기 소개 시스템

- 별도 주입기 설치를 위한 예비포트

- 비디오카메라와 전등(light) 장착 호퍼

- 수동 가스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주입시스템

- 온도감시 및 경보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온도계

- 자동 이산화탄소 화재방지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비포트

  라. 주입기(Feeder)

   파쇄기에서 분쇄 된 물질을 받아들여, 고온용융로로 주입하는 장치로 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파쇄기 연결 인터페이스

- 주입기 호퍼

- 가변속도 역방향 스크루

- 스크루 전기모터(변속장치포함)

- 모터 전류/토크 센서

- 용융로 주입튜브

- 용융로와 주입튜브 분리게이트 가 있다. 

  마. 현장제어패널

   주전원에서 전력을 각 부속설비에 공급하며, 부속설비 PLC와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하며, 각 세부장치의 작동을 제어하고, 메인 PLC에 인터페이스 접속

제어장치를 제공하며, 감시 및 제어의 연결역할을 한다.

- 480V와 115V의 인터페이스 연결

- 컨베이어, 호퍼 및 부속설비, 파쇄기, 주입기에 대한 PLC 연결모듈

- 부속설비 감시 및 제어를 위한 현장 감시신호 및 스위치

- 호퍼/파쇄기/주입기 PLC와 메인 PLC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위한  

   PLC 인터페이스 모듈

- 아날로그 신호출력을 위한 아날로그 모듈

- 전원 및 제어케이블 부속장치

  바. 원격스위치 패널

- 시스템 동작상태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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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 속도, 인터럽트 및 비상정지 제어스위치

2. 고온용융로 

고온용융소각계통은 고온용융로, 열적산화기 및 부대 장치로 구성되어있다. 고

온용융로는 전기를 동력원으로하여 탄소전극을 이용한 고온의 플라즈마 아크열

을 발생시켜 처리대상물질을 유리화시키는 용융로로서, 아크를 발생시키는 2개의 

탄소전극을 포함한 내화재 및 탄소강(Carbon Steel) 혼합재질의 챔버로 구성되어 

있다.

  용융로는 열적산화기 챔버의 바로 하부에 붙어있으며, 미립자에 의한 침적과 

오염발생을 방지하도록 중첩되도록 설계되어있다. 또한 내화벽은 저 도의 가연

성 물질에서부터 고 도 금속과 건설자재를 포함한 다양하게 조성된 폐기물 처

리에도 적합하고,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질로 만들어진 내화재로서, 높은 

체적, 저 도 저열용량 뿐만 아니라 고 도까지 다양한 종류의 용융물 조성에 대

하여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가. 용융로 

  용융로는 파쇄 되어 공급된 폐기물을 담아 용융시킨 고온의 용융물질을 담

을 수 있고, 용융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용융로 전원은 

480VAC, 60Hz, 300Amp, 3상 전원으로 DC 전원공급 장치로부터 용융로 흑연 전

극봉에 공급되며, 전원제어장치는 별도의 제어콘솔에 부착되어 있다. 전극구동은 

수동 및 자동제어로 가동 시 아크발생을 위한 전류를 제어한다. 초기 기동 후 60

분후에 폐기물과 첨가물을 용융로에 일정속도로 주입하고, 용융된 폐기물과 첨가

물은 온도변화와 전기적 힘에 의하여 균질하게 혼합된다. 주입폐기물은 용융물질 

상부 표면에서 녹거나 용융되며, 용융체의 드럼이나 컨테이너의 탭핑은 탭홀 이

상의 충분한 준위에 도달했을 때 시작된다. 용융로는 A36 탄소강(Carbon Steel) 

1/2inch로 구성되어 있으며 0.38mm의 스테인리스로 외부 코팅이 되어 있다. 용

융로의 크기는 직경 1,067mm, 높이 838mm이다. 용융로 챔버는 3,400kg용량의 8

개의 385-RDE-STA-CO 클램프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용융로와 용융로 상

부헤드(Psi-section)는 이중 압력 봉체로 설계 되어 있어, 운전 중 용융로시스

템에 튼튼한 봉기능을 제공한다. 봉 재료는 크기 19mm
2
의 실리카 로우프로 

패킹되어 있어서, 최대 1,260℃의 연속운전온도와 1,650℃의 일시적 운전온도에서

도 견딜 수 있다. 봉은 정상 및 비정상운전시에도 용융로의 내부압력을 견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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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계되었다. 용융로시스템이 아크열에 의하여 가열되고 정상상태에 도달 후 

용융로 외벽 표면온도는 250℃이하로 냉각시스템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비

정상운전은 외벽 표면온도가 300℃ 이상으로 감시 장치에 의해 감지되었을 때를 

말한다. 표면온도가 비정상운전온도인 300℃에 도달 시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원

인분석 및 보수조치 또는 용융로를 교체한다.

  나. 유지관리

   용융 챔버 표면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비정상적 퇴색이나, 과열 및 내화

재파괴를 나타내는 외부 스테인리스 스틸 코팅제의 플레이킹 등의 모든 비정상

현상을 감시한다. 모든 봉 및 표면은 주기적으로 누출여부를 검사하게 되며, 

누출이 감지될 경우 봉재는 교체한다. 용융로 챔버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스템

이 정지되어있을 때 실시하며, 보수 또는 교체해야할 경우에는 용융로 챔버 표면

이 충분히 냉각되어 안전준위로 도달한 후 행한다. 모든 잠금장치는 용융로가 정

지되어 있는 동안(운전하지 않을 때) 정비, 조정한다. 시스템 운전 시에는 모든 

작업자는 고온의 표면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위치하여 용융로 챔버 표면과 접

촉하지 않도록 한다.

3. 용융로 상부 헤드(Psi-Section)

   용융로 상부 헤드의 기능은 첫째 용융로와 열적산화기 사이에 인터페이스, 둘

째 전극 및 주변장치 설치를 위한 구조적 배치, 셋째 용융로의 연결을 위한 구조

적 지지물, 넷째 용융로 프레임과 구조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가. 구 성

   상부 헤드(Psi-section)는 12.7mm두께의 A36 탄소강으로 되어 있으며 

0.38mm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외부 표면이 코팅되어 있다. 챔버의 외부 직경은 

1,823m이고, 높이는 1,346mm이며, 무게는 575kg이다. 헤드(Psi-section)는 용융로 

프레임에 지지 링으로 맞추어져 수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지 링은 구조적 

안정성을 위하여 원형으로 8개 볼트로 연결되어 있다. 헤드(Psi-section)의 하단

은 용융로 챔버와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중 압력 봉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봉 재료의 크기는 19mm
2 
실리카 로우프 패킹으로 1,260℃의 최대 연속

운전온도에도 견딜 수 있으며 1,650℃까지도 견딜 수 있다. 봉은 비정상상태에

도 용융로의 내부압력에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헤드부(Psi-section) 상단은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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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닥트로 구성되어 있고 배기가스가 열적산화기로 가는 통로이다. 이 통로가 

상대적으로 넓고 수직적 구조를 가짐으로서 닥트의 막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

다. 열적산화기로의 닥트는 고온 개스킷으로 봉하고 볼트로 고정되어 있다.

  나. 유지관리

  상부 헤드부(Psi-section)는 유지관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는데, 헤드

(Psi- section) 외부 표면은 육안 검사와 액체 침투 탐상방법으로서 비정상운전 

징후를 예견할 수 있는 모든 탈색이나 외부 스테인리스 스틸 코팅제의 플레이킹

을 검사하고, 내화재의 과열이나 파손여부를 감시한다. 봉재 또는 개스킷 부분

의 누출여부는 거품제 및 방사선 감시기 등에 의해 감시할 수 있다. 누출이 감지

될 경우 봉재와 개스킷은 교체한다.

4. 전극봉 구동장치

전극봉 구동장치는 운전원의 제어조작에 따라 전극을 이동시킬 수 있고, 이동 

시퀀스 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운전 기능을 갖는다. 전극봉 제어장치는 스테퍼 모

터(Stepper Motor)에 연결된 스텝 모터 드라이브로 전극장치를 제어한다. 제어콘

솔의 2개 OCS(Operator Control Stations)이 제어실 외부의 소형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러(PLC or SLC)와 명령요구, 응답 및 감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신

을 주고받는다. PLC 처리장치는 OCS 명령요구와 자체 내부프로그램에 따라 인

터페이스 모듈을 통하여 스테퍼 모터(Stepper Motor)를 구동시킨다. 전극봉 제어

패널의 수동조작은 OCS 고장 시 PLC의 제어명령을 처리한다.

  가. OCS(Operator Control Station)

  콘솔에 2개의 OCS가 장착되어 있으며, 각 OCS는 인터페이스카드, 17"인치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로 구성된 PC로 구성된다. OCS는 window NT 및 워크스

테이션 상에서 구동되는 Bridge VIEW man-machine 인터페이스로 운 한다. 네

트워크를 위한 Ethernet 카드와 PLC 통신을 위한 Allen-Bradley Data Highway 

Plus 카드가 OCS에 설치되어있다. 또한 전원상실시 운전을 위하여 UPS가 설치

되어있다. 용융로 제어 Bridge VIEW 프로그램은 운전원이 PLC에 연결된 모든 

변환기의 온도와 압력 및 위치를 감시하고, PLC 명령을 내려 전극, 파쇄기, 주입

기, 탭퍼, 모터, 펌프 및 밸브를 제어하기 위한 자동제어 시퀀스를 구동시킨다. 

또한, Bridge VIEW 프로그램은 운전원 조작에 의해 전극을 4개 방향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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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 각 전극은 상하 운동이나 회전운동이 가능하다. 운전원은 OCS에

서 시퀀스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전극의 아크를 발생시키며, 슬래그나 금속용융물

을 인출하며, 전극소모를 보상하고, 용융로를 운전 정지시킨다.

  나. 수동 전극봉 제어패널

   제어실에 수동 전극봉 제어패널은 동시에 이중의 OCS가 정지하는 경우 

전극을 움직이기 위한 연결스위치를 포함하고 있다. 수동 전극봉 제어패널은 3방

향으로 자체 축 중심 운전스위치를 가지고 있다.

- 전극 1 translation(on/off/down)

- 전극 1 rotation(clockwise/off/counterclockwise)

- 전극 2 translation(up/off/down)

- 전극 2 rotation(clockwise/off/counterclockwise)

  다. Allen-Bradley PLC

   Allen-Bradley PLC 장치는 제어실외부의 전원 공급실에 위치하며, 10개 

슬롯 새시의 1곳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페

이스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 Flex I/O 네트워크검색

- 전극구동과 탭퍼(tapper)를 위한 stepper 모터를 제어

- 온도계와 수동제어스위치 기록

- 펌프와 모터 및 밸브를 작동

  라. 스테퍼 모터(Stepper Motor) 구동

   축 방향 이동을 위한 스태퍼 모터가 스태퍼 모터 드라이브에 연결되어 스

태퍼 제어 모듈에서 발생하는 시간응답 펄스를 구형(quadrature) 펄스로 변형시

켜 모터를 구동시킨다. 총 4개의 스태퍼 모터 드라이브가 전극봉 제어장치를 위

하여 사용되는데, 2개의 스태퍼 모터는 tapper용으로, 나머지 2개는 용융준위 감

시시스템을 위하여 사용된다.

  마. 프로그램 시퀀스

    ● 시동(start-up) 시퀀스

       시동 시퀀스는 모든 용융로시스템이 운전준비상태가 되었을 때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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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극이 병진(translational) 슬라이드의 지정길이에 클램프된 후, 시퀀스가 

시작된다. 전극은 전원공급과 함께 회전하고, PLC는 전극이 전달되는 전원을 

모니터한다. 아크가 형성되면, PLC는 전극을 움직여 전압을 일정범위로 유지시

키고 전극을 용융로단지의 용융물질쪽으로 낮추어져서 아크를 계속 유지시킨다.

 ● 탭핑(Tapping) 시퀀스

    탭핑 시퀀스는 전극을 정상운전 위치에서 선택된 탭 포트로 가까이 회전 

이동시킨 다음, 탭핑이 완료된 후 전극을 정상운전위치로 복귀시킨다.

  바. 정상 및 비정상운전상태

   고온용융로는 정상적으로 PLC 시동시퀀스에 의하여 시동된다. 주입폐기물

이 계속 용융된 후 운전원에 의해 일차폐기물을 탭핑 시키는데, 전극교체를 위한 

운전정지에 필요한 수준까지 계속 탭핑 한다. 운전원은 이러한 운전상황을 OCS

와 비디오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시 및 제어한다. 온도, 압력 및 기타 요구되는 조

치 등에 이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OCS는 경보를 울려 운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며, OCS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운전 절차서에 따라 적합한 조치

를 취한다.

  사. 유지관리

   전극봉 제어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일상교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평균

고장주기(Mean Time Between Failure)에 따른 유지관리가 필요 없도록 설계되

었다. 구성요소가 이상이 있을 경우, 대부분 컴포넌트는 산업 및 제작표준이므로 

쉽게 교체될 수 있다.

5. 열적산화기(Thermal Oxidizer)

드럼처리동안, 용융로에서는 가스가 발생하며, 이러한 가스는 폐기물의 조성과 

운전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가스는 수증기,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산

소(O2), 염화수소(HCl)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등으로 구성된다. 열적산

화기는 고온용융로에서 이루어지는 연소공정을 완전하게 하고, Psi-section를 빠

져나가는 모든 VOCs 배기가스를 파괴한다. 열적산화기는 Psi-section의 상부에 

부착되어 있다. 배기가스는 용융로를 빠져나가 Psi-section을 통과하여, 공기와 

연료를 공급하여 가스온도를 1,205℃로 증가시킨다. 열적산화기의 몸체는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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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로 구성되며 직경은 1,524mm이며, 높이는 4570mm이다. 열적산화기 상부 

section의 위부분에는 280mm검사포트가 있어 전체높이는 2850mm가 된다. 내화

재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며, 산화온도를 유지하고 금속 shell을 보호한다. 열적산

화기의 우선적 요건은 (a)시간, (b)온도, (c)탄화수소를 파괴하여 대기방출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혼합을 고려한다. 이 설비는 유기물질을 99.99%까지 파

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배기가스변수는 주입폐기물에 따라 변화하며 열

적산화기는 큰 배기가스 유량과 열 출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약, 용

융로배기가스가 배기가스 최소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 부족할 경우, 

예비연료(천연가스)를 연소한다. 이와 반대로 유량이나 열용량이 열적산화기의 

설계치를 초과할 경우, 용융로의 유기물질을 운전 절차서에 따라 제한한다.

  가. 열적산화기 설계인자 

   열적산화기 설계인자는 다음과 같다.

- 배기가스 배출온도 : 1,205℃

- 배기가스 잔류시간 : 2초

- 열적산화기 shell측 온도 : 210℃ (내부 1,205℃)

- 열손실 (Heat Loss) : 250,000 BTU/hr (내부 1,205℃)

  나. 열적산화기 쉘

   열적산화기 쉘은 하단, 중단, 상단의 삼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은 제거 

가능한 뚜껑이 상단에 플랜지로 연결되어 있다. 각 단은 carbon steel로 만들어져 

있으며 용접 제조되었다. 각 쉘은 9.5mm판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상단의 끝부분

도 9.5mm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모든 강판과 보강재는 ASTM A-36표준에 적합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모든 포트는 ASTM A-53 carbon steel 파이프와 플랜지

로 만들어진 모든 포트는 150lb class이다. 

  다. 열적산화기 내화재

   열적산화기 내화재는 열적산화기로부터 열손실을 감소시켜 쉘의 표면온도

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설비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PVC나 Teflon과 같은 불소

를 포함한 염화성 폐기물인 관계로, 부산물로 HCl과 HF의 배기가스가 발생하여, 

높은 온도에서 내화재에 해로운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산성/염기성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 CaO를 선택하 으며, 0.04%준위나 그 이상에서 HF는 직



- 17 -

접적으로 내화재의 silica와 직접적으로 반응하므로, 저 실리카(ultra-high 

alumia) 내화재를 선택하여 1,205℃이상의 운전온도에 적합하도록 하 다. 추가적

으로, 강판 껍질의 부식을 유도하는 산성가스의 농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측 

온도를 177℃이상으로 유지한다. 상기와 같은 요건을 만족시키고, 내화재의 교체

시기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2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내화재 시스템을 고려하

여 외부 단열층과 내부표면 내화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화재 앵커는 쉘의 

150mm 310 SS 앵커와 고온지역의 세라믹앵커로 결합되어 있다.

    ● 외부 내화재 층

    내화재 외부 층은 76mm의 내화 층으로 GREENCAST 45L GR 내화재로 

만들어져 있다. 이 내화재의 최대 허용온도는 1,370℃이다. 전체적인 내화재 설계

를 기초로 했을 때 최대 허용온도는 내부표면온도가 1,760℃에 도달할 때까지 미

칠 수 없는 온도이며, 이것은 실제 운전온도보다 상당히 높은 온도이다.

    ● 내부 내화재 층

    내부 내화재는 154mm의 내부 내화 층으로 ULTRA-GREEN SR 내화재

로 만들어져 있으며, 매우 얇은 석회석으로 집도가 매우 크고 충격 방지특성을 

가지고 있다.

    ● 열적산화기 배기가스 닥트 내화재

    열적산화기 상부에 위치한 배기가스 닥트는 460mm의 짧은 닥트로, 

25mm INSWOOL PAPER와 100mm ULTRA-GREEN SR의 내화재 안감으로 

되어있다.

    ● 가열 및 냉각 스케줄

    내화재의 수명은 열적산화기를 통과하는 가스의 화학적 구성과 내화재가 

가열 및 냉각되는 비율 및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열전달과정에서 생성된 

열응력은 내화재의 부스러짐과 크랙을 유도하여 내화재 수명을 단축시킨다.

- 정상 가열비율 : 56℃/hr

- hold at 276℃, 538℃, 815℃ and 1093℃ for 1hr/25mm of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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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스케쥴

  

소요시간(hours) 온도(℉) 가열비율(℉/hr)

0∼4 100∼500 100

4∼9 500 Hold

9∼14 500∼1,000 100

14∼17 1,000 Hold

17∼22 1,000∼1,500 100

22∼25 1,500 Hold

25∼32 1,500∼2,200 100

     냉각스케쥴

  

소요시간(hours) 온도(℉) 가열비율(℉/hr)

0∼10 2,200∼1,200 100

10∼13 1,200 Hold

13∼24 1,200∼100 100

  라. 열적산화기 버너와 이차공기시스템

   정상적인 폐기물처리운전동안 열적산화기를 통과하는 배기가스의 온도는 

설정 온도(set point)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설정온도는 1,093℃∼

1,205℃사이이다. 또한 열적산화기를 빠져나가는 배기가스의 초과산소준위를 최

소 7%로 유지함으로써 배기가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완전연소를 보증한다. 

만약, Psi-section을 빠져나가는 배기가스의 에너지함유량이 낮을 경우(비가연성

폐기물처리 경우) 연료공급버너에 의하여 필요한 온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만

약 에너지함유량이 높을 경우(가연성폐기물 처리 경우) 버너의 연소율을 최소로 

줄이고 2차 공기에 의한 산소를 공급하여 연소공정을 완벽한 연소상태로 유지한

다. 즉, 2차 공기를 공급하여 배기가스온도를 일정온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

한다. 이러한 배기가스인자는 용융로 주입물 뿐만 아니라 주입 속도에 따라 변화

하므로, 열적산화기는 고 배기가스 유량 및 열량에 대해서 설계하여, 용융로 배

기가스 유량이나 열량이 열적산화기 성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융로에 주입되

는 유기물의 주입 속도를 시스템 운전 절차서에 명시된 한도 내로 한정한다. 2차 

버너의 기능은 열적산화기에 시동동안 운전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열적산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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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저장능력은 내부온도가 1205℃일 때 약 10
7 
BTU이다. 이 열은 버너를 사용

하여 공급한다. 내화재를 운전온도로 가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5∼35시간

정도이다.

    ● 버너

    열적산화기 버너는 천연가스사용, 고속버너로 Tempest Model 4442-4-S

이며 890,000 BTUH 용량의 버너이다. 이 버너는 고속의 불꽃을 발생시켜 열적

산화기내부의 혼합을 크게 하여 연소효율을 크게 한 것으로 1,650℃까지 사용가

능하다. 버너의 불꽃길이는 최대 출력에서 64cm이나, 버너가 열적산화기 하단부

에 위치하여 불꽃에 의한 내화재표면에 미치는 직접적인 향을 방지하 다.

    ● 연소공기송풍기

    버너와 2차 공기에 필요한 공기를 연소공기 송풍기(BLWR-508)로 공급한다.

  마. 열적산화기 계측기구

- Skin temperature thermocouples(2 EA)

- Refractory thermocouples(2 EA)

- Gas temperature thermocouples(3 EA)

- High temperature limit thermocouple(1 EA)

- oxygen probe(1 EA)

- pressure transmitter(1 EA)

- burner control and instrumentation

  바. 열적산화기 제어

    ● 열적산화기 압력제어

    열적산화기는 오염제어를 목적을 위하여 부압으로 운전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오염물질방출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부압은 배기가스 팬에 의하여 생

성되며, 압력은 Quencher와 atomizer사이에 위치한 throttle 밸브(PCV-530)에 의

하여 조절된다. CDAS는 PT-530압력계로부터 신호를 받아, PCV-530밸브의 위

치를 제어하여 압력설정치를 유지한다. 설정압력은 정상적으로 25cm에 설정되어 

있다(-10in. WG)

    ● 열적산화기 온도제어

    열적산화기는 1,093℃에서 1,205℃사이에서 운전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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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온도는 버너출력과 2차 공기공급량을 제어함으로써 유지된다. 제어온도계는 

TE-533a와 TE-533b이다. 이 온도계는 CDAS에 신호를 전달하며 정상운전 시 

매우 근접한 값을 갖는다. 만약 이 온도계의 차이가 설정치 보다 클 경우 CDAS

는 운전원에게 경보를 울린다. CDAS는 열적산화기 배출구온도를 운전원설정치

와 비교하여, 온도가 설정치 이하일 경우, CDAS는 버너출력을 증가시키는 신호

를 송신하고, 만약 온도가 설정치 이상일 경우 CDAS는 버너출력을 감소시키는 

신호를 송신한다. 만약, 온도가 설정치 이상이고 버너가 최소출력이라면, CDAS

는 2차 공기공급제어밸브(FCV-524)를 개방시키는 신호를 전송하여 배기가스를 

희석시켜 온도를 감소시킨다. 

    ● 열적산화기 산소제어

    열적산화기 산소 분석 장치는 운전원에게 열적산화기를 빠져나가는 배기

가스의 산소준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정상운전 중 산소준위는 온도제

어를 위하여 버너에 공급되는 초과공기나 2차 공기공급에 의하여 7%이상이 되

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CDAS에 의한 2차 공기의 자동제어가 가능하며, 만약 

산소농도가 설정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CDAS는 운전원이 알 수 있도록 경보를 

발생한다.

    ● 열적산화기 버너제어

    버너시스템은 제작사에서 제작된 Flame Supervisory and Control 

System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 및 제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

을 한다.

- 비안전상태시 연료공급중단

- 버너점화시스템제어

- 연소되는 불꽃과 연료의 안전상태 감시

- 적정한 공기/연료비를 유지를 위한 공기 연료밸브제어

- 시동, 점화 및 정지(shutdown)의 단일제어점 제공

- 안전정지기능

- 버너의 운전상태와 경보정보제시면도

6. 유리고화체 인출계통

고온용융처리 후 용융물 처리계통으로서 용융물 탭핑 장치, 용융물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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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인출장치, 레일 전달 장치, 포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용융유리는 수

집 캐니스터 내부에 위치해 있는 200리터 드럼으로 인출된다. 2개의 인출 포트가 

있는데 한 개의 탭은 용융로 운전동안 용융로로부터 Glasalt
TM
로 부르는 용융 유

리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나머지 탭은 첫 번째 탭보다 하부에 위치하여 

용융로로부터 금속성분이나 Glasalt
TM
을 완전히 인출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인

출 메커니즘은 제어콘솔로부터 제어되며, 드럼과 용융물의 준위를 나타내는 센서

가 설치되어 있다. 드럼을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폐기물주입율과 조성에 따

라 다르나, 대략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가. 용융물 인출(Tapping) 메커니즘

   인출 메커니즘은 탭 홀의 신뢰성 있는 개폐조건을 제공하여 원활한 태핑을 

가능하게 한다. 용융물 인출 후 탭 홀 잠김 플러깅(핀)이 삽입됨으로서 인출이 

정지되고 탭 홀이 잠긴다. 탭 챔버는 고온에 의한 용융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화

재로 되어 있다. 탭 챔버가 설치된 지역은 용융생성물을 인출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가스를 제어하기 위하여 부압을 유지한다. 탭 챔버와 수집 및 안전 캐니

스터는 캐니스터의 도킹 및 언 도킹 과정동안 모든 장치를 격리하는 역할을 한

다. 태핑 매커니즘의 기능적인 역할은 개방 탭 홀의 폐와 기계적 방법에 의한 

잠긴 탭 홀의 개방 및 선택적 방법에 의한 잠긴 탭 홀의 개방을 들 수 있다.

  나. 드럼 인출 시스템

   드럼이송기가 태핑장치와 도킹상태에 있을 때 태핑이 이루어져서 안전 캐

니스터 안의 용융물 수집드럼이 용융물로 충전되고, 언도킹 상태에서 용융물로 

채워진 드럼이 이송된다. 크레인으로 제염실로 옮기기 전에 드럼뚜껑이 닫히고 

제염실을 경유한 후 저장실1로 이송한다. 캐니스터 내의 생성물 높이는 제어콘솔

에 의하여 원격으로 감시한다. 드럼충전시간은 주입물질과 용융로 내 잔여용융물

에 따라 다르며 대략 3∼20시간정도 소요된다. 

언도킹은 안전 캐니스터와 드럼을 포함한 레일카트를 끌어내려 격리게이트를 

잠근 후 수행된다. 용융생성물은 매우 점성이 높은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에 있으

므로, 캐니스터 내에 오염물질이 고정되게 되며, 드럼은 오염제거를 위한 추가적

인 격리 없이 끌어 내릴 수 있다. 드럼뚜껑을 가능한 한 빨리 닫는다. 캐스팅시

스템은 일차 수집 캐니스터와, 드럼과 용융생성물을 담기 위한 비교적 가격이 저

렴한 안전 바스켓 그리고 안전 바스켓과 드럼을 담기 위한 두꺼운 철 캐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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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있다. 안전 캐니스터는 도킹동안 탭 츄트 봉을 위한 압력 seal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 캐니스터는 전기모터와 웜기어 잭 스크루에 의하여 수직 위

로나 아래로 움직이며, 엔코더는 잭 스크루에 장착되어 운전원이 도킹 및 언도킹

을 위한 원격위치 지시자에 연결되어 있다. 위치 지시자는 감시를 위하여 제어패

널의 메인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 레일카트는 전기모터이중 감소 웜기어 드라이

브에 의하여 레일카드 드라이브 바퀴에 연결되어 수평으로 움직인다. 레일카트는 

X-Y방향으로 움직이나 회전하지 않으므로 잡아매는 케이블은 언제나 같은 방향

을 향하게 된다.

  다. 레일전달 시스템

   레일전달 시스템은 2개의 평행한 레일 트렉과 이동테이블로 구성되어 있

다. 이동 트렉은 레일카트를 트렉 한쪽에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며, 리셉션

룸 전달 포트하부에 레일카트를 직접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엔코더가 잭 스크

루에 부착되고, 원격위치 지시자에 연결되어 있어 운전원이 트랙 이동을 제어한

다. 위치 지시자는 또한 메인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 제어패널에서 감시할 수 있

다 리셉션 룸의 환기흐름은 드럼 이송 중 공정지역의 저 오염지역에서 고 오염

지역으로 유지된다. 안전용기 내에 충전 캐니스터는 에어락 상부에 위치한 캐니

스터 제거포트로 도킹하여 제염셀 내의 드럼 취급 장치를 이용하여 안전용기로

부터 수직으로 드럼을 제거한다. 오염관리는 공기환기와 표면오염제거기술을 활

용하여 안전용기로부터 드럼을 제거하는 동안 행하여진다, 드럼뚜껑이 장착되고, 

드럼의 외부오염이 없는 경우, 드럼은 제염셀에서 추가적인 오염검사와 문서화를 

위하여 저장지역으로 이송된다. 빈 캐니스터는 제염실로 전달되고 안전용기에 넣

어지며, 안전용기는 비 적재 포트로부터 언도킹되며, 캐스팅위치로 되돌아가게 

된다.

7. 배기가스 처리계통

배기가스 냉각 및 세정시스템은 다음의 2가지 목적이 있다.

- 열적산화기의 배기가스를 93℃로 급격히 냉각한다.

- 배기가스중의 미립자 제거와 산성가스를 중화한다.

  배기가스 냉각 및 세정시스템은 열적산화기 배기가스를 quench 챔버에서 세정

수와 직접적으로 접촉시켜 냉각한다. 이러한 반응으로 배기가스를 93℃로 급격히 

냉각시킴으로써 다이옥신의 형성을 방지하고 downstream 장치의 온도비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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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한다. 세정수는 냉각챔버, 분무기 및 세정기에서 배기가스와 접촉하

여 미립자와 수용성 배기가스를 배기가스로부터 제거한다. 열적산화기에서 세정

되는 배기가스는 산성가스(HCl, SO4 및 HF), 고체미립자, 방사성동위원소(H-3, 

Co-60, Cs-137, etc) 등이다.

  가. 스프레이 퀜쳐(Spray Quencher)

     Quencher는 길이 244cm, 직경 36cm의 세정수를 가스 스트림으로 분사하기 

위한 2개의 노즐을 가진 vessel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노즐은 고온가스흡입

구 중앙에 위치하여 균일한 물보라를 vessel 벽 쪽으로 생성시킨다. 두 번째 노

즐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중앙에 위치하여 있지만 vessel의 저온부 끝단 2ft에 

위치하여 있다. 냉각 재킷은 quench vessel의 첫 번째 55.9cm을 둘러싸고 있어 

열적 산화기에서 배출되는 2200℉온도의 배기가스에 의한 벽의 과열을 방지한다. 

냉각수 공급시스템은 용수를 재킷에 공급한다. 냉각수 공급유량은 

rotameter/control 밸브(FICV)의 결합을 이용하여 1-5 gpm 범위에서 수동으로 

조절하여 냉각수배출온도가 180℉(TI-540)을 넘지 않도록 한다. 흡입구 연결은 

14in 파이프를 24in플랜지로 연결한 ANSI B16.5 150lb 플랜지볼트형식이다. 배출

구 연결은 14in 플랜지를 ANSI B16.5 150lb 플랜지볼트형식이다.

  나. 팽창연결부(Expansion Joint)

      팽창연결부는 quench 챔버 냉각 끝에 위치해 있다. 팽창연결부의 기능은 

열적산화기의 열적팽창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열적산화기는 수직으로 약 

13mm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은 36cm, 68kg(150lb) ANSI 플랜지이다.

  다. 압력제어밸브(PCV-530)

      제어밸브는 나비형식으로 운전되는 모터이다. 이 밸브몸체는 fiberglass 

reinforced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원반은 엘라스토머 코팅 철로 만들어

져 있다. 이 밸브는 36cm wafer형식이다.

  라. 분무기(Atomizer)

      분무기는 FRP vessel로 만들어져 있으며 높이 12.7cm, 직경 51cm이다. 세

정수는 vessel상단에 위치한 스프레이를 통하여 주입된다. 세정수는 증기화 되지 

않고, 분무기 하단으로 떨어져 Quench Tank로 배수된다. 배기가스는 vessel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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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분에 위치한 36cm노즐을 통하여 분무기로 들어간다. 배기가스 흐름은 

vessel을 통과하여 세정스프레이 상부로 올라간다. 

  마. 세정기(Scrubber)

     세정기의 배기가스는 special reducing elbow를 통하여 주입된다. 세정수와 

드라이브공기는 elbow을 통하여 들어가 배기가스와 혼합된다. 배기가스, 세정수

물방울 및 드라이브 공기는 굽은 관을 빠져나가 길이 198cm, 직경 20.3cm의 혼

합튜브로 내려간다. 100psig공급공기에 의하여 reducing elbow부근의 노즐에서 

free-jet을 형성한다. 세정수는 free-jet 노즐 주위에 위치한 6개 팬 노즐로 유입

된다. free-jet 노즐과 6개 팬 노즐은 reducing elbow의 하위부품에 위치한다. 직

경 20.3cm 감시 포트가 설치되어 있어 하위부품을 제거하지 않고서도 free-jet 

nozzle과 fan jet nozzle을  관찰할 수 있다.

  바. 사이클론(Cyclone) 분리기

     집진장치는 높이 3.05m, 직경 711mm의 vessel로 구성되어 잇다. vessel의 

최상지점 1,524mm에서 vessel까지 뻗어있는 닥트의 출구직경은 457mm이다. 

508mm노즐과 블라인드 플랜지가 내부 검사를 위하여 설치하 다. 하부배수는 

65mm이다. 집진 장치의 재료는 Durakane 470-36 vinyl ester 레진으로 만들어졌

으며, 2개의 Nexus 베일과 총 2.5-3.2mm의 부직방지를 위한 2개의 2.5-ounce의 

매트가 설치되어 있다. 외부는 왁스칠과 Cyasorb UV-24로 되어 있다.

  사. 미립자 제거기(Mist eliminator)

      미립자제거기는 수직-원통형 용기로 직경 660mm, 높이 1,524mm이다. 용

기와 내부구성은 SS 316으로 건조되었다. 배기가스는 457mm플랜지를 통하여 용

기하부로 들어가 조절장치 입구를 통하여 흘러, chevron판을 통하여 위로 통과하

고, 망사판을 통과하여 상부에 위치한 457mm플랜지를 통하여 나간다. 집진 분리

기로부터 동반된 안개는 배기가스로 chevron판이나 망사 판에 충격을 가해 수집

한다. chevron판과 망사 판으로부터 떨어지는 물방울은 용기하부의 51mm배수관

으로 배수된다. 스프레이노즐이 chevron판과 망사 판을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위

한 목적으로  chevron판의 아래에 위치해 있다. 미립자제거기의 상부헤드는 플랜

지로 되어 있어서 망사 판에 접근하기 위한 제거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만

약, 망사 판이 막혀있을 경우 망사 판은 교체나 세척을 위하여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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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량 : 65m
3
/m(2300scfm)(10.46ft/sec)

- 허용속도범위 : 1-4m/s(3.5 to 13.1 ft/s)

- 65m
3
/m(2300scfm)에서 압력강하 : 4.24cm W. G

- 미립자수집효율

     

미립자직경(microns) 3 5 8 10 20

수집효율, % 95.29 99.69 99.98 99.99 100.00

- 스프레이노즐 : 120°, 3.6ppm at 20 prig

  아. 배기가스 연도(ducting)

  - 재질 : ASSAM RTFRK 11FE에 의한 에폭시레진 FRP

- 크기 : 18 inch

- 설계압력 : - 50in W.G∼ -10psig

           배기가스 팬에 성능에 의한 최대 부압은 102cm WG(-40in 

WG)이, 여기서 최대 positive압력은 unexpected 압력펄스

를 말한다.

- 설계온도 : 212℉

            세정기에서 계산된 배기가스 최대 운전온도는 77℃이고, 대

기압 하에서 세정수의 최대온도는 100℃이다.

  자. 배기가스온도

      배기가스온도는 직경 1/8inch 외장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온도계는 

Type-K이며, 외장 재료는 SS 316이다. 온도계는 압력조정을 거쳐 장비 벽에  

설치하 으며, 압력 지시치는 CDAS에 나타나게 하 다.

8. 세정수 공급 시스템

세정액 공급시스템은 다음의 3가지의 주요기능을 가지고 있다.

- 열적산화기의 배기가스를 냉각하기 위한 quencher에 용수를 공급한다.

- Quencher, 분무기 및 세정기에 세정수를 공급한다.

- 2차폐기물의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립자 및 중성/산성가스를 수

용 스트림으로 농축한다.

  세정수 공급시스템은 세정수를 고압으로 quencher, 분무기 및 air drive 세정기

에 위치한 스프레이 노즐에 세정수를 공급한다. 세정수는 열적산화기의 배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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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접 접촉하여 미립자와 수용성가스를 배기가스로부터 제거하고, 배기가스로

부터 열을 제거하여 약 82℃로 냉각시킨다. 세정수는 세정과정에서 증기로 되지

는 않으며, 세정수 저장탱크로 배수된다.

  열적산화기로부터 나온 배기가스 중 부분적으로나 완전하게 세정되는 성분들

은 다음과 같다.

- 산성가스 : HCl, SO4, HF 등

- 고체미립자 

- 방사성동위원소 : H-3, Co-60, Cs-137, 등

  산성기체는 세정수에 NaOH를 첨가하여 세정수 중의 산성가스를 중화시켜, 염

(NaCl, Na2SO4, NaF)을 형성한다. 세정수 중에 이러한 오염원의 농도는 비 오염

물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제어할 수 있다.

 

  가. 파이프 및 부속품설계요건

- 설계압력 : -127cm WG ∼ 689kPa

- 설계온도 : 99℃

  나.  화학적성질

- 수용성세정액

  Total dissolved solid : 10 wt%

  NaCl : 90 %

  NaF : 9.5 %

  NaOH : 0.5 %

  Total Suspended Solid(metal oxides) : 1 wt%

  다. 파이프 및 부속부품

- 재    질 : ASTM D-1784 CPCV Class 3447-B

- 크    기 : ASTM-F-441 schedule 80

  라. 밸브

-재질: CPCV(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Class 3447-B per A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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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84

  마. 탱크

- 용    량

    Quench  : 2,500 liter 

    세 정 기 : 1,300 liter

    슬 러 지 :  450 liter

- 제    작 : ASTM D-4097

- 설계압력 : -127cm WG∼ 131kPa

- 설계온도 : 100℃

  바. 집진기

- 재    질 : 우래탄 플라스틱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 설계압력 : 786 kPa (100 psig)

- 설계온도 : 100℃

- 유 량 율 : 38 lpm (10 gpm)

9. 세정수 농축여과 및 증발 시스템

세정수에 포함된 이물질이나 염성분등은 증발기 시스템을 거쳐서 이차폐기물 

형태로 발생하는데 세정수 농축여과 및 증발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수용상태로 용해 및 부유된 고체물질을 폐기물형태로 고정화하기 위하여 

농축한다.

- 농축폐기물과 고정화물질을 혼합하여 처분에 적합한 폐기물형태를 만든다.

- 고정화된 폐기물을 취급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가. Hydrosonic 펌프

- Model HYD16X4HW

- 150HP Lincoln 전기모터

- soft start motor starter

- 460VAC, 60Hz, 3-상

- wetted parts are type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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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vaporation Tank 

- 용    량 : 42 gallons

- 설계기준 : ASME Code

  다. 펌프

- Wetted parts are type 316 stainless steel

  라. 파이핑, 밸브 및 부속부품

- Type 316 stainless steel

- schedule 40

10. 최종 여과 시스템

 최종여과시스템의 설계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유해가스 및 방사성미립자 배출량을 규제기준 이내로 유지

- 전처리 필터(Pre-filter)와 HEPA 필터에 걸리는 압력차를 감시하여 전

처리 필터와 HEPA필터의 교체시기를 결정하는 수단을 제공

- 전치필터와 HEPA 필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교체수단을 제공

  가. 재가열기(Reheater)

      재가열기 상류의 배기체 온도는 71℃로 이슬점 온도보다 약간 높다. 이 상

태의 배기가스는 필터하우징에서 농축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배기가스의 온

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가열기는 별도의 0.35 m
3
/s의 공기를 121℃까지 

가열하여 온도를 증가시킨다. 별도 공기는 미립자제거기와 필터하우징사이에서 

배기가스에 첨가되어 필터하우징 입구에서 배기가스의 온도를 88℃까지 증가시

킨다. 가열기 장치는 Chromox 50kW duct heater(Model CAB-5011V)이며, 

440V, 3상 전원으로 운 된다.

  나. 필터하우징

     필터하우징은 Flanders/CSC BF-Series Bag-In/Bag-Out하우징으로 14 게

이지와 11 게이지 T-304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다. 3H×1W배치로 사용

되며, Bag-In/Bag-Out을 필터 교환 시 작업자에 대한 피폭위험을 감소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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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용하 다. 이 필터하우징은 10kPa진공압력에도 견딜 수 있다. 

 필터하우징의 구성 

- 일반 흡입플래넘

1 - 각각의 병렬 경로 컨테이너의 구성

-  Damper(Flanders/CSC Model No. DBTM-3H1W-GG304-20)

- Pre-filter/HEPA filter housing

 (Flanders/CSC Model No. BF1-3H1W-GG12-304-D1)

- Carbon adsorber housing

  (Flanders/CSC Model No. BF1-3H1W-GG12-304-D1)

- DOP
3
 test section housing

  (Flanders/CSC Model No. TSC-3H1W-GG304-D1)

- HEPA filter housing 

  (Flanders/CSC Model No. BF1-3H1W-GGF-304-D1)

- Damper(Flanders/CSC Model No. DBTM-3H1W-GG-304-20)

- 일반 출구 플래넘

  다. 분리 Dampers

     입구 및 출구 분리 댐퍼는 필터교환 동안의 배기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

여 설치되며, 각 댐퍼는 14게이지 T-304 스테인리스 스틸 판을 가지고 있다.

  라. 전처리필터(Pre-filter)

      전처리필터는 Flander/CSC Airpure Model No. FRP65G4406, 61cm × 

61cm × 15cm을 사용한다. 또한 배기체에서 미립자를 포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glass micro-fiber를 사용한다.

  마. HEPA filter

     배기체가 전처리필터를 통과한 후에 2개의 nuclear-grade HEPA 필터

(Flander Model T-007-W-02-05-NU-51-13-GG-F HEPA)를 통과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필터의 크기는 61cm×61cm×30cm이고 각각 필터는 0.3μm이상의 미립

자에 대하여 최소 99.97%의 효율을 갖도록 인증된 것이다. 재질은 T-409 SST 

프레임, 고온 실리콘 개스킷, 산성 저항 유리섬유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최대 

운전온도는 100%의 상대습도에서 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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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Carbon 흡착기

     배기체가 첫 번째 HEPA filter를 통과한 후, 활성탄 흡착체(Flanders/CSC 

Model No. AF-GG12-101-NS)로 들어간다. 활성탄 흡착체는 휘발성유기혼합물

이나 수은과 과 같은 위험한 미립자와 가스오염물질을 여과하기 위하여 

61cm×61cm×30cm크기의 nuclear grade 탄소를 사용한다. nuclear grade 탄소는 

방사성 기체를 흡착하도록 특수하게 활성화된 탄소를 스며들게 한 것으로 T-304

프레임을 사용하 으며, 정상 유량은 0.5m
3
/s (1000cfm)이고, 필터 잔류시간은 

0.083s이다. 이 흡착기의 무게는 68kg이고, 최고운전온도는 93℃이다.

  사. DOP test system

     원자력에서 사용되고 있는 HEPA filter는 필터교체 후나  필터 수명 주기 

동안 주기적으로 시험을 하여 필터뱅크의 효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표준시험 절

차는 DOP aerosol penetration시험이며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DOP test 시스템

이 설치되어 있다. 

11. 제어 및 데이터 수집시스템

 CADS은 다음의 4가지 주요기능을 가지고 있다.

- 용융로 전극 감시 및 제어

- 설비 및 보조시스템 감시 및 제어

- 데이터를 수집하고 용융로 시스템의 운전상황을 기록

- 자동안전 및 인터록 관련 기능을 제공

  제어 및 데이터수집시스템은 용융로시스템을 제어콘솔에 설치된 2개의 개인용 

컴퓨터로 감시 및 제어한다. 운전제어반(OCS;Operator Control Station)은 제어

실외부에서 명령요구가 발생할 경우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나 

SLC( Small Logic Controller)로 통신하여 피드백을 검색하고 데이터를 감시한

다. PLC 처리장치는 모터, 펌프, 밸브등을 OCS 명령요구와 자체내부프로그램과 

인터페이스모듈을 통하여 구동시킨다. 제어콘솔의 수동 전극제어패널은 OCS고장

시 PLC에 명령요구를 내릴 수 있다.

  가. 비디오감시시스템

     폐쇄회로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 텔레비전 모니터와 제어패널이 콘솔에 위

치해 있어 운전지역에 설치된 9대의 비디오카메라를 통하여 운전원이 시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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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융로시스템의 여러 지역을 감시하고 검사한다.

  나. 운전제어반(Operation Control Station)

   2개의 OSC가 콘솔에 설치되어 있다. 각 OCS는 선반형태로 여러 가지 인

터페이스 카드와 마우스 및 키보드를 장착한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Bridge 

VIEW human-machine 인터페이스로 운 된다. 네트워킹을 위한 Ethernet 카드

와 PLC와 통신하기 위한 Allen-Bradley Data Highway Plus카드가 각 OCS에 

설치되어 있다.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는 전원상실실의 경우에 OCS에 전원을 공

급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전원을 제공한다.

  다. 수동전극제어패널

  제어콘솔의 수동전극제어패널은 두 개의 OCS가 동시에 고장 났을 경우 전

극을 움직이기 위한 목적으로 PLC연결 스위치를 포함하고 있다.

  라. 원격 주입기 제어패널

   제어콘솔의 원격주입제어패널은 물질 취급실에 있는 패널을 중복으로 하여 

제어실에서 주입기를 원격으로 수동운전하기 위한 것이다.

  마. 수동 전원공급 패널

  전원공급패널은 전원공급을 수동으로 구동하기 위한 패널이다. 패널은 별도

의 전압과 전원 지시치를 가지고 있다. 용융로실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

실도 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용융로유지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동

안에 전원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바. 제어시스템 전원 봉입

   Hoffman NEMA 4 Type 4 전원 봉입기가 제어실외부에 바로 위치하여 있

으며, 2중 데이터 Highway Plus 케이블을 콘솔 OCS에 연결되어 있으며, Flex 

I/O 네트워크 캐이블을 용융로 운전지역의 변환기나 구동장치에 연결된 감시 장

치와 제어배선에 연결되어 있다.

12. 배기가스 감시계통

   유리고화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계통은 대기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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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부 고시(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 제12조 별표8)에서 규제 대

상 오염 배출 물질 중 일반 유해 가스 및 분진을 감시하는 배출농도 감시계통과 

과기부 고시(제 1997-8호 원자력 시행령 제110조, 제212조 및 제219조 규정에 의

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제2장 7조)에서 정하는 방사성 핵종의 공

기 중 배출농도를 감시하는 방사선 감시계통으로 크게 구분한다. 배출농도 감시

계통은 연속 방출감시실에 설치되어 있어 환기설비계통에서 배출되는 공기를 포

함하여 굴뚝에서 연속적으로 최종 배출되는 모든 배기가스를 연속으로 감시하여 

기록한다. 감시된 배기가스 성분은 각 분석기에서 분석되어 수치화된 자료로 기

록되고 이 자료는 실시간으로 주 제어실의 지시기에 나타난다. 규제치 이상의 이

상 배기가스가 감지되었을 경우 자동 차단 장치에 의해 유해가스의 배출이 정지

되고 공정상의 이상 상태는 경보로 운전원에게 제공되어 계통을 점검하게 된다. 

방사성 핵종의 공기중 배출농도 감시계통은 굴뚝에서 연속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환기설비계통에서 배출되는 공기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모든 배기체 

중 감시 대상성분을 연속 감시하여 기록한다. 방사성 핵종의 배출농도가 정상치 

이상으로 운전되면 관련 보호 계통이 동작되어 일반에게 비정상 배기체가 배출

되지 않게 한다. 실시간으로 채취한 감시 자료는 수치화되어 현장 감시 설비에 

지시되고 이 값이 주 제어실에도 실시간 나타난다. 운전원은 주 제어실에서 실시

간 배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공기 중 배출 농도를 감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

정상적인 배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사전 경보가 발생된다.

  가. 배기체 연속측정(CEM)

     유리고화 설비 운전 중 규제 기준에서 지정된 유해 물질의 감시는 유리고

화 설비 시운전시 전문 기관(환경관리 공단)에서 규제 대상 물질에 관해 분석하

여 설비에서 배출 가능한 유해 물질에 관해 지정하고 이 물질에 대해서는 주기

적으로 분석시료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서 시료를 분석하여 운전 상태를 감시한

다. 환경부에서 현재 규제 고시 확정중인 연돌 자동감시 체제를 굴뚝에 설치하여 

대기 환경법 관련 고시에서 지정한 제한치를 준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현재 연속 감시체제에 감시대상 배기가스 성분과 그 규제치에 관한 내용을 

Table 3에 수록하 다.  

  나. 방사선 감시(Radiation Monitor) 계통 

     유리고화 설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함유된 방사성 성분을 감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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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로 방출되는 배기가스에 함유된 방사성 성분을 최소화하고 운전 중 방사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으로부터 작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

업장 및 출입구역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는 하는 계

통이다. 감시된 방사성 준위 변수는 설비 감시계통 및 경보 계통에 제공된다. 그

리고 건물 외부에 방사성 감시기를 설치하여 일반 및 설비의 방사선 누출을 항

시 감시한다. 배기가스 감시계통은 설치된 방사선 감지기에서 감시한 운전 변수

는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연속 배출감시 제어 판넬에 있는 PLC에 연결된 통신포

트를 이용해서 설비 감시계통 및 경보 계통으로 신호를 보내어진다. 아래에 계통 

구성의 주요 사향을 설명하 다. 

Table 3. Allowable Concentration Limits for the Hazardous Materials in 

Effluent Gas

Material
Allowable Concentration Limit

 - '94.12.31  - '98.12.31 '99.1.1 -

 Gaseous emissions   

   CO(12 % O2)

HCl (   "   )

SO2 (   "   )

NOx (   "   )

 Particulate emissions      

Ni         

Cd         

Pb         

Cr         

Cu         

Zn         

Ni         

As (  -  ) 

 Dust (12 % O2)

   High volumetric flow

   Low volumetric flow

600 (ppm)

 80 (ppm)

300 (ppm)

200 (ppm)

 

 

20.0

 1.0

10.0

 1.0

10.0

10.0

20.0

 3.0

100.0

200.0

600 (ppm)

 60 (ppm)

300 (ppm)

200 (ppm)

 

 

20.0

 1.0

10.0

 1.0

10.0

10.0

20.0

 3.0

 80.0

100.0

600 (ppm)

 50 (ppm)

300 (ppm)

200 (ppm)

 

 

20.0

 1.0

 5.0

 1.0

10.0

10.0

20.0

 3.0

 8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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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량 : 7iB. 6oz(3.4kg)

　 ∙ 크  기 : 12.80″H x 11.00″W x 8.75″D

　 ∙ Visual Displays : Two row x 20 높은 육안 공백 형광 LED 막대 

그라프의 40개 요소의 알람 % 

　 ∙ 자판기 : 18key, 완전 수치 풀러스 기능 키

　 ∙ 흐름 범위 : 0.3에서 4.0ft3/min(8.5에서 113 l/min), 0.5에서 6.8m3/hr)

　 ∙ 상태 지시계 : 패널 전단부에 READY와 MALFUNCTION 조건 나타

남, 적색 신호 Strove 불빛, 음향

　 ∙ 통신 포트 : 컴퓨터 : 9-pin "D Shell, RS -232표준, RS-485 옵션 프

린터:RS-232 Serial 9pin D"

　 ∙ 데이다 로그 완충기억장치 : 2,000등록 결함 조성 과 정보 상태 변환

시간당 83일과 동등, 10분당 14일, 1분당 

24시간 이상 

　 ∙ 아날로그 출력 : 0에서 5Vdc 출력, Five decade logarithmic.

　 ∙ 소요전원 : 100에서 240 Vac, 50-60Hz, 최대 120 Watts.

  현장 방사선준위 감시계통은 용융실, 폐기물 주입실, 배기체 처리실, HEPA 

Filter Room에 설치된 감시기에서 수집된 현재 방사성 준위는 네트워크를 통해 

주 제어실 설비 감시계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사성 안전 보호감시 계통은 설

비내부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오염 감시실에 설치된 방사선 오염감

시 장치에서 작업 전 후에 작업자의 방사성 준위를 측정하여 작업자의 방사성 

안전을 철저히 검사한다. 그리고 설비 외부에 설치된 2개소의 방사성 감지기에서 

외부의 방사성 준위를 항시 감시하여 자연 방사선 이상일 경우 그 원인을 즉시 

파악한다.

13. 환기계통

    PAM-200 유리고화설비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용융 

처리하여 유리고화하기 위한 설비로, 시설을 방사선구역과 비방사선 구역으로 구

분하 다. 본 시설을 방사선구역과 비방사선구역으로 구분하기 위한 벽 구분 공

사가 필요하며, 방사선 관리구역은 공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환기 설비를 설치

하 다. 15.5m(w)x14m(L)x12m(H) 크기의 유리고화 설비 외부 벽은 Sandwich 

panel로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 완전히 구분되도록 벽과 지붕을 설치하 다.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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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Glass wool panel)로 설치된 용융로 실의 내부 벽은 방사선구역에 화재가 발

생할 경우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방사선구역에는 동위원소 저장

실과 배기가스 필터 처리실을 별도로 설치하 다. 실내의 밝기를 고려하여 벽의 

여러 곳에 고정형 창문(Fixed window)을 설치하고, 시설이 운전되지 않을 때만 

사용 가능한 장비와 주입폐기물 및 용융 고화체 드럼 운반을 위한 대형문

(4.0mx6.0m)과 오염 감시실 출입구 및 굴뚝으로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설치 벽과 

연결되는 가장자리는 별도로 처리하여 기 성을 갖도록 하 다. 지붕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H-beam 기둥을 이용하여 벽과 같은 재질의 지붕을 설치하고 필

요시 지붕위에 최소 2인이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지붕 아래로 지지강을 보

강하 다. 벽공사로 구분된 방사선구역의 공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환

기설비는 방사성물질 취급구역에 준하는 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의 부압 유지와 

환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용량의 배기팬을 사용하고, 공기 흡입구에 댐퍼를 설

치하여 지정된 실내 부압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개폐될 수 있도록 하 다. 환기

설비는 벽공사로 구분된 용융실), 저장실, 오염 검사실, 배기가스 처리실에 설치

된다. 공정부압은 -5∼-35 inch H2O이며, 각 실에 요구되는 부압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4. Negative Pressures Required in Various Rooms 

실 구 분 용융실  RI 저장실 오염검사실 배기가스처리실

 부압  

(mmH2O)
-12.5∼-18.5 -3∼-7 -3∼-7 -3∼-7

  환기설비는 운전 중 각 실의 적정위치에 설치된 압력계로부터 측정신호를 수

신하여 공기 댐퍼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각 실의 부압이 표 5-3에 제시

된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한다. 또한, 배기 팬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인해 시설의 

부압이 유지되지 않을 시에는, 경보장치가 가동되는 동시에 흡입구의 댐퍼가 자

동적으로 닫히게 된다. 이러한 사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기용 배기 팬이 

즉시 가동되어 각 실의 부압이 정상범위에 도달한 후 댐퍼가 열리게 된다. 환기

설비는 주제어실의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운전되거나 전원 공급실에 배치된 

원격 제어패널에서 수동으로 운전될 수 있다. 환기설비에 사용되는 배관은 두께 

3mm인 아연도금강판 재질의 사각형 닥트이고, 규격은 500m x 500m 이다. 유리

섬유 보온재로 외부를 싸서 단열 되도록 하 다. 방사선구역의 환기와 부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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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분한 용량의 배기 팬과 HEPA 필터를 설치하 으며, 사양 및 규격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Specification of Exhaust Fan and HEPA Filter

용도
용량

(HP)

풍량

(CFM) 
비고

시설배기 30 3,325 비상용1기 별도

HVAC 30 4,500 비상용1기 별도

HEPA Filter Nuclear Grade

14. Instrument Air

   설비내의 각종 밸브나 태핑장치(Tapper system), 전극봉 지지클램프, 공기를 

이용한 냉각장치(카메라 렌즈 등)에 사용되는 고압의 공기를 시스템에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기로 50마력 용량의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공기압축 원리를 가

진 컴프레서(oil free compressor)를 설치하 다. 제어실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

동제어 및 토출 공기압력, 운전상태 등을 모니터를 통해 상시 감시하며, 저 압력  

발생 시 비상 알람을 통해 경고하고, 고장 등 문제발생으로 고압공기 공급이 불

가능시 비상용으로 120마력의 시스템 공기 공급 컴프레서를 통해 임시 공기를 

공급받는다. 이 공기 압축기는 안전 등급에 포함되며, 정전 등 주 전원의 공급 

차단 시 수초이내에 비상발전기 구동으로 안전한 공기 공급체계를 유지하도록 

하 다.

15. 화재 방호 계통

   폐기물 분해에 사용되는 고온의 플라즈마 아크 전기적 에너지의 사용과 완전

연소를 위한 LPG/LNG 가스의 사용 및 주요 전원공급설비 등의 100∼200KW 

전력사용에 따른 사고발생시 작업자의 안전 및 설비의 보호, 배기체의 대기 내 

확산방지로 환경오염의 극소화 등을 위해 최적의 화재 방호설비를 구비하 다. 

구성으로는 각 실에는 휴대용 분말 소화기 1기를 배치하고, 제어실, 사무실에는 

긴급사항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한 방독면과 휴대용 소화기 3기를 각각 비치 또한 

각 실에 자동 화재경보기, 비상조명등(손전등) 설치하 으며, 각 층에는 화재발생

시 피난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구와 피난사다리, 피난밧줄, 방열복, 공기호흡기, 

유도등을 설치/비치하 다. 전기실과 PLC 설비실, 제어실에는 용수대신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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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가스를 사용하여 화재를 방호하고, 용융실과 배기체 처리실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한 후 건물외부의 용수 저장탱크와 펌프에 연결하여 비상시 사용하

고, 화재 진압에 적절한 신뢰성 있는 진화수 공급을 위하여 별도 저장탱크 및 펌

프를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사용 화재방호를 하는 전기실, 제어실 등에는 작업

자나 운전자의 호흡곤란을 방지하기위해 별도의 산소공급 설비를 설치한다. 

16. 기타 부대시설

  가. 가스 저장 시설

    ● LPG : 배기가스 2차 연소용으로 사용되는 LPG는 저장용량 10톤 규모의  

탱크를 설치 부지가 결정되면 환경 향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 후 설치한다.

    ● CO2 : 화재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CO2는 국내 소방법에 적합한 규모로 설

치한다.

    ● 질소 : 질소는 주입 폐기물 취급계통의 에어록 개폐 시 충진용으로 사용 

되며 별도의 저장고를 지어 사용한다.

  나. 기기냉각수(Component Cooling Water) 및 Chiller 계통

     기기냉각수 계통은 용융로 Psi Section의 고온에 접하는 각종 기기, 2차폐

기물계통의 Sludge 열교환기, 응축기 등에 냉각수를 공급한다. 기기 냉각수 공급

은 보충수 탱크에서 이루어지며 기기냉각수 계통 구성은 보충수 탱크, 기기냉각

수 열교환기, Pump, 기타 기기연결 배관들로 되어있고, 응축기와 나머지 기기는 

별도의 독립적인 펌프 구동으로 용융로 Psi Section의 고온에 접하는 각종 기기

의 안정적인 유량공급이 가능함으로써 기기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 다. Chiller 

계통은 독립적인 폐쇄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기기냉각수 열교환기를 2차 냉

각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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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유리고화시험시설  부지와  시설  현황

1. 시설주변의 특성

  가. 지리

유리고화시험시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번지 한국원자력

연구소 부지 내에 위치하며 평균해발고도는 약 70m이다. 이  시설로 부터 

동쪽으로 약 200m지점에 “하나로” 연구용원자로시설이 위치하며, 기  건설 

운  중인 자연증발시설의 전단에 위치해있다. 하나로로부터 약 800m 지

점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정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로를 중심으로 반경 

800m를 부지경계로 설정하고 있다. 부지로부터 서남(SW)방향 16km에 계

룡산(해발고도 828m)이 있고, 부지로부터 2km이내에는 북동(NE) 방향에 

보덕봉(해발고도 263m), 남쪽방향에는 적오산(해발고도 255m)이 위치하고 

있다. 

  인근 주요 인구 집 지역으로는 유리고화시험시설이 있는 한국원자력연

구소 부지로부터 동북동(ENE) 방향 6km지점에 신탄진, 남남서(SSW) 방

향 8km 지점에 유성관광단지, 남남동(SSE) 방향 13km 지점에 대전광역

시의 중심가가 위치해 있다. 

이  시설은 운  중인 다목적연구로, 자연증발시설 및 실증소각로 등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부지특성은 상기 시설의 부지특성 자료에 나타나 있

다. 특히, 광역부지특성에 대해서는 다목적 연구로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제2장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본  시설이 위치하는 부지에 대한 특성

은 동일 부지에 건설되어 지질조사가 기 수행된 자연증발 시설의 “환경 

등의 상황설명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나. 사회환경

유리고화시험시설이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인접한 도로망으로는 제3

번 호남고속도로가 신대동 회덕 I.C.에서 제1번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연구단

지로부터 신탄진을 잇는 지방도로 및 유성온천으로 연결되는 금병로와 같은 지

방도로가 있어 교통이 원활하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있다. 연구소 관할 및 인접

하는 경찰서 또는 파출소는 연구소로부터 5km이내의 범위인 신성동, 전민동, 송

강동에 각각 위치하고 있고, 전민동 엑스포 코아 마트 곁에 위치한 소방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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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차량은 10분 이내에 연구소 부지 내에 이를 수 있다.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인접지역은 농가지역 및 기타연구부지로서 폭발성 및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시

설은 없다. 

2.  시설주변의 작업환경

  가. 사람의 접근가능성

     유리고화시험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 내 서편 끝단의 계곡안쪽에 위

치하므로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외부인의 차단을 위한 울타리 경계로 인하여 외

부인의 접근이 불가하므로 직접방사선에 의한 주민피폭의 우려는 없다. 

  나. 시설주변의 인원

     유리고화연구시설과 인접하여 소각시설,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동위원소 저

장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동편으로 약200m 떨어져서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시설이 

있다.  유리고화연구시설과 근접하여 직,간접으로 향을 받을 수 있는 각 시설

별 예상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시설별예상인원

(명/년)
비   고

  유리고화연구시설 10  종사자,수시출입자

  자연증발시설 5  종사자,수시출입자

  소각시설 5  종사자,수시출입자,방문자

  방사성동위원소저장고 10  종사자,수시출입자,방문자

  기  타 50  종사자,수시출입자,방문자

3. 시설 현황

실증 PAM시설 건물은 1997년 6월에 기본설계가 시작되었으며, 1997년 

10월에 준공되었다. 건물은 철골 구조물(H-Beam, C-Channel)에 2중판낼

벽(Sandwich)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실증용 PAM시설 설치를 위

하여 8톤 용량의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의 크기 및 구역의 구분

은 다음과 같다.

 ∙ 1층 총면적  : 247.86m
2

 ∙ 2층 총면적  : 133.14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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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층 총면적  : 91.02m
2

 ∙ 용융실 상부 : 21.92m
2

 ∙ 건축면적    :  247.86m
2

 ∙ 연 면적     :  493.94m
2

     -  용융실면적 : 244.86m
2
(15.9m x 15.4m) 

     -  외부 공조실 면적 : 3.0m
2
 

     -  높   이  : 15.8 m

     -  실험실 면적 : 10.0m
2

     -  RI저장실 면적 : 7.8 x 5.4 = 42.12m
2

     -  사무실 및 제어실 면적 : 33.44m
2 
+ 20.0m

2 
= 53.44m

2

  가. 사용 주체

   o 부서  : 핵주기폐기물처리기술개발팀

  나. 사용 장소의 명칭 및 위치

o 명 칭  :  유리고화시험시설

o 위 치  :  유리고화시험동

  다. 시설현황

    1) 시설 설치장소

 사용시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번지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유리

고화시험동에 설치되어있다. 시설은 견고한 콘크리트 지반위에 건축되었고 침수

우려가 없다. 시설주위 50m이내에 소각시설,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동위원소 저장

고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2) 시설의 배치

      유리고화연구시설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으로 인한 방사선구역으로 관리

가 필요한 곳은 오염검사실, 폐기작업실(냉각제염실, 고온 용융로실, 폐기물 준비

실을 포함한다), 배기 여과실, 동위원소 저장실이 있고, 사용방법상 분배를 실시

하지 않으므로 분배시설은 갖추지 않았다. 배기여과 및 감시시설을 제외한 고체, 

액체폐기물은 위탁 폐기할 계획이므로 임시보관 설비로서 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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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설의 구조

  주요설비 구조명세에 대해 다음 각항에 설명하 다. 

      가) 사용시설 

(1) 구조의 상태 : 내화구조

(2) 주요구조부 재료

         구분

 실명
바닥 벽 천정 작업대 선반 기타 면적

천정까지의 

높이

작  업  실

(고온용융로실)

콘크
리트

내화재
판넬,
일부
콘크리트

콘크
리트

없음 없음
바닥

에폭시
64m2 11.5m

오염검사실 "
내화재판
넬

" 없음 "
바닥

에폭시
15m

2
4m

(3) 차폐물

◦ 실내에서 항상 있는 차폐물 : 내화재 판넬(Glasswool) 철판 벽, 납 

벽돌

(4) 작업실

 작업실의 바닥은 평활한 콘크리트 위에 에폭시로 코팅하여 매끈하게 

되었으며 작업실의 상부에 배기 닥트가 설치되어있어 공기정화설비와 연결되어

있다. 

(5) 오염검사실

           방사선구역의 입구에 위치한 오염검사실은 평활한 콘크리트 바닥에 

에폭시로 코팅하여 매끈하게 하 고 세척설비로서 샤워기와 자동감지 세면대를 

설치하 다. 출입자의 갱의를 위한 실험복 및 작업화를 비치하 고, 출입자의 오

염감시를 위한 손, 발 및 의류 오염감시기 및 오염검사용 방사선측정기를 다수 

비치하 으며, 오염 시 신속한 오염제거를 위한 제염지, 제염 비누 등을 비치하

다. 

      나) 저장시설

(1) 상 황

           유리고화연구동의 2층에 위치한 내화구조의 저장시설은, 콘크리트 바

닥에 에폭시로 코팅 처리되어있으며 침수의 우려가 없다. 배기 닥트가 설치되어 

배기설비와 연결되어있다. 내화구조물인 Glass wool panel을 사이에 두고 금속용

융실과 인접해 있으며 기존 면적인 33m
2
에서 약 5m

2
으로 축소되었으며 금속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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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통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있다.

(2) 건축재료

구분 벽 기둥 바닥 천정 계단 창문 기 타

RI저장실
(2층)

내화재
판넬

없음
철골,시멘트
몰탈,에폭시
코팅

철골,시멘트
몰탈

없음
폐형
1개

(3) 차폐물 : 

◦ 시설내의 차폐물 : 5cm×10cm×20cm 의 납벽돌

◦ 경계의 차폐물 : 내화재판넬 철판벽

(4) 저장용기의 형태 및 재료

직사각형의 철재 저장함에 납벽돌로 차폐한 저장함을 사용하며,  

원통형납용기안에 앰플형태로 담긴 선원을 저장함에 보관한다.

      다) 금속용융실험실

(1) 상 황

 유리고화연구동의 2층에 위치한 내화구조의 금속용융실험실은 기존 

RI 저장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만들었으며 콘크리트 바닥은 에폭시로 코팅 처리

되어있고, 침수의 우려가 없다. 배기 닥트가 설치되어 배기설비와 연결되어있다. 

1층의 드럼준비실과 계단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고 인접하여 2층사무실이 위치

한다. 

(2) 건축재

          

구분 벽 기둥 바닥 천정 계단 창문 출입문

금속용융
실험실
(2층)

내화재
판넬

없음
철골,시멘트몰
탈,에폭시코팅

철골,시멘
트몰탈

있음 없음
개방형
1개

(3) 차폐물 : 

◦ 실내에서 항상 있는 차폐물 : 내화재 판넬(Glasswool) 철판 벽, 

납 담요

◦ 경계의 차폐물 : 내화재 판넬 철판 벽

    4)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종류․수량 등 제원 

가) 선원의 제원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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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사선원의 형태

    방사선원은 액체상으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앰플에 담겨져 봉입한 

형태로 구매하여 사용하 고 선원 사용을 위한 별도의 분배절차는 불필요했다.

      (2) 방사선원의 특성

     

핵종
물리적

상태

화학적

상태
허가량 사용한 량 잔량 입고량

Co-60 액체 CoCl2 60mCi 26.17mCi 33.83mCi 5mCi

Cs-137 액체 CsCl 30mCi 19.27mCi 10.73mCi 5mCi

4. 방사선관리  

  가. 작업환경감시

      Co-60 26.17 mCi, Cs-137 19.27 mCi가 사용된 유리고화시험 방사선작업 

환경에 대한 방사선감시는 공간 선량률, 작업장 바닥 및 공기에 대한 오염도, 배

기 중 방사성물질의 오염도, 운전 중 발생된 수중오염도, 작업자에 대한 출입관

리 등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이들의 결과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치 이하

로 유지되도록 관리하 다.

    1) 공간선량률 감시

    공간 방사선량률의 감시는 작업환경의 방사선준위 변화를 인지하여 안전

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작업자의 외부피폭선량 추정뿐만 아니라 시설의 차폐능

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공간 방사선량률은 방사선작업이 

실시되기 전의 백그라운드 조사를 위한 측정과 작업 중 및 작업 후에 대한 감시

로 이루어 졌으며 주제어실 창 바깥쪽에 1개의 고정감시기에 의한 연속감시와 

방사선구역 및 시설의 주요 설비에 대하여 공간 방사선량률이 최대로 나타날 수 

있는 지점 및 작업자가 작업 시 상시 위치하는 지점 등에 대하여 변화를 감시하

다. 고정감시기에 의한 측정결과는 Fig. 2와 같으며, 방사선구역 및 주요 설비

에 대한 방사선량률의 작업 전후와 현재의 분포는 Table 6 및 Table 7과 같다. 

작업 전 방사선구역 및 주요 설비의 방사선량률 평균치는 0.20 및 0.14 μSv/h이

었으나 작업 후 값은 0.46 및 24.63 μSv/h로 급격히 상승하 다. 가장 선량률이 

높게 측정된 지점은 Extrusion Tube 설비로서 최대 0.62 mSv/h의 값을 보 으

며 이 지점과  Feeder hopper, Canister, Quench 및 Scrubber Tank 하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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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차폐의 보강이 요구된다. 또한 Quench 및 Scrubber Tank 하단과 HEPA 

filter 전단부의 작업 전후 선량률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Fig. 2. Radiation Rate of PAM Facility. 

용융실 공간선량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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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간

선
량

률
(u

S
v/

h
)

선원투입#1

Co 2.6mCi

Cs 1.87mCi

선원투입#2

Co 2.6mCi

Cs 1.88mCi

선원투입#3

Co 2.6mCi

Cs 2.18mCi

선원투입#4

Co 2.6mCi

Cs 1.92mCi

선원투입#5

Co 2.64mCi

Cs 1.86mCi

선원투입#6

Co 2.68mCi

Cs 1.91mCi

선원투입#7

Co 2.62mCi

Cs 1.89mCi

선원투입#8

Co 2.61mCi

Cs 1.97mCi

선원투입#9

Co 2.61mCi

Cs 1.93mCi

선원투입#10

Co 2.61mCi

Cs 1.86mCi

 2) 표면오염도감시

    방사선구역 및 반출물품에 대한 표면오염감시는 방사성오염의 확산 방지

와 방사선원의 격납 실패나 모범 운 절차의 이탈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

며 이 결과는 개인에 대한 내부피폭 평가 프로그램의 계획이나 운 절차를 규정

하는 데 정보를 제공한다. 표면오염도의 감시는 스미어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 졌

으며, 작업 기간 중  방사선구역에서의 표면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3) 공기 중 오염도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오염도 감시는 작업환경 내 공기오염발생여부를 확

인하고 오염발생시 작업자의 방사성물질 흡입 섭취량을 추정하여 내부피폭선량

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리고화시험시설 내 공기 중 오염도감

시는 드럼냉각제염실, 드럼준비실 및 고온 용융로실 등 공기오염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지점에서 작업 전 및 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채취시료에 대한 핵종분

석 결과 방사성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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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ose Rates Measured on the Main Equipments in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번

호
위  치

평균값(μSv/h)
최대값

(μSv/h)
작업 전 작업 후

1 Drum Conveyor 전단 0.22 0.27 0.48

2 Feeder hopper 0.14 142.95 350

3 Extrusion Tube 0.13 223.80 620

4 Canister #2 0.10 2.09 4.29

5 Canister #1 0.11 30.19 80.0

6 Melter 0.12 9.74 20.0

7 PSI Section 0.13 3.90 10.0

8 Thermal Oxidizer 하단 0.14 2.97 10.0

9 Thermal Oxidizer 상단 0.14 1.81 4.20

10 Quencher 하단 0.15 5.11 14.0

11 Atomizer 하단 0.15 2.06 3.35

12 Cyclone 하단 0.17 1.09 1.73

13 Sludge Tank 하단 0.11 3.69 6.50

14 Quench Tank 하단 0.12 17.38 54.0

15 Scrubber Tank 하단 0.12 12.24 37.0

16 Holding Tank 하단 0.13 0.73 1.35

17 Evaporator Tank 하단 0.13 1.33 3.11

18 SWF 드럼위치 0.13 2.00 4.31

19 전단부 HEPA Filter 0.21 4.65 9.18

평균 0.14 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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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ose Rates Measured at Radioactivity Management Areas in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번

호
위  치

평균값(μSv/h)
최대값

(μSv/h)
작업전 작업후

l 오염검사실 출입구 0.13 0.21 0.30

2 오염검사실(좌) 0.14 0.27 0.47

3 오염검사실(우) 0.14 0.30 0.40

4 냉각제염실(우) 0.14 0.36 0.48

5 냉각제염실(좌) 0.16 0.36 0.48

6 드럼준비실 계단밑 0.17 0.36 0.47

7 드럼임시저장소 옆 0.15 0.42 0.58

8 용융실 셔터문 내부바닥 0.16 0.53 1.10

9 용융실 증발기 옆 0.17 1.26 2.23

10 용융로 앞 통로 0.18 1.28 2.31

11 RI 저장실 안쪽입구 0.28 0.27 1.64

12 RI 저장함 차폐체 바깥쪽 0.83 0.69 2.50

13 RI 저장실 폐쇄문 앞 0.19 0.26 0.40

14 RI저장실 잡고체 드럼위치  0.17 0.39 1.23

15 HEPA 룸 입구 바깥쪽 0.15 0.22 0.32

16 HEPA 룸 입구 안쪽 0.16 0.34 0.78

17 HEPA 룸 내부 안쪽 0.16 0.27 0.43

평 균 0.20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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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기체 오염도

    굴뚝배기체에 대한 배기오염도의 감시는 굴뚝배기 라인에 설치된 배기방

사능감시 시스템에 부착된 샘플링 장치에 의하여 필터에 수집된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이루어 졌다. 그 결과 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유리고화시험 중 배출된 배기

에 대한 샘플필터를 핵종분석기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방사성핵종은 전혀 검출

되지 않았다.

 5) 수중오염도

    유리고화실험에서 사용된 공정 내 세정수 및 액체폐기물 수집 저장조에 

대한 수중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에 대한 핵종 분석을 실시하 다. 세정수는 

방사선작업을 완료하고 충분한 설비냉각기간을 거친 후 각 세정수 탱크하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료 채취라인을 통해 여액을 충분히 흘린 후 균질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세정수를 각각 1,000㎖ 씩 채취하 다. 이의 분석한 결과는 Table 8에 

수록하 다. 샤워수, 세척수 및 공정상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수집하는 액체폐기

물 수집저장조의 시료는 분석결과  방사성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세정수는 배

수에 대한 허용농도인 Co-60 5×10
-5
 µCi/cc, Cs-137 2×10

-5
 µCi/cc 를 초과하므

로 액체방사성폐기물로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8. Radioactivities of Scrubber Water in Various Tanks

위치 핵종 농  도 비고

 Quench Tank 
Co-60 6.3×10

-5
 µCi/cc±2.2%

 MDA

  Co-60 :

    1.2×10
-8
 µCi/cc 

  Cs-137

    1.8×10
-8
 µCi/cc 

Cs-137 1.6×10
-3
 µCi/cc±0.89%

 Sludge Tank 
Co-60 9.6×10

-6
 µCi/cc±5%

Cs-137 2.0×10
-4
 µCi/cc±1.2%

 Scrubber Tank 
Co-60 6.2×10

-5
 µCi/cc±2%

Cs-137 1.5×10
-3
 µCi/cc±0.9%

  MDA : Minimum Detec표 Activity

  나. 개인 방사선 관리

    1) 종사자 교육 및 등록

    유리고화시험시설에서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게 되는 작업자에 대한 피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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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위하여 사전의 조치로서 이들에 대한 방사선안전교육의 실시, 건강진단 결

과의 확인을 거쳐 연구소 피폭관리절차에 따라 수시출입자로서 등록을 하 다. 

  작업자들에 대한 방사선안전교육은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방사선 안전에 

대한 일반적 내용과 방사선 작업 시에 준수하여할 수칙 및 주의사항 등이었다. 

또한 방사선작업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진단 결과 “정상”임을 확인하고 연구소 수

시출입자로서 등록하 으며 이들에게 개인선량계로서 TLD를 지급하 다. 이들

은 과기부 고시 제98-12호 방사선량 등을 정하는 기준 제4조에 의한 수시출입자

의 선량한도를 적용하여 관리하게 된다.

 2) 외부피폭관리

   외부방사선 피폭관리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지급한 개인선량계를 회수하

여 정기적으로 판독하고 평가하여 규정에서 정해진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하

지 않도록 하며 종사자의 피폭선량이 작업에 필요한 최소의 양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는 개인의 피폭선량 경향을 파악하여 작업환경감시의 자료와 

사고 시 피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 이를 위하여 유리고화시험시설에서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기본 선량계로서 TLD배지를 지급하고 작업 기간 동안의 

피폭선량을 측정․평가하 으며, 특수 작업이나 과 피폭이 예상되는 작업의 경우 

보조선량계로서 포켓 선량계와 개인경보선량계를 지급하여 과 피폭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 다. 작업 기간 중 작업자 12명의 피폭선량의 판독 결과는 TLD지급

기간을 고려한 TLD판독기(Teledyne A300)의 Low Limits of Detection(LLD) 

0.1 mSv 이하이었다.

 

  다. 방사선 계측기 검교정

      방사선 관리용 측정기기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가표준 또는 1차 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

다. 유리고화시험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계측기로서는 고정방사선량감시

기 1대, 손발오염감시기 1대, 방사선량측정기 1대 및 방사성오염측정기 1대 등이

다. 이들은 매 6개월마다 교정을 받아야 하는 장비들로서 시험 기간 중 2회에 걸

쳐 교정을 실시하여 소급성을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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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개발 및 운전이력 

1.  연구시설의 관리운  기준

    유리고화 연구시설의 사용에 따른 관련 인,허가 사항으로는 미량의 일부 방

사성 동위원소 등을 사용하므로 실험목적상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로 하여 사

용한다. 이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 은 원자력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사용한

다. 변경 시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용한다.

 

  가. 시설의 배기가스 및 배출수 배출

    ● 시설로 부터 기체상 대기 방출은 24시간에 걸쳐 평균할 때, 과학기술처고시 

중 방사선량 등에 관한 규정의 대기에 대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는 소각시설관련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한다.

    ● 배출수도 동 규정(방사선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

하지 않는다.

 나.  시설의 방사선 방호

    1) 피폭선량

 시설 내 작업자에 대한 최대 피폭선량은 1년에 걸쳐 평균할 때, 500 

mrem을 초과하지 않는다. 시설 주변의 주민에 대한 최대피폭선량은 1년에 걸쳐 

평균할 때 50 mrem, 전신선량 3 mrem, 장기선량 1 mrem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방사선감시

 시설 내 작업자가 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폐 

및 실내 환기를 실시하고 방사선감시계획에 따른 주기적인 방사선 측정을 실시

한다. 작업장과 공정단계로부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 누출을 차단하기 위하

여 작업장과 공정 각 단계별로 부압을 유지토록 하여 외부로의 공기확산을 방지

하고, 주변주민에 대한 방사선 향을 감시하기 위하여 연도로부터 배출되는 기

체상 배출 및 인근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환경감시를 수행한다.

    3) 방사선 구역의 출입

 방사선 구역의 출입은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구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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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 및 제거설비를 갖추고 계측 설비를 구비한다. 

  다. 기타

     시설의 사용에 따른 관리 운 은 원자력관련 규정 및 시설의 사용과 관련

한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 운 하 다.

2. 개발 및 운전 이력

   실증용 PAM시설의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1997년 8월 건물설계가 완

료되었으며 1997년 10월말에 건물이 준공되었다. 주요설비의 설치가 끝난 

1998년 1월말 전반적인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테스트를 실시하

여 1998년 2월말에 종료되어 제 1단계 TB(Trial Burn)시험이 비 독성 및 비 방

사성 모의폐기물을 활용하여 성능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운전조건 설정 등을 

수행하기위해 1998년 3월에 시행되었다. 제2단계는 시험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대

상 품목을 선정하여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운전조건(Worst Condition)하에서 시

스템 구성기기의 적정성, 처리능력 및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을 수행하는데, 미량

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추적자 개념으로 사용하여 유리고화 설비의 방사능 안정성 

등을 확인하 으며 고화체 건전성 평가 및 시설의 안정성은 물론 PAM 설비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 다. 시스템의 성능은 유리고화체 특성, 

배기체 안전성, 구성기기별 성능 등을 검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비방사성 핵종, 금속성 안정물질, 방사성추적자등을 사용하 다. 

이러한 물질의 사용목적에 따라 별도의 허가조건이 필요시에는 사전에 관련물질

의 사용 인,허가를 득하여 사용하 다.  

  

  가. 개발 동기

     1) 국내외 원자력 업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요구 발생

- 방사성폐기물(원전 + 의료용 등) 구처분장 부지확보 난항.

- 국내 원전 저장고의 포화(고리 경우 2008년) 대비. 

- 국내 Site에 건설되면 대만에 판매 가능하다는 판단.

- 현 보관 Drum장기 보관시 부식 및 내부 거동으로 인해 환경 향 우

려. 따라서 방사능 유출방지에 최적의 기술인 유리고화 방법으로 구 

보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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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eltTran 의 유리고화 설비 기술개발 협력제의

 - INEEL(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Lab.)에서 10년 

이상 유리고화 설비 개발 분야에서 연구한 인력으로 창업한 MeltTran 

사와 협력, 상용화 개념의 설비를 건설하여, 실증실험을 통해 기술의 적

합성 입증.

 - 실험실규모의 MT 50으로 축적된 Data 및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상용

화 규모 설비로 제작하여 국내외 업계 요구에 부응.

  나. 개발 개념

     1) 실험동 건설

 - MeltTran의 50kg/hr Pilot 설비 Plasma Arc Melter의 실험 Data를 바

탕으로 상용화 규모 200kg/hr용량 Pilot Plant 건설을 한국원자력연구

소 방사성 구역내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적합하게 신축.

 - 방사성 모의 폐기물 처리 실험을 위한 건물 및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허가 획득

    2) 실험 절차 수립

 - DOE/EPA Guideline 에 따라 3단계로 단계별 실험 수행.

   계통 실험 → 유독성 폐기물 유리고화 실험 → 방사성 폐기물 유리고

화 실험

 - CDAS (Computer Data Acquisition System), RMS (Radiation Monitoring 

System), CEMS(Continuous Emission Monitoring System)로 수집한 

실험 Data를 국내외 환경 규제치와 비교 분석하여 환경 향 평가.

 - 발생된 유리고화체 물리, 화학적 안전성 및 침출수 특성 등을 원자력 

연구소에서 분석 평가.

 - 각종 절차서(O & M 등)작성 및 적용, 방사성 환경 향 평가 등 인허

가 준비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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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발 참여사 역무

MeltTran

-.기본설계

-.기기공급
-.기술자문
-.종합보고서작성

한원연

-.시험분석평가

-.방사성안전관리
-.핵종농도측정
-.고화체특성평가

조선대

-.모의폐기물제조자문

-.제조vs원전 폐기물
동질성 평가

호서대

-.한원연평가분석

-.KINS연계지원
-.주입Program

개발

두산중공업

-.사업관리총괄

-.상세설계,건물신축
-.설비구매,설치및운전

한일 종합 산업

-.방사성사용 인허가 작성

-.모의 폐기물 제조
-.실험 운전
-.제염 해체

MeltTran

-.기본설계

-.기기공급
-.기술자문
-.종합보고서작성

한원연

-.시험분석평가

-.방사성안전관리
-.핵종농도측정
-.고화체특성평가

조선대

-.모의폐기물제조자문

-.제조vs원전 폐기물
동질성 평가

호서대

-.한원연평가분석

-.KINS연계지원
-.주입Program

개발

두산중공업

-.사업관리총괄

-.상세설계,건물신축
-.설비구매,설치및운전

두산중공업

-.사업관리총괄

-.상세설계,건물신축
-.설비구매,설치및운전

한일 종합 산업

-.방사성사용 인허가 작성

-.모의 폐기물 제조
-.실험 운전
-.제염 해체

한일 종합 산업

-.방사성사용 인허가 작성

-.모의 폐기물 제조
-.실험 운전
-.제염 해체

  라. 개발이력

    1) 제 1단계 (`97 . 4 ~ `99 . 12) :

       방사성폐기물 처리용 유리고화 Pilot Plant 건설 및 실증 실험 수행

      가) 유리고화 설비개발 협력방안 설정 및 설비 / 기술도입 계약 체결

  - 대 MTI/한일종합산업 기술 및 사업협력계약 (Technology and 

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체결 (`97.4월)

  - 대 한일종합산업 사업협약서 체결 (`97.5월)

  - 대 MTI 공급계약 (Supply Contract)체결 (`97.6월)

  - 대 한원연 유리고화 설비 시험평가 용역 계약 체결 (`97.10월)

      나) Pilot Plant 건설 (대전 한원연내, `97. 10 ∼ `98. 3)

      다) MTI 기술자료 입수 / 검토 및 기술연수 실시

  - 기술 자료(O & M Manual, P& ID) 입수/검토

  - PAM Process 개요 및 운전에 관한 연수 실시 (`97. 10월) : 3인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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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과기부로부터 방사성 동위원소 (Co-60, Cs-137) 사용허가 획득 (`98.5)

      마) 유리고화설비 설치, 시운전, 설비 보완, 실험 (`97. 12 ∼ `99. 7)

  - 유리고화설비 구매, 설치, 건설, 조립 (`97. 9 ∼ `98. 4)

  - Sub - System별 시운전 ('98. 5 ∼ '98.6)

  - 1차 Site Acceptance Test 실시 (`98. 6월 말) 중 기기 소실 발생

  - 비상급수 계통 보완 설계 및 System Upgrade 등으로 실험 설비 보

완 변경 실시 ('98. 10 ∼ '99. 1)

  - 운전 훈련 (`99. 1 ∼ `99.4) 및 System Integration Test (`99. 4) 완

료 후 용융로 내화재 보수

  - Site Acceptance Test 성공 ('99. 5)

     바) 실증 실험 및 보고서 작성 (`99. 6 ∼ 9)

  - 비방사성 모의 폐기물 4종 (가연성, 비가연성, 폐수지(Resin), 

Campaigning) 사용 실험 완료. ('99. 6)

☞ 중금속 Spiking 물질 (Pb, Hg, Cd, Co, Cs) 투입 실험 

☞ 환경관리공단 유리고화 설비 다이옥신 측정 (`99. 5)후 배출허

용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킨 결과 확인.

  - 방사성 모의 폐기물 2종 (가연성, 비가연성: Co-60 & Cs-137) 실험 

완료 (`99. 7)

  - 실증 실험 보고서 작성 및 실증 실험 평가 용역 보고서 (`99. 8∼9) 

작성

  - 유리고화 실증실험에 관한 한국원자력연구소 보고서 입수 (`99. 11)

    2) 제 2단계 (`00 . 1 ∼ `05. 8) :

      방사성폐기물 처리용 유리고화 Pilot Plant 설비 사후관리

      가) 설비 개선사항 검토 및 설계 개선(`00. 1. ∼ `00.12)

      나) MTI에 설계 자료 입수 및 계약변경 추진(`01. 5. ∼ `01.6) 

      다) 유리고화 2단계 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01.06. ∼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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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두산중공업의 유리고화 개발 중단 결정(`01.7.27)  

      마) 개발 중단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유리고화 실험동 설비 재활용 및 제염 

해체 방안 수립(`01.7.28 ∼ 02.4.3)

      바) 유리고화 실험동 제염 해체 관련 업무 수행(01. 7. 28 ∼02. 2) 

      사) 유리고화 설비 재활용을 위한 기증 방안 검토(02. 2 ∼ 02. 6.30) 

        - 한원연의 유리화 설비 활용방안 모색 수립

        - PAM-200 설비를 한원연이 기증 받는다는 전제하에 유리화 설비 방

안 모색

        - 설비 기증과 관련 한원연과 협의

      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방사성폐기물 유리고화 기술시험평가 추가 연구”

에 대해 위탁연구 계약 체결( 02. 7 ∼ 02. 12.31)

      자) 두산중공업과 원자력연구소간 방사선실증실험 종료 후 유리고화 시설 

사후 처리 협약서 체결(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유리고화 시설 기증, 03. 

4.23 )

      차) 유리고화 시설 기증을 위한 설비 유지보수 및 설비 Test 수행(03. 4. 

23∼03. 8.30) 

      카) “방사성 실증시험을 종료한 유리고화 시험설비 사후처리 협약서”에 따

라 유리고화 설비와 관련된 시설 보수 및 기술이전 완료(03. 9. 25)

      타) 유리고화 시설 사후관리 과제 수행

      파) 유리고화 시설 사후관리 보고서 작성 완료(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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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시설 유지보수 및 운전

제 1 절 설비 인수/인계를 위한 시설유지보수 현황

  유리고화시험시설 유지보수는 “Plasma Arc Melter System 사업개발 협약서” 

6조 다항 1)호의 근거 하에 당초 건물만 기증계획이었으나 시험설비 및 기자재 

전체 기증 결정으로 인해 한원(연)이 사용가능하도록 인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

해 장기간 설비 방치에 따를 일부 기능불량의 장비 정상화를 위한 설비 정상화 

유지보수와 인수/인계이후 설비 유지보수 및 운전을 수행하 다.

  설비의 P&ID에 보수된 기기 항목을 표시하 다. 시설유지보수 수행 범위는 다

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수행하 다.

       ● 전반적인 유리고화설비의 실태파악

       ● 유리고화 설비의 정상 가동을 위한 설비점검 및 보수

       ● 과거 운전 자료를 활용한 기기 운전시험 수행

       ● 유리고화설비 Cold test 수행

1. 수행일정 

   주요 업무별 추진일정표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른 세부 업무 추진일정표는 

Table 9에 수록하 다.

No 주요업무
소요

기간

2004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단계

현장점검 및 실태파악 2주

기초자료 정리/습득 2주

설비 검사항목 및 방법설정

부분별 설비가동/상태 점검
8주

2
단계

유지보수/설비추가/설비가동 8주

3

단계

Blank/Cold test/최종평가/  
설비 인수인계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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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etailed Work Schedule for the Transfer of Control

No Task Activity
2003년

비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출입관련 절차 준비 및 신체검사

2 현장점검 및 설비실태파악

∙Feed system

∙Melter/Tapper system

∙Thermal oxidizer system

∙Offgas system

∙Scrubber system

∙Chilled water system

∙Air pressure system

∙ Components

3 인수절차서 작성

∙System 인수 절차서 

∙Trouble shouting 절차서 

4 Instrument installation

∙Cooling water pump & piping

∙Cooling water line 

∙Small components

∙Cable wiring & termination

∙Electrode isolators

∙Site cleaning & painting

5  Component Maintenance 

∙Feed system

∙Melter/Tapper system

∙Thermal oxidizer system

∙Offgas system

∙Scrubber system

∙Chilled water system

∙Air pressure system

∙Components

6  Shakedown tests  

∙Feed system

∙Melter/Tapper system

∙Thermal oxidizer system

∙Offgas system

∙Scrubber system

∙Chilled water system

∙Air pressure system

∙Components

7 Integrated system test

∙Inspection of device 

∙Trouble shooting

∙Review of procedures

8 Plant integrated system(cold test)

∙Trouble shouting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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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유지보수 현황

  가. 설비 점검 및 하자 보수 : 2003.4.21 ~ 2003. 5. 23

    1) 슬러지 탱크 파단부 보수

    2) 각종 펌프 보수 및 교체 작업(비상수 공급/NaOH 펌프 등)

    3) 응축기 순환 펌프 및 관련 배관 신규 설치

    4) 각종 PVC/CPVC 파손 배관 및 Fitting류 재설치 

    5) 냉각수 계통 유량조절밸브 교체(11 Set)

    6) 공기압축기 1대 추가 설치 및 잔여 2대 보수

    7) Filter Bank 습도계 설치 및 점검

    8) 각종 설비 업체 A/S 점검(냉각기, 공조설비, 공기압축기, RMS등)

  나. 설비 시운전 및 하자 보수 : 2003. 5. 24 ~ 2003. 6. 28

    1) 각종 설비 기동을 통한 설비 점검 및 하자사항 보수

    2) 응축기 냉각/ 주입펌프 및 관련 배관 재설치

    3) 주제어 컴퓨터 보수 및 프로그램 재설치

    4) 각종 전기 공급 장치 및 Panel 점검

    5) LPG 공급설비 보수

    6) 각종 노즐, 스트레이너, 사이클론 세정(반복 세정) 

    7) 건물 철골 및 설비 도장

  다. 설비 cold(상온) 운전 및 성능 점검 : 2003. 7. 1 ~ 8.30 

    1) 상온 운전 절차서에 따른 시스템별 점검 

    2) 각종 시운전 및 실험 절차서 보완 수정

    3) 폐기물 이송계통 정상화

    4) 인버터 및 UPS 교체 설치

    5) 주제어 컴퓨터 프로그램 부분 보완

    6) 용융운전 대비 투입폐기물 준비

    7) 용융로 압축공기 구동 보조설비 보수

    8) 신규 주입기 및 관련 제어설비 설치

    9) 모니터를 통한 각종 계기등 정상 작동 확인

   10)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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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MMI(Man Machine Interface) 프로그램을 In-touch 로 변경      

  라. 설비 인수/인계를 위한 HOT test 수행

    1) 유리화 설비에 설치된 프로그램(In-touch) 상태 확인(09.01-09.02)

    2) HOT test 수행을 위한 subsystem 상태 확인(09.03)

    3) HOT test 수행(09.04-09.05)

      ① Arc initiation 발생 : 14시 30분

      ② Small pool 형성 : 22시 40분

      ③ Wide pool 형성 :  02시 20분

      ④ 1차 Tapping 시도 : 05시 10분(실패)

      ⑤ 2차 Tapping 시동 : 07시 05분(성공)

    4) Cool down 수행(09.05-09.07)

  마. 설비 인수/인계 (2003.9.8)

    1) 시험설비 및 기자재 인수/인계 

    2) Subsystem 및 통합운전절차서 인수/인계

    3) 미 설치된 설비 상호 협의 

      ① 일부 기기 보완

      ② PLC 및 MMI 프로그램 확인 및 설치

3. 시운전 

   용융로에 충진 되어 있는 모의 방사성 폐기물의 용융 실험에 통해 정상운전

조건에서운전 변수 검증, 설비들의 연동성 평가, 각 시스템 및 기기들의 기능 발

휘 상태 점검, 공기방출기준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를 실증하 으며 시운전 절차

서는 부록 1에 비상운전 조치 사항 절차는 부록 2 수록하 다.

  ● 방사성물질을 처리할 때 설비가 안전하게 운전되는지의 여부를 실증

  ● 만족스러운 최종 폐기물 형태가 생산되는지를 보여줌. 의 기능 상태 등의 

검증을 수행하여 용융 설비로서의 적합성과 안전성을 평가하 다.

  가. 기동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설비의 운전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관련변수와 절차를 

통해  PAM-200 설비 기동의 효율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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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기방출

     운전계획의 이차목표는 설비가 대기방출기준을 만족시켜서 정상운전이 가

능여부와  폐기물에 존재하는 유독성 유기성분의 파괴/제거(DRE), 유독성 불완

전 연소생성물의 형성, 산성가스(HCl)의 방출, 방사성물질의 방출 상태를 만족하

는데 초점을 두었다.

  다. 최종 폐기물 형태의 품질

     본 실험동안에는 별도의 폐기물 충진 및 주입 없이 용융로에 존재하는 유

리화 된 물질을 재 용융 인출하여 각 시스템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실증하

는 것으로 하 다.

  마. 시운전

     시운전은 설비의 운전성을 실증하기위한 비교적 단기간의 테스트이다. 설비

는 정상운전조건에서 운전되었으며 테스트는 대략 12시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

상하 으나 운전도중 몇몇 기기 결합으로 인해 24시간의 장기 운전이 수행되었

다. 시험 도중 몇몇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세정용액에

서의 염분농축은 증발기 및 이차폐기물 시스템을 완전히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기기는 기계적/전기적 성능을 

실증하기위해 가동되었다. 

  바. 운전 조건

      테스트를 위해 요구되는 운전조건들은 Table 10에 수록하 다. 고온금속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운전조건이 금속 또는 금속성분을 휘발시키거나 비말 동

반시킬 가능성이 최대로 높을 때 금속 방출이 규제치내에 있는지를 실증하는 것

이다. 

  사. 시운전 결과

     시운전 결과와 관련된 변수들 상태들은 점검하여 시운전의 만족 여부를 판

단하 으며 그 결과 운전조건의 허용범위를 대부분 만족시켜 만족할만한 결과 

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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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est Conditions for High Temperature Metal(HTM)

변 수 명 공 식 값 허용범위

폐기물 주입률 100kg/hr ±10kg/hr

Power NA NA

이차연소로 버너출력 NA NA

이차연소로 배가스 온도 1175℃ ±25℃

이차연소로 압력 15cmWG(6inWG) ±10cmWG(±4inWG)

Scrubber 유도공기압력 690 kPa(100psig) ±35 kPa(±5psig)

1st quench 유량 23 l/min(6 gpm) ±3 l/min

2nd quench 유량 23 l/min(6 gpm) ±3 l/min

Atomizer 유량 47 l/min(12.3 gpm) ±5 l/min

Scrubber 유량 25 l/min(6.6 gpm) ±3 l/min

Quench 용액 pH 8 ±1

Scrubber 용액 pH 8 ±1

재가열 공기유동 21 SCMM ±1.5 SCMM(±50 SCFM)

HEPA 입구온도 D.P. plus 17℃ ±1℃

배가스 유동율 71 SCMM ±4 SCMM

  

   용융물과 이차연소로 온도: 용융물과 이차연소로 온도는 금속방출에 중요한 

향을 끼칠 수 있다. 용융물 온도는 용융물의 바람직한 물리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어되었다. 규제금속 방출율은 최적 용융물 특성을 위해 조절된 용융물 온

도로 설정되었다. 이차연소로 온도는 프로판 가스연료 버너와 이차공기 유동율의 

출력을 조절함으로써 제어되어 정상상태임을 확인하 다.

    HEPA 필터 : HEPA 필터들의 주요역할은 방사성 미립자의 방출을 제어하

는 것이다. HEPA 필터들은 규제금속을 포함하는 모든 비방사성 미립자들을 본

질적으로 제거한다. HEPA 필터들은 비방사성 유독 방출물 보다는 방사성 물질

의 제어를 위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HEPA 필터들에 대한 변수들이 유독폐기

물 처리를 위한 현 지침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운전 중 HEPA 필터들의 주기

적인 효율 테스트를 수행하 으며, 응축현상에 의한 차압 증가는 없어 필터 시스

템은 정상조건에 있다고 판단하 다.

    가스체류시간: 온도에서의 적절한 시간이 유독성 유기물질 파괴를 보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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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시스템 설계를 위해 사용된 기준은 이차 연소실에서의 가

스 체류시간이 2초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시스템에서 가스 체류시간은 

배기 팬 후단의 배 가스 유동율을 측정하여 감시된다. 이차연소실을 통과하는 가

스 유동율을 결정하기위해, 배기 팬 가스 유동율은 재가열기 공기, free-jet 

scrubber 공기, 그리고 세정시스템에서 나오는 수증기에 대해 보정되어야 한다. 

최소 가스 체류시간(최대 가스유동율)에서 유독성 유기물질을 파괴하는 이차 연

소실의 효율을 테스트 조건에서 실증하 으며, 상호 연동성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알 수 있었다. 이차 연소실 가스유동율 점검을 위해 이차 연소실 버너

출력과 이차 연소실로 들어가는 이차 공기를 조절한 결과 양호한 값을 얻었다.

    세정기로의 최소 액체 유동율: 세정기 액체와 가스의 최소비에 대한 제한이 

HCl과 Cl2 방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된다. HCl과 Cl2 최악 방출 시나

리오는 염소 주입률이 최고(가연성 폐기물 유동)이고 산성가스 제어장치가 최악

상황 조건하에서 운전되고 있을 때 발생한다. 실험동안 세정기, atomizer, 그리고 

분무 냉각기로의 액체 유동율은 정상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세정기와 냉각

기 유동율은 공식 설계 값을 유지 할 수 있어 HCl을 제어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을 확증할 수 있었다.  

    세정용액에서의 최소 pH: 세정용액의 수산화나트륨이 HCl을 중화시켜 염과 

물을 형성한다. 이것은 세정시스템의 부식을 최소화하고 수용할만한 이차폐기물 

형태를 생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세정용액의 pH는 세정용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능력을 나타낸다. 용액에서 HCl의 용해도(세정기에

서 발생하는 공정)는 낮은 pH 환경에서는 감소될 것이다. pH 변동에 의한 용해

도 향은 설계 운전 범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시 운전 동안 pH는 정상 운전

절차에 따라 제어되었으며 pH는 7.5에서 9.0 범위를 유지하 다.

   CEM : 샘플링은 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동안 규제요건들이 만족된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필요한 측정에 초점을 둔다. 시운전 시험연소에서 각 테스트 

운전에는 굴뚝 배출물의 샘플링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샘플들은 Table 11에 요약

된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시험 중 국내 및 해외에서 제시하는 규

제치를 만족시켰으며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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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ampling Items and Methods for the PAM-200 Trial Burning

기체 시료 시험 조건 참조된 시료 채취 방법

HCl 모든조건 CEM(Photo-acoustic)

NOX 모든조건 CEM(Chemluminescence)

CO 모든조건 CEM(NDIR)

THC 모든조건 CEM(FID)

O2 모든조건 CEM(Paramagnetic)

SO2 모든조건 CEM(Photo-acoustic)

CO2 모든조건 CEM(NDIR)

   Component Checks : 기타 주요 설비에 대해서 인수 검사하고자 할 때는 

PAM-200 설비 운전절차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 주입폐기물 취급 시스템

         - 컨베이어(Conveyor)

         - Airlock/파쇄장치/주입장치

         - 주입폐기물 드럼 조작

         - 주입폐기물 파쇄 및 주입

         - 주입폐기물 자동 차단 밸브

      ● 용융로 시스템 

         - 용융로 가동 

         - 전극 가동 

         - 용융로 준위 및 진단 시스템 

      ● 슬래그 추출(Tapping)시스템 

         - Tapper과 추출통로(Tap Chute) 부품

      ● 일차폐기물의 수집(casting)시스템 

         - 수집과 운송

         - 만충드럼 제거 

      ● PWF 드럼 조작 시스템

      ● 열적산화기 시스템

          - 열적 산화기 버너 설비

          - 열전산화기 가열

          - 열적산화기 냉각

           - 압력 및 온도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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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 시스템 

          - Quencher, Cyclone, Mist Eliminator 

      ● SWF/Evaporator 시스템

      ● CDAS(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 진행 

          - 제어 장치

          - 비디오감시시스템

          - Operation Control Station

          - 수동전극제어패널

          - 원격 주입기 제어패널

          - 수동 전원공급 패널

          - 제어시스템 전기 enclosure

     ● Iso-kinetic 샘플링 시스템 조작

     ● 모니터링과 진단 절차

        - Pinhole 카메라 조작 절차

        - Cold Cap 모니터링

     ● 보조 시스템

        - Chiller 시스템

        - 비상공급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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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후관리 시설유지보수 현황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실증시험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유리고화시험시설

설비의 인수/인계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설비 정상화를 위한 기능 점검 및 cold 

test가 완료된 후, 유리고화시험시설의 시설 및 기술 일체를 원(연)에서 무상 인

수하 다. 원(연)은 인계받은 시설을 활용한 고온 처리 및 용융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시설보완, 인허가, 운전원 양성 등 시설 사후처리 사업을 수행하 다. 또한 

본 사후처리 사업 종료 후 본 설비가 원자력 중장기연구와 당면한 연구로 및 우

라늄변환시설 해체 시 발생하는 금속성폐기물의 감용 재활용, 그리고 더 나아가

서는 원(연) 내 임시 저장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 및 잡고체 처리에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능 점검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 다 (부록 3 

참조). 설비 기능 정상화 이후 폐기물을 주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시스템을 순

차적으로 가동시켜 가며 정상운전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설비를 최적화 하 다.

1. 수행일정 

   주요 업무별 추진일정표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른 세부 업무별 활용계획 

일정표는 Table 12와 같다.

No Task Activity

2004 2005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1 작업준비/설비 check
/부품 구매발주  

2 Installation & 
Subsystem Checkout  

3 Components & 
Subsystem tests

4 설비 기능 시험(전가동)

6 시스템 최종분석

7 설비 냉각수 배수

8 Lab-scale plant 발주

9 인허가 서류 작성

10 RI Room 개/보수

11 시설 인허가 완료

12 Lab-scale 설비 검수

13 금속용융실험

14 RI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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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etailed Work Schedule for Post Management of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No Task Activity
2003 2004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자료 기술 인수/인계

2 설비인수

∙O&M 절차서

∙MMI 프로그램

∙구매발주문서

∙기술자료

3 월별 정기 가동

∙세정수 Drain

4 설비 사용 방안 모색

∙기술자료 수집 및 분석 

∙보고서 작성

5 설비기능향상

∙냉각펌프 구매/설치

∙Filter 구매/설치

∙CEM 교정 

∙습도계설치

∙투입 시스템 개조

∙시설유지보수

6 설비 유지보수 

∙현장점검 및 설비실태파악

∙Offgas system

∙Scrubber system

∙Chilled water system

∙Air pressure system

∙Components

7  Shakedown tests  

∙Feed system

∙Melter/Tapper system

∙Thermal oxidizer system

∙Offgas system

∙Scrubber system

∙Chilled water system

∙Air pressure system

8 Integrated system test

∙Inspection of device 

∙Trouble 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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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ask Activity
2004 2005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 금속용융설비 제작 및 구매  

∙기초조사 및 설계

∙시방서작성 발주

∙제작

∙설치 및 시운전

10 RI 실 변경공사

∙시방서 작성

∙발주

∙개조

∙완료

11 인허가

∙인허가 방향 설정

∙서류작성 

12 금속용융실험

∙시험방안 설정

∙기능 Test

∙Surrogate 실험

∙RI 금속용융 실험

2. 시설유지보수 현황

  가. 설비 점검 및 하자 보수 : 2004. 5. ∼ 2004. 9

    1) 주제어실 

      - Process 2 모니터 기능 불량으로 모니터 교체

      - Process 1 컴퓨터 기능으로 인해 프로그램 재 설치

      - 주제어실 제어판 전선 재배치 작업 

    2) Cooling 시스템 

      - Cooling line 및 세정라인 유지보수

      - Cooling line leak 수리

      - 세정라인 파손 부위 수리 완료 

      - Cooling line flow-meter 교체 작업 및 세정라인 배관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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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프 Inlet Cap 누수로 인해 새로운 펌프 구매 후 설치

      - Spray quench cooling jacket flow-meter 설치

      - Cooling 펌프 정상

      - Tapper cooling out 파손

    3) 오염검사실 

      - Hand-foot monitor 점검 

      -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수리 의뢰

      -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 완료 

    4) 지역 방사선 모니터링 장비 

      - Detector 문제로 판명, 수리완료

    5) 시설 Stack 누수 부위 봉

      - 우천 시 Stack과 천정부위의 틈으로 빗물이 들어와 2층 RI실과 1층 계

단하부로 물이 흘러 들어옴.

      - 철재 판을 사용 Stack 주위 sealing

    6) NaOH 라인 동파로 인한 파손(길이 3m)부위 수리

      - NaOH 라인 정상

    7) 열교환기 

      -  Discharge 커플링Packing 부식으로 누수 교체 완료

    8) 비상 공급수 시스템 

      - Drain 라인 교체 

      - Inlet line Valve 교체

      - 비상 공급수 탱크 LAL switch 정상

    9) Chiller 시스템 

      - 동파 배관 부위 수리 완료        

    10) 세정시스템

      - Spray quench cooling jacket flow-meter 설치

      - Cooling 라인에서 Emergency 라인으로 연결된 Union 파손(HV-203)

      - HV-203 볼 밸브 파손으로 교체

      - Tapper 1, 2 cooling inlet/outlet 라인 수리

      - Scrubber outlet Ph측정기 Holder 동파 

    11) 공기압축기 설비 점검 : 정상

      - Oil, filter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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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Ventilation System 기능 점검 : 정상

      - HVAC 시스템 기능 점검 

      - 시설 냉각설비의 프레온 가스 충진 및 보수

  나. 설비 시운전 및 보수 : 2004. 9. ∼ 2004. 11

    1) 운전 절차서에 따른 시스템별 점검 및 하자사항 보수

      - Cooling pump 전선 교체작업

      - Cooling line 관막음

      - 외부 Sump 방사능 분석 후 배수

      - FCV-658 기능불량 수리

      - Meter laser 공기 공급라인 폐쇄

      - Shredder 전등 상태 확인 완료 : 전등교체

      - Evaporator와 Sludge 라인 상태 확인 : 정상

      - Evaporator Tank 상태 확인 : Level gauge 불량 

      - Slag 배출 시스템 기능 점검 및 정상화 

      - Feed pump와 Recirculation pump 상태 확인 : 정상 

      - 2nd quench cyclone nozzle 기능 불량 정상화 : 분해 후 점검한 결과 많

은 이 물질로 인해 배관 및 propeller가 돌아가지 않은 상태 음. 

      - 세정 시스템 안정화 : 각 라인의 설계값(압력, 유량)을 만족시킴

    2) 각종 전기 공급 장치 및 Panel 점검

    3) 각종 노즐, 스트레이너, 사이클론 세정(반복 세정) 

    4) 각종 시운전 및 실험 절차서 보완 수정

    5) 설비 장기 시운전 

      - 모니터를 통한 각종 계기등 정상 작동 확인

    6) 기타 유지보수 

      - 제염실 샤워 line 교체 

    7) 세정수 배수 

      - 별도의 예비 탱크에 세정수 이송 

    8) 유지 보수 시 발생된 액체 및 고체 폐기물 소내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송

  다. RI 저장실 변경 및 금속용융설비 관련 작업 : 2004. 8. ∼ 2005. 4 

    1) 유리고화 연구시설의 RI 사용을 위한 변경허가신청서 작성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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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I 저장실 변경작업 수행

      - 칸막이 작업 수행

      - 저장실 바닥 Painting 작업

      - 관련 전기 작업 

    3) RI 저장실 변경 작업 및 시설변경 인허가 완료  

    4) 금속용융설비 구매 발주 및 시운전 

      - 제작시방서 작성

      - 전원공급을 위한 전기 공사

      - 설비 제작 

      - 설비 Site Acceptance Test 

  라. 금속 용융 실험

    1) 운전조건 수립을 위한 기초 실험

    2) Surrogate elements을 사용한 용융실험 

      - Aluminum 용융 실험

      - SUS 용융 실험

      - Carbon steel 용융실험

    3) Radioactive 실험

      - Aluminum 용융 실험

      - SUS 용융실험

      - Carbon steel 용융실험 

3. 시설 기능 점검을 위한 시운전

   동파, 파손, 기능불량 기기의 점검 등을 수행한 후 각각의 Sub-system 별 기

동 점검을 통해 기기의 이상유무 상태를 확인한 후 정상시 유리고화 시설의 안

정화 및 시스템 별 유기적인 연계 작동을 위해 시운전을 수행하 다.

운 전 내 용 비  고

  1. Scrub Solution Subsystem 충수 정상

  2. Water Cooling Subsystem 충수 양호

  3. Scrub Solution Subsystem Circulation 정상

  4. Rail Transfer Subsystem 시운전 부분정상

  5. Water Cooling Subsystem 시운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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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발생 및 처리

  가. 발생원 및 발생량

유리고화연구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발생형태에 따라 크게 

폐 필터, 잡고체(건조폐기물), 유리 고화체 및 세정슬러지 고화드럼과 비방사성 

폐기물은 유지보수를 위해 구매한 폐자재와 설비 점검 시 발생된 금속성 폐기물, 

  6. Scrub Solution Subsystem 시운전 정상

  7. Offgas Fan Subsystem 시운전 정상

  8. Scrub Air Subsystem 시운전 정상

  9. Video Monitoring Subsystem 시운전 정상

  10. Secondary Waste Handling Subsystem 시운전 미 수행

  11. Evaporator Subsystem 시운전 미 수행

  12. Reheater Subsystem 시운전 정상

  13. Final Filtration Subsystem 시운전 정상

  14. Compressed Air Subsystem 시운전 정상

  15. Combustion Air Blower 시운전 정상

  16. Secondary Waste Form Subsystem 시운전 미수행

  17. KOMAR Subsystem 시운전 정상

  18. Melter 시스템 부분 정상

  19. Evacuation Subsystem 시운전 정상

  20. LPG 가스안전공사 시설검사 미수행

  21. RAD Monitoring Subsystem 시운전 정상

  22. Chiller Subsystem 시운전

  23. Slag Tapper Subsystem 시운전 정상

  24. Metal Tapper Subsystem 시운전 부분 정상

  25. Power Supply Subsystem 시운전 정상

  26. Burner Purging 시운전 정상

  27. Chiller Subsystem 시운전 정상

  28. Laser Level Transmitter Subsystem 시운전 미수행

  29. NaOH Supply Subsystem 시운전 정상

  30. Electrode Drive Subsystem 시운전 정상

  31. Combustion Burner Subsystem 시운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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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실험을 위한 고체폐기물(모래, 석회석등)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방사성 및 

비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 및 그 특성은 유리고화연구시스템의 운전특성 및 운

방법등에 따라 변하나, 일반적인 형태별 발생원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폐필터

 필터는 세정용액의 고체입자를 제거하기위한 세정용액 필터류와 배기가스

의 미립자를 제거하기위한 배기체 여과 필터류로 구분할 수 있다. 세정공정 내에

서 사용되는 카트리지 필터는 고체입자제거용으로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있

다. 배기가스여과필터는 전치필터, 고성능입자여과필터(HEPA), 활성탄필터가 있

으며 이러한 필터의 교체에 따라 사용된 필터류는 폐기물로 발생한다.

 2) 잡고체(건조폐기물)

다양한 형태의 잡고체 폐기물이 유리고화연구시설의 운 , 보수작업, 실

험 작업 등으로 발생한다. 가연성폐기물로는 플라스틱 제품, 방사선방호복(종이, 

섬유, 가죽류), 제염용품(휴지, 헝겊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비가연성폐기물로는 

오염된 금속류, 오염된 콘크리트, 폐기 장비류 등을 들 수 있다.

 3) 세정슬러지

 유리고화설비 공정 특성상 배기가스의 냉각, 중화과정이 세정용액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세정용액 내에 염류 및 고체입자가 용해되거나 부유될 수 있으며, 

증발기를 통과하며 슬러지화하여 슬러지 저장탱크에 수집된다. 

    4) 세정수 

       유리고화시설에서 세정수는 유지보수와 시운전 후 발생된다. 유지보수 시 

발생된 세정수는 20L 통에 담아 비치하 으며 시운전 후 세정시스템의 세정수의 

별도로 설비 내부에 액체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 시 발생된 세정수 폐액

과 함께 저장탱크로 이송하여 액체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 다.

 

    5) 비방사성 고체 폐기물 

       다양한 형태의 비방사성 고체폐기물로는 실증실험을 위해 비축한 모래, 

석회석, 콘크리트, 레진, 50L와 200L 드럼과 비 관리구역에서 유지보수 시 발생

되는 금속성 폐기물(볼트, 너트, 펌프, 필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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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폐기물 발생량

 유리고화연구시설의 운 으로 발생된 발생량은 Table 13에 나타내었다. 

방사성기체를 처리하는 HEPA필터와 방사능준위에 따라 소내 폐기물 분류기준

에 의해 별도로 분리하여 위탁처리 하 다 . 

Table 13.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from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구분 발생원
년간예상발생량(단위:드럼)

(기준: 비압축 200리터드럼)
비고

방사성 

폐기물

폐   필   터 2 시설내 비치

잡   고   체 4 처리

금 속 폐 기 물 3 시설내 비치

세 정 슬 러 지 - -

비방사성 

폐기물

금 속 폐 기 물 2
산업폐기물로 처리

실 험 재 료 20

  나. 수거 및 처리

 1)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발생원별 폐기물을 분리수거함을 기본으로 하나, 잡고체의 경우는 가연성

과 비가연성으로 분류하여 수거하 고 폐기물 수거 시에는 비 오염폐기물과 혼

합되지 않도록 수거통을 구분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된 오염물이 

인체 및 수거통 주변 시설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하 다. 수거한 폐기물

은 기 을 유지하여 보관 폐기하 다.

 2)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유리고화연구시설로부터 발생하는 고체 및 액체상방사성폐기물은 전량 소

내 방사성폐기물 관리실로 위탁하여 보관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 다. 기체폐기

물은 적절한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여과 후 희석방출의 형태로 허용농도 이하로 

하여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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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사성폐기물 위탁폐기를 위한 보관폐기절차

가) 고체폐기물

  (1) 작업실에 비닐봉지를 내부에 깐 임시 수거통을 비치하고 고체폐기물

을 수거한다. 수거통이 차면 비닐봉지를 봉한 다음 표면 선량율을 

측정하고 꼬리표를 단 후 드럼에 담는다.

  (2) 수집 시에는 가연성, 비가연성 고체폐기물을 따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3) 채워진 드럼을 봉한 다음 드럼표면에 방사성폐기물 표지를 붙이고 

소정의 양식과 함께 방폐시설관리실로 위탁 폐기한다.

나) 액체폐기물

  (1) 건물에 인접하여 지하에 매설된 약 2톤 용량의 FRP 탱크로 관리구역 

내 샤워기 및 세면대에서 발생한 액체폐기물이 배수관을 따라 모이게 

되는데 수위상태를 수위계 및 알람계로서 일상 점검 시 확인한다.

  (2) 매설된 FRP 탱크 주변은 경계를 치고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며 경

계에 부착된 방사선표지 밑에 표면 선량율을 기록하고 필요시 철판 

등으로 차폐를 한다.

  (3) 설정수위에 도달하면 소내 방폐시설관리실로 소정의 양식과 함께 위

탁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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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리고화시험시설 활용방안 

  유리고화 사후관리 사업의 연속선상으로서 시설 및 설비의 정상화 이후 효율

적인 유리고화시험시설의 사후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PAM-200 시설의 활

용 타당성을 고찰하 다. 이를 위해 유리고화시험시설 설비의 간단한 특성과 

PAM-200설비의 응용성 및 해외 고온아크 기술의 적용사례를 살펴본 후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리시설로서의 활용성을 평가하 다.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리시설로의 활용성 평가를 위해서 원자력연구소 내 방사

성 폐기물처리의 기술적 타당성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연구로 및 우라늄변환시

설 해체 시 발생하는 금속성 해체폐기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발생한 금속

성 폐기물 처리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과 본 유리고화시설을 활용한 고체폐기

물의 처리비용을 고찰하 다.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리비용은 시설의 처리 용량, 

운전비용 및 처리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평가하 다. 방사성폐기

물 처리시설로의 활용 방안의 목적은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대비 최종

부피의 최소화 방안 강구와 현 연구소 저장폐기물중 비압축성 폐기물에 대한 처

리 적정성 분석 및 인허가 변경 가능성 및 운 비를 평가하는 것으로 현 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 폐기물 선정 및 시험처리, 처리효율 분석, 처리비용 및 운

비 산출과 함께 종합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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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해외 기술 활용 현황 

  독성 폐기물 및 산업적 폐기물류의 안정화를 위한 유리화에 대한 생각이 일반

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매립비용 증가와 최근에 매립지를 갖고 있는 지방 자

치에서 매립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처분 규정에서 처분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전통적인 처분법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고온용융 시스템이 

보다 더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안정해야 함을 뜻한

다. 유리화된 물질 중에는 처분장에 처분할 필요가 없는 처분목록 제외 대상 물

질로 전환 시킬 수도 있다. 열처리가 가능한 고려될 수 있는 폐기물 형태는 다음

과 같다. 

  - 도시의 고체폐기물 소각로 Ash

  - 쓰레기에서 추출된 연료재(Refuse-derived fuel ash)

  - 석면 절연재(Asbestos insulation)

  - 병원 폐기물

  - 전기 아크 용융로 Dust 및 슬래그

  - 상업용 원자로 폐기물

  - DOE 혼합 저준위 및 TRU 함유 폐기물

  - 군수품이나 발사체(장약)를 포함한 군사용 폐기물

  다음의 논의에서는 PAM-200 시설과 유사한 설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외의 현황을 나열하 다.

1. 도시폐기물 소각로 ash 처리

   폐기물 안정화를 위한 아크 용융로 시스템의 상업적 응용은 다음과 같다.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와 USBM(U. S. Bureau of 

Mines)을 포함하는 협의회가 오레곤주의 Albany에서 도시의 고체 폐기물 소각

로 ash를 처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Oden and O'Connor 1994). 흑연전

극과 내화성 벽을 갖는 800kw급 3상 교류 아크 용융기가 재를 최고 1,700 Ib/h

로 용융시키는데 사용되었다.

2.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사성 폐기물에의 응용은 상업용 원자로 폐기물, DOD 및 DOE 원자로 폐기

물, 핵무기 폐기물 등의 처리에 해당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Joule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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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식 용융로로 만들어진 붕규산 유리 최종폐기물 형태와 유사한 폐기물 형태가 

된다. 플라즈마 아크 용융로는 현재 DOE 의 저준위폐기물 및 TRU 폐기물뿐만 

아니라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저준위폐기

물과 GTCC (Greater-Than-Class-C) 저준위폐기물에 고려되고 있으며, 이는 서

로 성질이 다른 폐기물을 처리하고, 일부 혼합된 폐기물에 요구되는 높은 온도를 

제공하며, 특히 금속류(철) 처리에 아주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중준위 폐기

물에도 응용될 수 있지만 방사선 안전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크기의 용융로가 적

합하다. DOE는 INEL에서의 ALLW 및 TRUW 처리를 위한 검증에 재정적 지원

을 했으며 Savannah River Site의 플루토늄(Pu)이 함유된 폐기물과 Hanford 

site의 나트륨 함유 액체 폐기물(Sodium-bearing liquid waste)을 처리하 다. 

              

3.  군사용 폐기물 처리

   군사용 폐기물의 유리화 및 열분해에 대해 수년 동안 조사가 계속되어져 오

고 있다. 미국 해군은 선상 폐기물을 줄이고 해양으로의 폐기물 투기에 관한 국

제 규제를 만족하도록 재(Ash)의 열분해 및 유리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미 해군은 무기류, 화학제, 및 분류된 구성요소들을 조사하고 있다. 미 공군 

역시 연구와 관련해 참여하고 있다.    

4.  전기아크로의 Dust 처리

   전기아크로로부터 발생하는 먼지는 독성폐기물이다(EPA 명칭 K061). 다양한 

전기아크로 먼지 처리 공정이 DOE 혼합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고려되고 있는 것

으로 1∼5 MW (1∼5 Ton/h)(Bosley 1992) 크기 범위의 용융로가 선택되었다. 

독성폐기물이 처리되어야 하므로 장치들은 폐되어 공기가 통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장치들은 파일럿 규모로서 전기아크로 먼지를 처리하는 작업장, 전기도

금 폐기물(EPA F006), 무기 전이 금속류(Inorganic transition metals)(EPA 

D004, D005, D006), 그리고 INEEL의 관심대상 독성 금속류를 처리하기 위해 설

치되어져 왔다. 장치는 전처리, 용융, 재사용 가능 물질의 회수, 배기가스 포집, 

및 처분 항목을 포함하는 완전한 시스템으로 설치되었다. 처리된 폐기물은 최종

적으로 육지 처분 및 RCRA(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제한 또

는 건축재나 절연목적으로 쓰이는 칼슘 기저 유리섬유로 재활용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적용된 용융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Elkem 고온 금속 회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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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vy-McKee Hi-Plas System

  ∙ International Milling Machine torch/graphite plasma melter

  ∙ Pyromet-Mintek plasma-arc system

  ∙ Ticron extended plasma-arc reduction system

  ∙ Ausmelt Sirosmelt system with a fuel/air/oxygen lance

5. 기타 해외 적용 사례

  가 유해성 유기혼합폐기물 처리

    1) 프랑스

       EDF(Electricite de France), Spie-Batignolles와 Ciments Lafarge 社 등

이 협력하여 Aerospatiale 플라즈마 토치를 사용하여 고체화학폐기물들을 처리하

기 위한 GIEINCIDIS 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2) 스위스

       Plasma社에서는 0.3MW급 비 이송식 토치와 1.2MW급 이송식 토치를 사

용하여 고체유해화학폐기물들을 양극면에서 회전시키면서 유해폐기물들을 처리

하고 있다. 

    3) 스웨덴

       Scanarc에서는 SKF
 
토치를 사용, PCDD(Polychlorinated Dibenzo-p- 

dioxins)를 안정된 원소로 열 분해시키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나. 도시쓰레기와 병원폐기물 처리

     유기화합물들과 무기물들이 혼합되어있는데, 이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유기물들을 열 분해시켜 화학적으로 안정한 원소로 분해시키고 무기물들은 유리

화시켜 부피를 현저히 감소시킨다.

    1) 독일

       Krupp社는 기존의 소각장치에서 나오는 재와 먼지를 후처리하기 위한 3

상의 교류 비이송식 플라즈마 토치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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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프랑스

       EDF社는 Aerospatiale의 비이송식 토치를 사용해 병원폐기물들을 처리하

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3) 일본 

       Tokyo Electric Power Company와 Kawasaki 제철회사가 합작하여 도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4) 캐나다

       PEF(Plasma Energy Facility)에서는 150kW급 PEC(Plasma Energy 

Corporation)의 토치
33)
를 사용, 도시쓰레기 처리장치를 구성하여 성능실험을 수행

중이다.

    5)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는 비이송식 토치를 사용하여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는 PRISM(Plasma Remediation of In-Situ Materials) 연구를 진

행 중이다. 또한 Phoenix Solution는 샌디에고에 있는 Kaiser-Permanente의 병

원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있다.

  다. 유기폐기물 유리화 

      미국의 Vertex사와 Avco 연구소가 합작하여 AGR(Advanced Glass 

Melter)를 개발 중이며, Tetronics사와 Manville사가 합작하여 Bipolar 방식으로 

두 개의 토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라. 방사성물질 처리 

    1) 미국 

       MGC사가 이송식 토치를 사용하여 저준위와 중준위의 방사성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MIT의 Plasma Fusion Center에서는 이송식 토치를 사용하여 

방사성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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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프랑스

       EDF는 Aerospatiale의 비 이송식 토치를 사용해 Porcheville 원자력발전

소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을 처리하고 있다.

    3) 일본       

       Daido사와 일본 원자력연구소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마 제철사업

    1) 스웨덴 

       SKF 토치 시스템이 전기아크로의 집진기와 제철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처

리를 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Landskrona에 있는 Scan Dust Plant가 연간 66,000

톤의 철강분진을 처리하고 있다. 

    2) 미국

       IMS(International Mill Services)社와 유럽의 Multiserv사가 Tetronics사

의 이송식 토치를 사용하여 전기아크로에서 나오는 분진을 처리, 일부는 재활용

하고 일부 유해폐기물을 안정된 원소로 바꾸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3) 국 

       SMACC(Steel Melting and Constitute Casting)에서 Tetronics사의 이송

식 토치를 사용하여 제철공장에서 나오는 크롬, 니켈, 몰이브데늄 등의 원소를 

재활용하는 동시에 납, 카드늄, 크롬 등의 유해물질을 매립에 알맞도록 유희와 

하는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4) 남아프리카공화국

       10 MW급의 공동형 토치를 사용하여 분진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가 진행 중이다.

    5) 일본

       Kawasaki 제철소에서는 크롬의 제련과정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방법

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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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캐나다

       Davy Mckee사가 McGill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분진처리를 위해 

Stockton-on-Tees의 본부에 1MW급 이송식 토치 시스템을 설치하여 연구를 수

행 중에 있다.

  바. 주물산업에서 발생한 폐재료의 재활용

    1) 미국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는 웨스팅하우스사의 2 MW

급 비 이송식 토치를 이용하고 있다.

    2) 프랑스

       SeptFons사에서는 Peugeot 자동차공장에서 디젤엔진, Wheel Drums, 

Brake Disks와 Crankshaft 등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Gray Cast-Iron을 처리

하기 위해 플라즈마를 이용하고 있다.

  사. 항공산업

     용융 시 산소와의 결합이 매우 잘되는 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과 같은 활

성금속과 니오븀, 몰리브데늄, 텅스텐과 같이 용융점이 매우 높은 금속을 플라즈

마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Retech사와 독일의 Leybold AG가 합작하여 항

공산업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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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사성 고체폐기물처리 시설로의 활용성 평가  

1.  원(연) 임시저장 폐기물처리의 기술적 타당성

  본 고온용융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설비는 병원, 산업시설, 대학연구시설 및 원

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사성폐기

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200 kg/h의 설계용량으로 2,000 kg/m
3
의 도의 폐기물

까지 주입율을 조절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설

비 20년의 수명을 갖도록 설계 및 건조되었으며, 설비의 운전은 운전절차서의 절

차 및 방법에 의하여 운전하도록 되어있다.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설비는 기존폐기물의 부피를 크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간동안 폐기물저장을 위한 필요 요건인 고침출성의 유리세라믹의 폐기물을 

생성시켜 폐기물 저장기간 동안 그 건전성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설

비는 물리적 벽과 환기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격납의 원리를 사용하여, 방사성 및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관리가 가능하도록, 물리적벽은 시스템장비 표면에 의한 부

압으로, 환기시스템은 공기흐름을 저 오염구역에서 고 오염지역으로 유지하여 오

염 확산을 방지하고, 정화, 여과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외부로 안전하게 배기가

스를 배기한다.

  시스템 설계과정에서 반 된 폐기물의 특징은 물리적 성질, 도, 조성 및 가

연성 및 비가연성폐기물, 유기폐기물, 고염화물, 고증기압 금속 등 다양한 비 균

질 폐기물 처리 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 유리

화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성핵종들과 유독 금속들은 내구적이고, 침출되지 않은 폐기물 형태로 

고정

- 완전 연소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

- 배기체 처리공정의 단순화를 통한 운전의 편이성과 보수/유지의 극소화

- 드럼은 전처리과정 없이 드럼차체로 주입됨

- 전기아크에 의한 폐기물의 유리화 및 금속용융물 생성

- 드럼이나 보관함에 유리화물질의 인출

- 운전 중 물질의 휘발과 분진발생을 최소화

- 고온의 충분한 열적산화 거주시간(residence)에 의한 유기물의 완벽한 파괴

- 완벽한 배기가스 세정 및 정화

- 세정수 미립자여과, 이온분리 및 세정수소모와 최종필터에 미치는 염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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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를 위한 재순환

- 배기가스의 고성능미립자여과기에 의한 여과

- 공정제어를 위한 연속적인 배기가스 방출 성분 모니터링

- 방사성물질 방출감시를 위한 연속적인 방사성핵종 모니터링

  따라서, 본 고온용융 유리화설비를 이용한 원(연) 발생 폐기물의 처리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소내 저장중인 베타-감마 핵종으로 오염된 극 저준위 (가연성-삭제) 잡고체 

폐기물의 처리 또는 실증처리연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본 유리고화 시설은 현 상태에서 주변 경미한 시설의 보완 후에 소내 저장 

저준위 가연성폐기물의 감용(실증)처리가 가능하다.

- 폐기물 토양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도 처리가 가능하다.

- 거의 모든 형태의 고상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시설이지만 방사성 준위가 

비교적 높은 폐기물이나 알파 핵종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부가적인 시설의 

보완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설비를 이용한 원(연) 발생 폐기물의 처리 용량은 미국의 MTI사와 두

산중공업의 권고치에 의하면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40 kg/h, 비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80 kg/h로 설계 기준치의 40%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원(연) 내

부 발생 가연성 폐기물을 연속처리 한다면 시간당 약 80 kg/h 이상, 비가연성폐

기물의 경우 120 kg/h 이상의 용량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운전경험

을 더욱 축적한다면 장시간 연속 운전 시에는 설계기준 처리용량에 해당되는 가

연성 100 kg/h, 비가연성 200 kg/h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말 현재 원(연)에 임시 저장된 방사성 고체폐기물 현황은 다음과 같이 

Table 14에 수록하 다.

Table 14. The Number of Storage Drums of Radioactive Solid Wastes in 

KAERI

(단위: 200 L)

가 연 성 비가연성 폐 필 터
고 화

폐 기 물
폐 수 지

환경정비

폐 기 물

중 준 위

폐 기 물

기 타

(폐드럼)
계

2,676 2,107.5 806.5 287 200 4,554 26.3 240 10,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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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연) 임시저장 고체폐기물 중에서 이미 처리가 완료된 고화폐기물 및 고온용

융 유리고화 설비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중준위폐기물을 제외하면 처

리 가능한 고체폐기물은 10,484 드럼에 이른다[3]. 

  고온용융 유리고화 설비를 설계치의 40%로 운전한다면 1년간의 유효 가동 일

수를 125일로 하는 경우 연간 2,500 드럼 (1 드럼: 200 L)으로 처리가 가능하므

로 원(연) 임시저장 고체폐기물 처리에 약 4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에 설계

치 100%로 연속 운전 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6,250 드럼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2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다. 

  고온용융에 의하여 완전 처리된 10,484 드럼의 원(연) 임시저장 고체폐기물은 

유리고화체 형태로 발생되며,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고화폐기물의 양은 Table 15

의 성능시험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혼합하여 수

행한 고온용융 유리고화 캠페인에서 얻은 감용율의 50%만 고려하더라도 20% 수

준인 2,100드럼 수준으로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Table 15. Volume Reduction Ratio for Trial Burn Test

폐기물 종류 가연성 비가연성 수지고화 campaigning

감 용 률
1)

40∼100
2) 1.6 1.7 10.5

폐기물

조  성

종이, 천

PVC, PE

철, 콘크리트, 흙, 

공기필터, 유리, 모래 

시멘트

물, 수지

가연성, 비가연성

수지/농축폐액

  1) 감용률 (Volume Reduction Factor, VRF) = 
Input Waste Volume
Output Waste Volume

       

  2) 추정치

                                         

2.  원(연) 해체 금속성폐기물 처리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

  가. 기술적 타당성

     본 고온용융 유리고화 설비는 원래 가연성폐기물의 소각 및 토양이나 콘크

리트 등의 비금속 비가연성 폐기물의 용융 고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용융시설이

지만, 유리고화 시 철재 드럼에 담겨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드럼채로 폐기물 분쇄 

및 공급 계통을 통해 용융로에 이송함으로써 철재 드럼까지도 용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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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며, 이들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가스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배가스 처리

계통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으로 일정 규격의 금속성폐기물의 감

용 및 재활용을 위한 금속폐기물 용융제염 기술개발 연구 및 실증시설로의 활용

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금속성 폐기물은 용융처리에 의해 주괴(ingot)와 슬래그

(slag)로 분리되며, 이때 슬래그 층 내에서는 휘발성 핵종(예: Cs)이나 금속과 반

응하지 않는 핵종(예: U)들이 슬래그의 구성성분과 화학적 결합을 통하여 보다 

안정화되고, 슬래그 층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방사성 핵종(예: Co)은 금속 모재 

상에 균일하게 희석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속 모재(주괴)의 비방사능을 감소시

켜 제염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방사성 핵종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는 슬

래그는 폐기물로 처분하고, 방사성 핵종이 상당부분 제거되었거나 금속 내에 균

일하게 분포되어 비방사능이 낮아진 금속 주괴는 자체처분 하거나 재활용함으로

써 최종 폐기물의 처분부피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Table 16은 몇 가지 처리방법에 의한 금속성폐기물의 부피 감소 특성을 나타

낸 것이로, M. Sapok 등[4]은 금속의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도 용융처

리가  초고압축 처리보다 폐기물의 처분부피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로 

보고하고 있다.

Table 16. Comparison of Waste Treatment Methods

Kind of 
Treatment

Metal
Quantity 

(t)

Filling
Factor 
(%)

Volume to
be Stored 

(㎥)

Concrete 
for Filling 

(t)

Weight 
of Package

 (t)

Melting 7 100 1 - 7

Super compaction 7  50 2 1.7 8.7

Filling without 7  15 7 10 17

  나. 경제적 타당성

     용융처리는 폐기물의 최대 감용 특성을 갖는 이점 이외에도 용융처리를 통

한 금속성폐기물의 재활용 경제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의 금속성폐기물 재활용 경제성 평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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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INCO의 금속재활용 프로그램[5] 

      가) 재활용 경제성 분석 방법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 금속을 표면제염하지 않고 용융제염하여 

1차로 철판을 제조한 후 폐기물 저장용기로 개조하는 경우에 대하여 항목별 소

요비용을 분석하 다. 25,000 톤/년의 규모로 금속을 용융하는 경우를 재활용 기

준으로 하 으며, 시설비와 직접생산비에 대한 소요 비용을 분석하 다. 

      나) 재활용비용 

          전체 재활용 비용은 $90,955,000가 소요되었고, 이중 재활용 시설비 및 

재활용을 위한 직접 생산비를 Table 17 및 18에 각각 수록하 다. 

Table 17. WINCO's Estimation of Facility Costs for Recycling of Radioactive 

Metal Scrap.

비  용  항  목 비 용 ($) 구 성 비 (%)

 Engineering & Construction Management 3,100,000 4.6

 Site Preparation & Yard work 680,000 1.0

 Foundations 3,053,000 4.5

 Structural & Plate work 8,987,000 13.3

 Architectural Building 1,990,000 2.9

 Process & Auxiliary Equipment 

   - HVAC

   - Cranes

   - Process Equipment 

554,000

2,480,000

43,400,000

0.8

3.7

64.2

Substitutions & Building Electrical 2,138,000 3.2

Building Piping 1,156,000 1.7

합   계 67,538,000 100

  시설비 $68,000,000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재활용 소요 비용으로 직

접 평가할 수는 없으며, 가동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및 차입에 대한 이자 등이 

직접 생산비에 포함되어 연간 운 비가 된다. 시설비의 비용 항목 중에서 공정상

의 장치 및 장비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직접 생산비는 톤당 약 $ 940 

정도이며, 연간 25,000 톤을 재활용하는데 $23,417,000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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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된다. 비용항목 중에서는 폐기물 용기 제작비가 44.7%로 가장 많고 금속 용

융비가 29.1%를 차지한다. 직접 생산비만을 재활용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처분단가가 $950/톤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Table 18. WINCO's Estimation of Direct production Costs for Recycling of 

Radioactive Metal Scrap

비 용 항 목 비용($)/톤 구성비 (%)

금속용융 272.32 29.1

Casting 106.97 11.4

Plate Mill 138.30 14.8

Fabrication 419.09 44.7

합계 936.68 100.0

    2) JAERI의 재활용 경제성 평가[6]

      가) 재활용 규모

          재활용 경제성 평가는 1,000 MWe 급의 BWR 및 PWR 2기 해체 시 

발생하는 금속폐기물 75,489 톤/년(약 50만 드럼, 원전 발생되는 금속폐기물, 탄

소강: 65,851톤. SUS: 9,638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나) 재활용 비용 산정

          연간 재활용시설을 운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비 및 건물 

건설비 등의 고정자산 비용(Table 19 및 Table 20)과 시설운 에 필요한 인건비, 

물품비, Utility 등의 직접 운 경비가 포함된다. 연간 재활용 경비를 산출하기 위

하여 고정자산비 등은 매년 감가상각비 및 이자로 환산하여 비용 요소에 포함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21에 수록하 다.

  비용 요소별 구성비는 재활용 설비와 건물 및 시설의 감가상각비가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 운 에 따른 인건비 요소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재생된 

금속폐기물의 매각에 따른 수익이 전체 비용의 40% 에 달함으로써 그 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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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재활용 비용은 연간 50,000톤을 처리 할 때 톤당 

168,000엔으로 나타났다.

      다) 처분비

          재활용 경제성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는 처분단가를 Trench 처분하

는 경우와 Pit처분하는 경우로 나누어 산정하 다. Trench 처분 단가는 7,000엔/

드럼, Pit 처분의 경우는 20만엔/드럼으로 가정하여 계산하 다.

     ○ Trench 처분 : 5,300 백만엔 (79,200 엔/톤)

        - 처분비 : 7,000 엔/드럼 × 500,000 드럼 = 3,500 백만엔

        - 수송비 : 3,600 엔/드럼 × 500,000 드럼 = 1,800 백만엔

     ○ Pit 처분 : 101,800 백만엔 (1,348,540 엔/톤)

        - 처분비 : 20 만엔/드럼 × 50 만 드럼 = 100,000 백만엔

        - 수송비 : 1,800 백만엔 

Table 19. JAERI's Estimation of Construction Cost for Recycling of 

Radioactive Metal Wastes.

항   목 비용 (백만엔)

건물 건설비 13,641

설비제작 및 공사비 36,675

합계 50,316

Table 20. JAERI's Estimation of Equipment and Facility Cost for Recycling 

of Radioactive Metal Waste

공 정 비 용(백만엔) 구성비(%)

전처리 공정(표면제염) 5,883 48.1

1차 가공(용융) 5,470 44.8

제품화 공정 872 7.1

합 계 12,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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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JAERI's Estimation of Annual Operation Cost for Recycling of 

Radioactive Metal Wastes.

비용항목 비 용(백만엔) 구성비(%)

  Utility 비 1,880.05 9.4

  물품비 1,807.59 9.0

  직접노무비 2,748.00 13.7

  일반관리비 2,748.00 16.7

  수선비 1,304.80 6.5

  감가상각비

    (건물)

    (설비)

2,672.70

(472.20)

(2,205.50)

13.7

(2.4)

(11.3)

  고정자산세 704.00 3.5

  보험료 150.90 0.7

  설비자금이자 3,811.50 19.7

  운전자금이자 312.00 1.6

2차폐기물 처분비(30만엔/드럼) 46.50 0.2

  수송비 1,800.00 9.0

  비용 소계 19,986.44 100.0

  수입

    (건물구조재)

    (폐기물용기)

    (SUS 배관)

    (Ingot)

7,272.50

(894.40)

(2,234.20)

(3,313.00)

(834.90)

재활용 제품을 시장 

가격으로 매각했을 경우

비용합계
12,713.94

(168,000엔/톤)

      라) 재활용비용 및 처분비 비교

          재활용 비용과 처분비용을 비교했을 때 처분방식에 따라 재활용의경

제성이 크게 좌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활용 비용은 12,714 백만엔인데 비

해 Trench 처분비용은 5,300 백만엔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Pit 처분의 경우는 101,800 백만엔으로 재활용에 의해 89,086 백만엔이나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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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연) 금속성폐기물 적용 타당성 

      현재 원자력연구소 내에는 1994년도에 정련시설을 해체하면서 발생된 금

속폐기물 (대부분 탄소강)이 약 90 m
3
(약 135톤) 정도가 재고되어 있다. 또한 현

재 진행 중에 있는 수명이 다한 TRIGA 연구로 해체 및 우라늄 변환시설의 환경

복원 사업을 통해서도 상당량의 금속폐기물이 계속 발생될 전망이다. Table 22 및 

23에 현재 당면한 해체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체폐기물의 예측량을 수록하 다.

  원자력 시설 가동 및 해체 시 발생되는 금속성 폐기물의 적용 타당성은 기술

적 활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이미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금속성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것이 처분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금속성 폐기물의 재활용 경제성은 처분단가 및 안전 규제 

정도에 의존하며, 처분단가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금속폐기

물 재활용에 대한 경제성은 더욱 높아지리라 전망된다. 또한 금속 폐기물의 용융

에 의한 감용비가 약 7정도로 우수하기 때문에 최종처분 부피 감소로 인한 경제

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최종 처분 시 드럼내의 잔류 방사능 측정이 

용이하여 폐기물의 특성화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 

Table 22. Estimated Amounts of Low Level Radioactive Solid Wastes 

Generated by Dismantling the Retired Research Reactors[7] 

종    류
발 생 량 (m

3
)

2호기 1호기 주변시설 합   계

steel류 51.91 21.53 11.76 85.19

콘크리트 160.00 45.00 0.00 205.00

납 0.85 0.43 0.00 1.28

흑연 5.55 3.38 0.00 8.93

기타 해체폐기물 217.03 87.54 10.30 314.86

압축성폐기물 17.60 9.60 3.20 30.40

합    계 452.93 167.47 25.26 645.66

  ※ 압축성 폐기물은 주당 200L 드럼 1개 소요 예상 산출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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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Estimated Amounts of Radioactive Solid Wastes Generated by 

Dismantling the Retired Uranium Conversion Plant[8]

구  분 발생량 (m
3
)

금속폐기물 160.6

전선 및 플라스틱류 33.6

콘크리트 76.8

압축성 폐기물 48.9

라군슬러지 처리후 잔류물 48.0

ACF 1.2

기타 해체폐기물 10

합   계 379.1

3.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리비용 평가

  본 고온용융 유리고화 설비를 활용하여 원(연)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방사

성 고체폐기물을 처리할 시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본 설비의 운전 시 소요되는 

인건비, 동력/재료비 및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하는 시설운전비와 본 시설을 폐기

물 처리 설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보완 및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추

가 비용으로 분리하여 산정하 다.

  가. 처리용량 

      본 유리고화 설비의 처리 용량은 두산중공업이 제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 전기 Arc에 의한 용융 설비는 연간 125일 연속 가동하고, 주 5일, 하루 

20드럼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연간 2,500드럼의 처리가 가능하다.

     - 소내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에서의 대상 폐기물 드럼을 하역하는 시간, 운

반 및 유리 고화 시설에서 하차와 임시저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처리시간은 2.5일/주이며 50주 연속 가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주 단위가 아닌 일정기간으로 연속 가동하면 상기 처리용량은 달성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초기시스템 가동에 12시간, cool down에 48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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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리 비용

    1) 시설 운전비

       연간 2,500 드럼의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순수 시설 운전비로 

소요되는 총 비용은 854,100 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 비용 항목으로 구분하

면 다음과 같으며, 세부 산출 내역은 Table 24에 수록하 다.  

     - 인  건  비................................ 360,000 천원/년

     - 동력/재료비.............................. 325,400 천원/년

     - 유지보수비................................ 168,700 천원/년

     - 시설비/감가상각비.............................. 0 천원/년

  따라서 순수 시설 운전비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한 드럼 당 처리비용은 다

음과 같이 342 천원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드럼 당 처리비용 : 854,100 천원/2,500 드럼 = 342 천원

    2) 추가 비용

       현재 고온용융 유리고화설비는 연구목적으로 인허가 된 시설이므로 연간 

2,500 드럼의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인허가 

변경이 요구되며, 인허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

와 아울러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부 장비의 확보도 요

구된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전의 순수 설비운전비에 부가

적으로 요구되는 추가비용으로 정의하여 추산하 으며, 총 270,000 천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관한 상세 내역은 Table 25에 수록하 다.

    3) 총 소요비용

      본 설비의 운전 시 소요되는 인건비, 동력/재료비 및 유지보수비 등을 포

함하는 순수 시설운전비와 본 시설을 폐기물 처리 설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

한 시설보완 및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등을 합산한 총 소요비용은 

1,149,100 천원으로 계산되었다.

  연간 2,500 드럼의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운전비는 순수 

시설운전비와 추가비용 고화용 드럼 구매비 및 기타 소모성 재료비 등을 포함하

여 연간 879,100 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시설 투자비는 

270,000 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고체폐기물 처리 시 운전비를 

근거로 계산한 드럼 당 처리비용은 352,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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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Facility Operation Cost in Melting of Radioactive Solid Waste

항 목 구 분
금  액

(백만원)
세부 산출 내역 비  고

인건비 인건비 360
3명 x 3교대 x 40,000천원/년.인 = 240,000천원
1. 소요인원 : 운전 2명, 현장보조 1명
2. 1인당 연봉 : 40,000 천원 (두산중공업 평균 연봉 기준)

동력
및

재료비

전기료 205.8

(500kw x 3000h +164kw x 300h +200kw x 1200h) x 115원/kwh 
= 205,758천원
1. 사용전기량
  - 초기시스템 가동(12시간 소요) : 164 kwh (총 300시간 소요)
  - Arc 발생시(HVAC 포함:40% 출력) : 350~400 kwh (실제 Arc 

운전 3000시간 소요)
  - Cooldown 시(48시간 소요) : 200 kwh (총 1200시간 소요)
2. 운전기간 : 3000h (125일 24시간 실 Arc 운전) + 초기시스템 가

동시간 + Cooldown 시간
3. 전력단가 : 기존 실험 수행 전기료의 원(연) 청구 평균 단가 적용

1. 5일/회 Arc 운전
2. 12 시간/회 초기
   가동
3. 48 시간/회
   Cooldown

LPG
소모비

89.1

(3000h + 300h) x 30 kg/h x 900 원/kg = 89,100천원
1. 가스사용량 : 기 실험 수행 중 평균 LPG 사용량
  - TB-1 실험 : 평균 28 kg/h 사용
  - TB-2 실험 : 평균 33 kg/h 사용
2. 운전기간 : 3000h (125일 24시간 실 Arc 운전) + 300h (초기시

스템 가동시간 )
3. 50 kg 1통 단가 : 2002년 8월 22일자 소매가 기준

질소 및
교정
가스

30.5

1. 액화질소 : 160L/일 x 75천원/160L x 125일 = 9,750 천원
2. 액화산소 : 160L/일 x 80천원/160L x 125일 =10,000 천원
3. 교정가스
  - 500 ppm HCl/N2 : 1,420천원/회 x 3회/년 = 4,260 천원
  - 50 ppm HCl/N2 : 1,420천원/회 x 3회/년 = 4,260 천원
  - 1% O2/N2 BAL : 135천원/회 x 3회/년 = 405 천원
  - 40% H2/He BAL : 135천원/회 x 3회/년 = 405 천원
  - 8% CO2, 24 ppm NO, 80 ppm SO2/N2 BAL :

250천원/회 x 3회/년 = 750 천원
  - 80 ppm% CO, 8% O2, 8 ppm Propane/N2 BAL :

210천원/회 x 3회/년 = 630 천원

유지
및

보수비

설비
보수
및

보완

48.7

1. 전극본 Air Clamp 교체 : 1,000 천원
2. Auto-darking 카메라 성계변경 및 재설치 : 1,500 천원
3. Metal Canister 레이저 수위 검출기 재설치 : 3,000 천원
4. Airlock 고무패킹 설치 : 1,000 천원
5. HEPA 필터 전후단 습도계 설치 : 1,000 천원
6. 세정펌프 Spare part 구매 : 500 천원
7. 증발기 냉각펌프 구매 및 설치 : 700 천원
8. HCL 및 O2 분석기 수리 : 3,000 천원
9. 증발기 탱크 수위 S/W 교체 : 3,000 천원
10. 증발기 유량 S/W 교체 : 2,000 천원
11. Holding Tank Level Transmitter 교체 : 3,000 천원
12. PLC 프로그램 구매 : 13,000 천원
13. Canister 2 Motor 교체 : 1,000 천원
14. 강 구조물 및 설비 녹제거/도색 : 2,000 천원
15. 각종 전구 교체 : 500 천원
16. 세정수 및 슬러지 제거 : 3,000 천원
17. 주입시스템 유압구동 유닛 유수 수리 : 500 천원
18. UPS 수리 및 교체 : 1,000 천원
19. 비상 펌프 교체 : 300 천원
20. Scrubber 공기 및 MTI 공급 공기압축기 보수 : 500 천원
21. NaOH 펌프 수평 겨체 설치 : 200 천원
22. 외부 가스배관 교체 : 1,500 천원
23. 전기 및 조명 수리 : 1,500 천원
24. 샤워실 샤워기 및 기타 배관 교체 : 1,000 천원

내화재
축로비

20
10,000 천원/회 x 2 회/년 = 20,000 천원
1. 기존 내화제 축로비용 참고 : 6,950 천원
2. 방사능 오염에 따른 인건비 상승 고려

교체 시기는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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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Facility Operation Cost in Melting of Radioactive Solid Waste

(continued)

항 목 구 분
금  액

(백만원)
세부 산출 내역 비  고

유지

및

보수비

필터

교체비
30

15,000 천원/회 x 2 회/년 = 30,000 천원

1. 견적가 기준

2. 차압 증가에 따른 실험결과 참고

전극봉

소모비
70

125일 x 280 천원/개 x 2개/일 = 70,000 천원

1. 가동일 : 실제 Arc 운전일 기준

2. 전극봉 개당 단가 : 외국 견적가 기준

3. 전극봉 소모량 : 2 개(1쌍)/일, 10 드럼 처리 당 1개 사용

계 854.1

Table 25. Supplementary Cost for Operation of High Temperature Melting 

Facility

항 목 구 분
금  액

(백만원)
세부 산출 내역 비  고

인허가

비용

시설

인허가
75 •시설 인허가/정기검사 수검비 : 75,000천원

차폐벽

타설비
25

•방사선차폐용 콘크리트 옹벽 타설비 : 25,000천원

   - 처리시설 외벽에 두께 10㎝, 높이 3m의 방사선차폐용 콘크

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시설내부에는 제한구역과 일반구역

으로 구분,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한다고 가정

유지

및

보수비

바닥

도장
20

•바닥 내방사선 에폭시를 도장하고 액체폐기물 누출 방지턱 

시공 (pump실)

구조물

도장
20 •시설 내부 구조물 및 설비의 녹 제거/도장

부대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비

부대

시설

설치비

100

•LPG 옥외저장 탱크 설치비 : 20,000천원

  - 3,300h × 30kg/h의 LPG를 5회에 분할 구매하 을 때 20톤 

저장용량의 탱크 설치

•액화가스 옥외저장 탱크 설치비 : 80,000천원

  - (160L × 125일) 용량 액화질소 및 액화산소를 5회에 분할 구

매 시 각각 4톤 저장용량의 탱크 설치

- 압력용기는 산업

안전공단, 가스안

전공사 인증필요

- LPG 저장시설은 

30톤 이상 소방법 

적용

장비

구입비
30

•크레인/지게차 구입비 : 30,000천원

  - 유리고화 시설에서의 드럼 하역용 

비가연성 :

      200∼400kg

재료비/

수수료

드럼 및

재료비
20

•고화용 드럼 구매 : 15,000천원 (230개 x 65,000원/개)

  - 연간 처리량 2,500드럼의 가연성 및 토양폐기물의 감용율 고

려

•재료비 : 5,000 천원

  - 적재용 pallet, 방사선 표지물, 목재합판 등

수수료 5 •계측기 검교정비, 시험분석료, 장비(UPS 등) 정기검사비

계 295

  ● 2500드럼/년 운전비 

     854,100 천원/년 (시설운전비) + 25,000 천원/년(추가비용 중 소모성 재료비)

                                    ⇒ 352,000원/드럼=(342,000+10,000)원/드럼

  ● 추가 시설투자비 : 270,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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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설변경현황

1. 시설변경 개요

   PAM-200 설비를 활용하여 금속성폐기물의 용융제염 실증을 수행하기 이전에 

금속성폐기물에 대한 플라즈마 아크 용융특성과 용융제염 특성과 관련된 기술개발

을 위하여 소규모 용융 시험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RI 저장실 내부를 RI 저장실

과 금속 용융 연구시설로 구분하여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 다. 건물의 내부 구조물

은 내화재(Glasswool)로 구성된 샌드위치 패널 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험설비의 

설치에 따라 금속용융실과 유리고화 용융실 간의 내부 구조물에 배기라인이 연결

되어 있으며 실험실로 출입하는 계단 옆에 방사선 관리구역(RI저장실, 금속용융실

험실)과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하 다. RI 

저장실 면적은 약 5m
2
으로 변경되고, 금속용융실험실은 금속용융 실험 장치를 비롯

한 배기가스 샘플링 장비와 시험재료들이 건물내부에 위치하며 철골 내화구조물로 

약 28m
2
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속용융실 바닥은 액체방수위에 시멘트 몰탈

을 하고 에폭시로 마감하 다. 벽면 등의 구조재료는 불연 재료로 되어있다. 유리

고화시험동의 2층에 위치한 RI 저장시설을 개조하여 금속용융실험실과 RI 저장실

로 변경하 다. 변경된 RI 저장실의 평면도는 Fig. 3 및 Fig. 4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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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Top View of RI Storage Room before Re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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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Top View of RI Storage Room after Re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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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Materials Used in the Laboratory for Metallic Waste Melting 

구분 벽 기둥 바닥 천정 계단 창문 출입문

금속용융

실험실(2층)

내화재

판넬
없음

철골,시멘트몰

탈,에폭시코팅

철골,시멘트

몰탈
있음 없음

개방형

1개

  ◦ 실내에서 항상 있는 차폐물 : 내화재 판넬(Glasswool) 철판 벽, 납 담요

  ◦ 경계의 차폐물 : 내화재 판넬 철판 벽

2. 용융실험장치 개요

실험장치의 규모는 연구목적상 1kg/1회의 처리용량으로 설계하 다. 

    - 처리대상 : Scrap metal(Stainless steel, Carbon steel, Aluminium 등)

    - 처리용량 : 1kg/1회  

  흑연 아크 용융설비는 1개의 동관 기저전극과 상부에 1개 흑연전극, 장․탈착

이 자유로운 동(Copper) 도가니, 150kW DC 전원공급시스템과, 전극봉 상․하 

구동 모터, 냉각시스템 및 지역 제어반, 내부 육안 점검 포트(View port), 

Chamber, 유압시스템, 진공시스템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Fig. 5와 같다. 챔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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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부 전극과 챔버로 냉각수를 공급하여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 으며 

냉각수의 공급 이상 시 이를 운전원에게 알려주는 알람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Fig. 5.  Photograph of the Lab-Scale Arc Melter & Cruc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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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은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본 실험 설비는 적용성이 뛰어나 

다양한 금속성 폐기물의 처리는 물론 다른 많은 아크 용융 공정의 연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아크 용융로는 Fig. 6처럼 용융물 바로 위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금속 폐기물을 용융시킨다. 용융로의 용량은 1000 g으로서 최대 

150 kw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정상운전 시 전극봉 구동장치의 스텝퍼 모

터에 의해 아크열의 길이 및 운전형태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부 기저 전극 역할을 수행하는 수냉식 동 도가니(water-cooled copper 

crucible)은 자유로이 장․탈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1회분 운전 시 빠르고 

자유로이 도가니를 핸들링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 도가니 위에 여러 가지 형태

의 도가니를 장착하여 실험을 할 수 있다. 상부에는 용융로 내부를 육안으로 확

인할 수 있도록 챔버에 3개의 포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챔버는 물에 의해 냉각 

된다. 측면에는 노내 분위기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진공 시스템과 불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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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Inert gas)를 주입할 수 있으며 운전원에 의해 수동으로 용융물의 표면온도

를 측정할 수 있도록 Optical pyrometer가 구비되어 있다. 필터 시스템은 3단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게이트 밸브를 통해 자유로이 사용 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매 단마다 전처리-HEPA-Charcoal-HEPA 필터로 구성되어 있어 응축 

또는 입자상이 배기가스를 완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6. Flow Diagram of Lab-Scale Arc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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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융실험 장치의 제작 시방

  가. 품  명 : 전기 아크 용융로 제작

      본 “전기 아크 용융로 (이하 “장치”라 한다)”는 원자력시설(우라늄 변환시

설 포함) 해체 시 발생되는 각종 금속성 폐기물(스테인리스강, 탄소강, 알루미늄 

등)을 용융하기 위한 실험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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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설비특징

  

구          분 설  비  특  징

적  용  기  술  DC Graphite Arc Melting

처  리  용  량  1000 g/batch 

Melting Temperature  ≥ 1300℃(Infrared Thermometer 사용)

전극봉 구동 방식  Linear Translation 

Melting Condition   Atmosphere  

Remote Control Panel
 소요 전력 확인 및 램프와 부저로써 설비 이상 

 상태 확인

전          력  150 KW

Cooling water flow rate  20 ℓ/min 

        

  다. 일반사항

    1) 본 장치는 스테인리스강, 탄소강,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대상으로 금속용융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본 장치는 운반이 용이하도록 바퀴가 장착된 "이동식 skid" 위에 설치되어

야 하며 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이동식 Skid는 운전 중에 장치의 화재 및 오염 등의 사고 발생시 이를 방

지하기 위하여 트레이를 설치하여야 하다.

    4) 본 장치의 배관은 스테인리스강(SUS 304) 재질을 사용하고, 배관연결에는 

Swagelok type 튜브 피팅을 사용한다. 

    5) 본 장치의 배관에 시료채취(3/8, 1/2 인치)와 부압을 측정할 수 있는 포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밸브 역시 배관 규격에 맞도록 연결이 가능한 형태의 스테인리스강 (SUS 

304) Ball 밸브를 사용한다.

    7) 모든 구성품의 연결 재료는 SUS 304를 사용하도록 한다.

    8) 장치의 배관은 배수 시 완전배수가 되도록 "구배"가 유지되어야 하며, 최하

단부에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9) 배관의 외부는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단열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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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 제작내용

    1) 전기 아크 용융로 메인 챔버 제작

     

No 품   명 규격 및 사양

1  Chamber(Bell Jar type) 
 - 형태: Bell Jar Type
 - 내부용적: 30 L
 - 재료: SUS 304

2  Hot Zone Assembly 
 - 형태: 원통형
 - 규격: Φ150 × 750 mm
 - 재료: SUS 304

3  Power Feed Thru port  - 형태 및 크기: Shell & tube형,
 - 재료 : SUS304

4  View Port  - 재료 : SUS304

5  Gas inlet/outlet Ports  - 재료 : SUS 304 

6  Infrared Thermometer  - CHINO "IR-630", 측정범위:600∼3000℃

   2) 전기 아크 용융로 전극 제어 시스템 제작 

    

No 품   명 규격 및 사양

1 설비 Deck & Frame  - 재료 : SUS 304 

2  Graphite Electrode  - 형태 : Φ 30mm x 200mm 

3  Graphite Crucible  - 형태 : tapered shape

4  Control Cabinet

 - 입력전원(220VAC) 수납단자
 - 주전원 및 펌프 on/off 스위치
 - 온도조절기(TIC) 및 지시계(TI)
 - 압력지시계 및 유량계 

5  Offgas 배관  - 재료 : SUS 304

6  Controller  - YOKOGAWA "UP-500"

7  Spare Part

 - O-Ring 1 set
 - Hearth 
 - Graphite Crucible(OD Ø130 mm
                    × 100 m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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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품   명 규격 및 사양

8  자동 전극 조절장치  - 형태 : Step 모터, 재료 : SUS 304 

9  Caster
 - 형태 : TP-7160 PCI TGWB 6" 
 - 재료 : 주철

10  도가니 교체 장치  - 형태 : 유압형

11  밸 브

Safety Valve  - Inlet size:8", Open pressure:0.5kg/cm
2
 

Relief Valve  - Size : 1/2", Ball type

유량조절 Valve  - Size : 1/2" 0.5-50 ℓ/min

  

  마. 주요 구성부의 제작 사양 및 특성

    1) Chamber 

       - 챔버 외부와 하부전극은 냉각수를 순환시켜 고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하며 챔버 구성 재료는 SUS를 사용하고 하부전극은 구리를 사용

하도록 한다.

      - 챔버 하단부에 설치되는 냉각수 순환시스템의 배관 및 밸브는 순환펌프

의 입구에 연결되도록 한다.

      - 챔버 상부는 플랜지로 가공하여 뚜껑의 개폐가 유압식으로 하부가 개방

되는 형태를 취하고 플랜지 사이는 가스킷(Gasket)을 설치하여 완전한 봉이 

보장되어야 한다.

      - 챔버의 뚜껑에는 View 포트, 냉각수 주입 포트, 배기라인 포트, 전극봉 

구동 포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 챔버 내부를 확인할 수 있고 용융물을 자유로이 관찰할 수 있도록 측면

에 Site Glass를 설치되어야 한다.

      - 용융실험시 발생되는 배기가스는 온도 차이에 의해 Glass View 포트 

표면에 부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View 포트 전단에 Gate 밸브를 

설치한다.

    2) Hot Zone Assembly

      - 체적이 다른 2가지 형태의 Copper Crucible로 제작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자유로이 장/탈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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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per Crucible은 Graphite Crucible을 안착할 수 있는 형태의 규격으

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설비 Deck & Frame 

      - 오염확산 및 화재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바닥 Deck 재질은 SUS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재질을 사용하며 설비의 사고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

격으로 한다.

      - 절곡부의 곡선을 미려하게 처리하고 돌출부위가 없도록 한다. 

     

    4) Graphite Electrode 

      - 전극봉은 탄소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극봉 지지대와 챔버는 완전 봉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극봉이 전극봉 

지지대와 자유로이 장/탈착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전극봉을 선형 평형이동 및 회전이동(좌우 30
o
)이 자유로이 될 수 있도

록 설계한다.

      -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극봉 주위에 절연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장착한다. 

   

    5) Control Cabinet

      - Control Cabinet는 본 장치의 제어반이다.

      - Control Cabinet의 기능은 주 전원의 on/off, 냉각수 순환펌프의 on /off, 

냉각수 알람시스템, 배기가스 온도 및 유량 지시 등이며, 장치의 운전시 작동상

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Control Cabinet는 외관이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 설치하되 전기적으

로 안전해야 하며, 장치의 오동작을 알리는 경보기(경보음 및 경보전광)가 장착

되어야 하며 비상사태시 주 전원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Control Cabinet의 계기 판넬 전면부분에는 제어기기의 표시에 필요한 

문자나 기호를 조각하거나 silk인쇄하여 부착한다.

      - Control Cabinet의 배선작업은 각종 제어계기류와 지시/측정기기 등이 

상호 만족스럽게 연동되어야 하며, 배선구조는 전기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해야 한다.

      - Control Cabinet의 전기배선은 PVC Duct 및 단자대를 Control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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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에 설치한 다음 주전원 배선에서 Output 단자대까지 배선하되 각 출력단자

에는 각 회로별로 번호를 붙여야 한다.

      - Control Cabinet의 모든 기기 및 배선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전장부품은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과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 Control Cabinet의 도장은 방청 및 페인트칠을 한다. 

    

    6) 배가스 배관

      - 배가스에 의한 부식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 재료는 SUS를 사용

한다.

      - 배가스의 흐름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배기라인에 볼 밸브를 설

치하고, 배기가스의 유속과 부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기를 설치한다.

      - 용융도중 자유로이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배기라인에 1/2", 3/8", 1", 형

태의 Hole을 Cap 형태로 만들어 필요시 원하는 형태의 샘플링 도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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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시설변경인허가 

1. 유리고화시험시설 인허가 사항 개요

   유리고화시험시설의 사용 허가를 위하여 이 시설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목적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조성을 모의한 비방사성폐기

물에 핵종 및 농도를 알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사용한 유리고화시

험을 통하여 유리고화 특성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고화시설 특성에 

대한 기술 자료의 확보"로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와 양을 Co-60 

60 mCi, Cs-137 30 mCi로 하 다.

  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원자력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거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접수하여 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의 안전성 심사를 받고 1998년 5월 6일자로 과학기술부의 조건부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때의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당초 허가 조건

1. 유리고화시험시설에서의 사용기간은 1998년 12월 31일까지임.

2. 사용핵종 및 수량은 Co-60 60mCi Cs-137 30mCi이며, 각각 2회 이상으로 

분할 사용할 것.

  유리고화시험시설의 당초 시험계획은 1998년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비방사성물질에 의한 

시험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이 나타나 이의 보완을 위하여 시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됨에 따라 상기 당초 허가조건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변경 허가 조건

1. 유리고화시험시설은 연구목적에 한하여 운 할 것.

2. 동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종 및 수량은 Co-60 60mCi, Cs-137 30mCi 

이며, 각각 2회 이상으로 분할 사용할 것.

3. 시설 운  기간은 연구과제의 종결 또는 상기 2항 사용량의 소진 시점까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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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유리고화시설에서 사용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핵종 허가량 사용량 잔량

Co-60 60mCi 26.17mCi 33.83mCi

Cs-137 30mCi 19.27mCi 10.73mCi

2. 시설 변경인허가 

   유리고화시험동의 2층에 위치한 RI 저장시설을 개조하여 금속용융실험실과 

RI 저장실로 변경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리고화연구시설 변경에 따른 방사선 

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변경 인․허가를 신청하 다. 

  가. 시설개요

 1) 사용 주체 및 대상

가) 사용 주체

 o 부서  : 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부

 o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구 분 내      용 계(인)

직급별
책임급 선임급 원급이하

52 1 2

학위/학력별
박사 석사 학사이하

53 2

전공별
원자력분야 기계,전기 기타

55

방사선작업경력
15년 이상 15∼5년 5년 이하

52 1 2

면허/자격소지
방사선취급감독자 RI취급일반

방사선관리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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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용 장소의 명칭 및 위치

  o 명 칭  :  유리고화연구시설 

  o 위 치  :  유리고화연구동내 금속용융실험실

 2) 시설개요

가) 시설 설치장소

   - 변동사항 없음

나) 시설의 배치

- 변동사항 없음

   다) 시설의 구조

(1) 사용시설

           - 변동사항 없음 

(2) 저장시설

   내화구조물인 Glass wool panel을 사이에 두고 금속용융실과 인접해 

있으며 기존 면적인 33m
2
에서 약 5m

2
으로 축소되었으며 금속용융실과 통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있다.

(3) 금속용융실험실

① 상 황

유리고화연구동의 2층에 위치한 내화구조의 금속용융실험실은 기존 

RI 저장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만들었으며 콘크리트 바닥은 에폭시로 코팅 처리

되어있고, 침수의 우려가 없다. 배기덕트가 설치되어 배기설비와 연결되어있다. 1

층의 드럼준비실과 계단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고 인접하여 2층사무실이 위치

한다. 

② 건축재료

         

구분 벽 기둥 바닥 천정 계단 창문 출입문

금속용융
실험실
(2층)

내화재
판넬

없음
철골,시멘트
몰탈,에폭시
코팅

철골,시멘
트몰탈

있음 없음
개방형
1개   

③ 차폐물 : 

◦ 실내에서 항상 있는 차폐물 : 내화재 판넬(Glasswool) 철판 벽, 

납 담요

◦ 경계의 차폐물 : 내화재 판넬 철판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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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사선원 규모 및 내용 

        

핵종 허가량 사용량 잔량

Co-60 60mCi 26.17mCi 33.83mCi

Cs-137 30mCi 19.27mCi 10.73mCi

  나. 시설주변의 환경

  - 변동사항 없음

  다. 운 계획 개요

 1) 추진계획

가) 시설의 설치계획

 유리고화시험시설 중 변경될 부분인 RI 저장실과 금속용융 실험실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금속 용융 실험실은 처리대상 품목에 따른 금속용융 실

험 연구를 위해 2004년 8월부터 건물 구조 변경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10월중 

완공할 예정이다. 건물변경 및 실험실비 설치를 완료한 후, 설비에 대한 시운전

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설비의 안전도 향상 및 공정제어에 대한 설비개선 연구

를 2004년 1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2004년 말부터 오염되지 않은 금속시편에 

모의방사성(Co, Cs)물질을 Spiking 하여 시험을 수행할 것이며 시험 후 설비 유

지보수를 수행한 후 방사성 물질인 Co-60, Cs-137을 Spiking 하여 2005년 3월 

말까지 Hot test을 수행할 예정이다.

  (1) 건물의 구조

RI 저장실 내부를 별도로 RI 저장실과 금속 용융 연구시설로 구분하

으며  건물의 내부 구조는 그림 별첨 1에 나타나있다. 건물의 내부 구조물은 

내화재(Glasswool)로 구성된 샌드위치 판넬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험설비의 설

치에 따라 금속용융실과 유리고화 용융실간의 내부 구조물에 배기라인이 연결되

어 있다. 실험실로 출입하는 계단 옆에 방사선 관리구역(RI저장실, 금속용융실험

실)과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오염확산을 방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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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구조부의 재료

구분 RI 저장실 금속용융실험실

바닥재

변동사항 없음

 액체방수 +

 시멘트몰탈

벽 재
 T-75 Glasswool 

 Panel

천정재
 Deck-Plate + 

시멘트 몰탈

도장재 에폭시

면 적 5 m
2

28 m
2

나) 방사선의 구매계획

소내 방사선관리실로 위탁하여 실험수행에 용이한 앰플 형태로 구매할 

예정이며 소내 방사선동위원소 구매절차에 따라 실행한다. 방사선원은 액체상으

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앰플에 담겨져 봉입한 형태로 구매하여 사용하며 선원 

사용을 위한 별도의 분배절차는 불필요하다.

 2) 사용계획

가) 사용 및 저장 수량

        

핵종 허가량 사용량 잔량

Co-60 60mCi 26.17mCi 33.83mCi

Cs-137 30mCi 19.27mCi 10.73mCi

   나) 저장함의 구조 및 저장능력

   - 변동사항 없음

  라.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종류․수량 등 제원

 1) 선원의 제원 및 특성

핵종 물리적상태 화학적상태

Co-60 액체 CoCl2

Cs-137 액체 Cs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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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원의 안전장치

- 변동사항 없음

 3) 선원의 위치

- 변동사항 없음

  마. 안전시설 및 계통개요

 1) 안전시설 및 계통의 종류․제원․성능

가) 차폐

        - 변동사항 없음

나) 시설 안전장치

- 변동사항 없음

다) 배기설비 및 배수설비

       - 변동사항 없음

 2) 경보 및 표지

가) 방사선 경고표지

- 변동사항 없음

  바. 방사선 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1) 방사선 사용방법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 및 처리절차

①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량이 앰플에 담긴 형태로 사용한다

        ② 금속용융 연구실험실(이하 “실험실”)에 처리대상 비방사성 모의폐기

물을 준비한다.

        ③ 적절한 차폐함에 담겨 실험실로 운반한 일정량의 방사성 동위원소 

앰플을 길이 1m의 집게형 방사성 동위원소 핸들링 장치를 이용하여 실린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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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방사성 금속성 모의폐기물(이하 “시편”) 안에 삽입 한 후 시편을 용융로 도

가니에 올려놓는다.(작업 시 작업자는 시편으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작업한다) 

        ④ 유압식 용융로 체결 장치를 작동시켜 도가니를 상부 뚜껑과 체결한

다. (완전 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⑤ 투입된 시편은 아크 방전에 의해 용융된다.

        ⑥ 용융로 도가니에서 용융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 용융물은 적절

한 핸들링 집게를 사용하여 샘플 몰드에 채워진다.

        ⑦ 샘플 몰드와 샘플 후 남은 용융물은 각각 별도의 드럼에 장입된다.

        ⑧ 충분히 냉각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 드럼을 제염한다. 

        ⑨ 제염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 드럼은 드럼표면 및 1m 지점에서 

선량측정 및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후 필요시 드럼 표면 제염을 실시한다. 

        ⑩ 드럼을 임시저장위치로 이송, 저장한다.

        ⑪ 용융된 금속성 폐기물(이하 “인고트”(Ingot)) 드럼표면의 선량율 측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한 후 소내 방폐시설관리실로 폐기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인고트 드럼을 소내 저장고로의 운반 절차

       ① 인고트 드럼을 소내저장고로 운반하기 위한 준비(방사성 폐기물 표지

부착, 선량기록 등)를 마치고 임시저장고의 문을 개방한다. 

       ② 임시저장고에서 완충구역의 스테핑지역 안쪽까지 인고트 드럼을 이송

한다.

       ③ 임시저장고의 문을 폐쇄 후 완충구역의 셔터문을 개방한다.

       ④ 스테핑지역 안쪽에서 밖으로 운반함에 드럼을 담고 운반함을 지게차

(또는 운반차)를 이용해 소내 저장고로 이송 저장한다.

       ⑤ 방폐시설관리실로 폐기하기 위한 관리규정 및 절차서에 따라 수행한

다.

2) 방사선안전관리계획

- 변동사항 없음

  사. 예상 피폭선량의 평가절차․방법 및 결과

    -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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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 향

    - 변동사항 없음

  자. 사고의 위험 및 대책

 1) 사고예측

가) 사고의 종류와 확률

  (1) 공정누출

액체상물질의 누출은 금속용융로 하부 전극과 용융로 벽에 공급되는 

냉각수 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누출 시는 실험실의 바닥으로부터 10cm정도 

턱이 있는 설비 지지대(Skid)상부의 오염이 예상된다. 냉각수 배관등은 대략 

60psig의 수압을 유지하고 있고, 사용재질은 스테인리스 및 CPVC배관이므로 파

단사고의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누설 시에는 실험설비 스키드상부

에 물이 고인다. 지진 등에 의한 배관 파단 사고 시에는 일부 냉각수가 누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누출된 액체의 전량이 실험설비 스키드 역에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나 냉각수 흐름의 이상 발생 시 사전에 이를 통보해 주는 알람시

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화재

금속용융실험설비는 고온용융처리기술을 적용한 실험시설로서 화재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 고온 발원장치로는 전기아크열에 의한 용융이 

이루어지는 용융로를 들 수 있다. 용융로는 완전 봉 조립되어 있으므로 파괴되

지 않는 한 융융물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고, 정상운전으로 용융로에 용융물이 

완전히 만들어졌을 때 외부표면에서의 온도가 대략 100℃이하이고, 작업자가 접

근할 수 있는 측면표면에서 10cm 떨어진 공간 지점의 온도는 약 30℃정도이다. 

챔버에 설치된 온도측정기 등의 고장발생시 과열로 인한 주변 설비 등에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변설비의 대부분이 스테인리스, 탄소강 및 

주철 재질과 내화재 벽재로 이루어져 있고, 설비는 수 냉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의 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폭발

처리설비 자체적으로는 폭발의 위험성은 없으나 용융처리 폐기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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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폭발물에 의해 용융 시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설로 반입되는 처리대상폐기물은 사전에 폭발성 물질의 혼입 등을 차단해야한

다. 연구목적의 실험설비이고 처리대상 모의폐기물을 자체 제작하므로 폭발물이 

함유될 수 없으며 전기로의 전처리 시스템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을 

사전에 미리 제거하므로 폭발에 대한 위험성은 극히 희박하다.

  (4) 방사선원에 의한 피폭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작업자가 방사선원에 의해 피폭되는 사고는 크

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한 가지는 방사선 방호가 되지 않은 작업자가 있는 

지역으로 방사선원이 반입되는 사고이고, 또 한 가지는 방사선 방호가 되지 않은 

작업자가 있는 지역의 설비로부터의 사고이다. 방사선 방호가 되지 않은 작업자

가 방사선 구역으로 들어가는 사고는 두 번째 형태에 포함된다.

  보건물리요원이 방사선 구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작업자에게 반드시 방호용구

(방호복, 방호장갑 등)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방사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은 단시간에 수행되며, 작업후 작업자들은 오염감시기로 오염여부를 측정한 다음 

방사선 구역을 나가도록 하여 작업자들이 방사선원에 의해 부주의하게 피폭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나) 사고의 향

  (1) 공정누출

액체상 누출의 경우는 설비지지 스키드에 냉각수가 고이므로 작업자

가 이 지역에 적절한 방호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누출 냉각수를 제거 시까지 출

입이 통제되어야 한다. 액체상 누출로 인해 설비가 부분적으로 오염이 될 수 있

으며, 냉각수 라인은 실험설비와 별도의 독립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염에 되

어 완전 격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오염도는 아주 미미하여 작업자에 대한 향

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완전제염을 위해서는 전원 계통의 차단 및 운전

정지가 불가피하다. 

  (2) 화재

사고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주변설비들이 용융될 것으로 예상되나 

화재발생 이전에 온도제어 센서 등에 의한 사전인지 및 적절한 방호절차가 수행

되므로 용용단계까지는 이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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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폭발

사전 전처리 시스템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을 미리 제거

하므로 처리설비 자체적으로는 폭발의 위험성은 없다. 또한 실험실내에는 항상 

환/배기 설비가 가동되고 있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역에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4) 방사선원에 의한 피폭

작업자가 방사선원에 의해 피폭되는 사고는 거의 발생할 수 없으나 

최대 피폭량으로서 일일최대사용량 만큼 피폭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사고대책

가) 비상계획

  (1) 사고시 대응절차

 (가) 공정누출, 화재, 폭발, 과피폭등의 사고가 확인되거나 발생되었다

고 예상되면 즉시 작업지역을 이탈하여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고 운전원 및 방사

선안전관리요원에게 통보한다.

 (나) 사고에 따른 긴급조치 및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사고에 대응하며 

시간 가용 시 방사선원항의 이전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폭발 사고 시

 (가) 긴급조치

용융로의 폭발 시에는 용융로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용융물 및 용

융로를 구성하는 물질파편 등과 함께 화염이 외부로 배출되어 화재발생이 수반

되므로 화재진압을 1차적인 조치사항으로 정하고 작업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분말소화기를 지참하고 시설내부에 투입되어 소화 작업을 한다. (용융로 등

의 폭발 시 단 시간 내 실험실 내부로 작업자를 투입하는 것이 가능함 - 외부피

폭은 문제시 되지 않음)

  동시에 폭발 시 파손부위로 배출된 공정 배기체 또는 미연소 가스가 역으로 

파손부로 흡인되어 가동 가능한 배기체 집진장치들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환기설비에 공기흡입구 댐퍼를 최대한 열고 보조 환기팬도 함께 계

속 가동함으로써 시설내부로 유입된 공정 배기체를 최대한 빨리 고성능 공기여

과기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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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후속조치 

긴급시의 보고체계를 통하여 보고하며 보고 후 조치사항에 대한 지

시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 용융운전당시 운전책임자에서 시설책임자 및 소장 

순으로 보고되며 별도로 안전관리실(일반안전관리 담당) 및 방사선 안전관리실에 

보고되도록 하여 각각에 대해 별도의 보고체계 및 지시계통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

  (3) 화재사고 시

 (가) 긴급조치

금속용융실험실의 내부의 화재는 고온 융융물의 외부유출로 인한 

화재가 주된 화재경로이며 이 경우에도 역시 작업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다

음 분말소화기를 지참하고 시설내부에 투입되어 소화 작업을 긴급 조치사항으로 

우선 실시한다(화재 시에 단 시간 내 실험실 내부로 작업자를 투입 하는 것은 

문제시 되지 않음).

  기동 가능한 환배기 설비를 가동하여 여과장치를 통해 유독가스가 배기되도록 

하며 폭발시와 동일한 긴급조치를 취한다.

 (나) 후속조치 

긴급시의 보고체계를 통하여 보고하며 보고 후 조치사항에 대한 지

시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 운전당시 운전책임자에서 시설관리책임자, 소장 

순으로 보고되며 별도로 안전관리실(일반안전관리 담당) 및 방사선 안전관리실에 

보고 되도록 하여 각각에 대해 별도의 보고체계 및 지시계통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

  (4) 과 피폭사고 시

작업자가 오염되었을 경우 외부오염의 경우 즉시 오염검사실의 샤워

설비를 이용하여 제염을 실시하고, 과 피폭되었을 경우 소내 방사선안전관리절차

에 따라 적절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

가) 비상대응태세의 유지

  (1) 행정절차

안전한 운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확립된 행정절차에 따라 실험실시 및 

운전을 수행한다. 시설내부의 운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 및 조직과의 간섭사

항도 포함하여 모의폐기물제작, 반입 및 저장, 투입준비, 용융, 배기가스 처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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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트 및 슬랙 처리 등을 위한 모든 절차를 확립하여 실행한다. 

  (2) 감시 

공정의 원활한 운전을 보증하고 비정상 상태 또는 유해물질이 환경으

로 과도하게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감시를 위한 계측 및 제어체계를 유지

한다. 이러한 설비로는 용융 전 공정에 걸친 온도, 압력, 유량 및 차압측정, 각  

공정부에서의 분진농도, 각종 기체농도 및 β,γ선량 측정 등을 포함하며 이상 운

전상태의 발생 시 조기에 이를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상대응조치 훈련

년2회 이상의 주기적인 비상대응조치훈련을 실시하여 사고 상황 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응조치능력을 체득한다. 

  차.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1) 발생원 및 발생량

  유리고화연구시설의 금속용융설비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발생형태

에 따라 크게 폐 필터, 잡고체(건조폐기물), 인고트 및 슬랙 드럼으로 구분된다. 

인고트는 금속용융 실험을 통해 최종 발생된 폐기물의 형상으로서 모의 비 방사

성폐기물 내에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입하여 금속용융실험 처리한 결과 나타난 폐

기물이다. 금속용융설비의 공정 특성상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금속성 폐기물의 

제염효과 및 제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슬랙을 첨가하

나 첨가된 슬랙량은 미미하며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발생되는 양을 극히 적을 것

으로 판단된다. 금속용융설비의 운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작업 및 운 방법과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예상발

생량은 아래와 같다.

발생원
년간예상발생량(단위:드럼)

(기준: 비압축 200리터드럼)
점유율

  폐  필  터 1 25 %

  잡  고  체 2 50 %

  Ingot 0.5 12.5 %

  슬랙 0.5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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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거 및 처리

가)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발생원별 폐기물을 분리수거함을 기본으로 하나, 잡고체의 경우는 가연

성과 비가연성으로 분류하여 수거한다. 폐기물 수거 시에는 비 오염폐기물과 혼

합되지 않도록 수거통을 구분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된 오염물이 

인체 및 수거통 주변 시설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수거한 폐기물은 

기 을 유지하여 보관 폐기한다.

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금속용융실험설비로부터 발생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은 전량 소내 방

사성폐기물 관리실로 위탁 처리할 것이므로 보관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기체

폐기물은 적절한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여과 후 희석방출의 형태로 허용농도 이

하로 하여 처리한다. 

다) 방사성폐기물 위탁폐기를 위한 보관폐기절차

  (1) 고체폐기물

 (가) 작업실에 비닐봉지를 내부에 깐 임시 수거통을 비치하고 고체폐기

물을 수거한다. 수거통이 차면 비닐봉지를 봉한 다음 표면 선량율을 측정하고 

꼬리표를 단 후 드럼에 담는다.

 (나) 수집 시에는 가연성, 비가연성 고체폐기물을 따로 구분하여 수집

한다.  

 (다) 채워진 드럼을 봉한 다음 드럼표면에 방사성폐기물 표지를 붙이

고 소정의 양식과 함께 방폐시설관리실로 위탁 폐기한다.

  (2) 액체폐기물

   -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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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문

1. 유리고화시험시설 사후관리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인수받은 본 유리고화시험시설을 활용한 중저준위 폐기물

의 고온 처리 및 용융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시설보완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허

가 등 시설 사후처리 사업을 수행하 다. 또한 본 시설을 원자력 중장기연구와 당

면한 연구로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시 발생하는 금속성폐기물의 감용 재활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연) 내 가연성폐기물 및 잡고체 폐기물 처리에 연계 활

용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한 후 시설의 일부 기능불량 장비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유지보수를 수행하 다.  Cold test를 수행하여 설비와 시설의 성능과 안정성을 검

증하 고, 일부 설비를 개보수 하여 성능을 최적화하 다. 각각의 운전조건에서 각 

항목들에 대한 성능 시험을 통해 기본적인 설비의 성능과 정상 운전시 안전성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시설을 국내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및 비가연성폐기물의 처리뿐만 아니라 고온용융

처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장치의 성능 검증이 면 히 수

행되어야 함은 물론 일부 주요 시스템의 변경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원자력 중장

기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해체 금속 폐기물의 감용 및 재활용

을 기술개발을 위하여 본 시설을 활용하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유리고화시험시설 내 각종 시스템은 1998년 시설 설치 이후 주기적인 

시설 운전을 통해 필요 소모품만을 주기적으로 교체하 을 뿐이며, 몇 가지 시스

템에서 비교적 고가인 기능불량의 설비를 교체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소모품의 

교체 작업이 한시적으로 일부분에 한해서만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보조시스템을 

비롯하여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은 시스템의 일부 부품 교체가 계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 유지․보수 시 국내에서는 몇몇 부품의 

구입이 어려워 국내 제품으로 다소 많은 부분을 국산화시켰으나, 시스템의 중요한 

부위는 국외에서 수입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2. 유리고화시험시설 활용방안

  유리고화시험시설의 사후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본 시설의 중저준위 방

사성 고체폐기물 처리시설로서의 활용 타당성을 고찰하 다. 이를 위해 원자력연

구소 내 방사성 폐기물처리의 기술적 타당성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연구로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시 발생하는 금속성 해체폐기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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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금속성 폐기물 처리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과 본 유리고화시험시설을 

활용한 고체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고찰하 다. 본 고온용융 유리고화시험설비는 

가연성폐기물은 물론 토양, 콘크리트 등의 비금속 비가연성 폐기물 등 다양한 형

태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원자력연구소 내 가연성 및 잡

고체 폐기물의 처리가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의 시스

템으로 일정 규격의 금속성폐기물의 감용 및 재활용을 위한 금속폐기물 용융제

염 기술개발 연구 및 실증시설로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처분단가 및 안전 규제 정도에 의존하는 금속성 폐기물의 재활용 경제성은 처분

단가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더욱 높아질 것으

로 전망된다. 유리고화시험시설의 방사성고체폐기물 처리시설로의 활용 시 연간 

2,500 드럼의 방사성 고체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운전비는 순수 시설운전

비와 추가비용 고화용 드럼 구매비 및 기타 소모성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879,100 천원, 추가 시설 투자비는 270,000 천원으로 총 1,149,100 천원이 소요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고체폐기물 처리 시 운전비를 근거로 계산한 드럼 

당 처리비용은 352,000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처분하는 경우보다 훨씬 저렴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유리고화시험시설 활용방안 설정에 따른 시설 및 인허가 변경 

   원자력 시설의 가동 및 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다양한 방사성 폐기물과 당

면한 원자력 연구시설의 해체(TRIGA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및 핵연료주

기 이용과 관련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금속성 폐기물의 감용 및 

재활용 기술로 용융제염기술이 가장 효과적인 기술로 분석되었으며, 본 

PAM-200 설비의 활용을 통해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의 절약은 물론 본 설비의 

활용성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본 PAM-200 설비는 용융제염 기술개

발의 최종 단계에서 파일럿 규모 실증시험에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PAM-200 설비를 활용한 금속성폐기물의 용융제염 실증을 수행하기 이전에 금

속성폐기물에 대한 플라즈마 아크 용융특성 및 용융제염 특성과 관련된 기술개

발을 위해 소규모 용융 시험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RI 저장실 내부를 RI 저장

실과 금속 용융 연구시설로 구분하는 시설 및 인허가 변경을 수행하 다.

4. 금속성 폐기물 용융제염 실증실험 계획 

  금속성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유리고화시험동 내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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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 규모로 금속용융설비를 설치하여, 다양한 형태의 금속성 폐기물 및 우라늄 

변환시설 계통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테인리스강, 탄소강, 함석 등의 금속성 방사

성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조성을 모의한 비방사성폐기물에 핵종 및 농도를 알

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사용한 금속 용융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험을 통해 금속폐기물 및 방사성 핵종들의 특성 및 거동에 대한 기술 자료를 

확보한 후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에서 인출한 오염 시편을 이용한 금속용융 

실증실험을 통하여 동 시설들의 해체 시 발생하는 다량의 금속성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본 PAM-200 

설비를 활용하여 해체 금속성 폐기물의 파일럿 규모 (100 kg/batch) 용융제염 실

증시험 및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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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유리고화시설 시운전절차서

Shakedown  Test  P lan

1. 개  요

   본 시험계획은 유리고화시설의 시운전 테스트를 포함하며, 용융로, Burner 

subsystem의 가동과 열적산화기, Quench, Offgas, offgas fan, Combustion air, 

Data acquisition subsystems등 기능 시험을 위해 모든 시스템이 테스트에 포함

되나 실제 폐기물은 투입되지 않는다.

2. 목  적

   본 시험의 일차 목적은 내화재의 추가적인 경화를 위해 열적산화기 내화재를 

운전온도까지 가열하는 것이다. 이차 목적은 burner subsystem, quench 

subsysem, offgas liquid subsystem, offgas fan subsystem, data acquisition 

subsystem의 운전을 통합하는 것이다.

3. Justification

   본 시험은 각 시스템간의 연동성과 기기의 운전 상태를 파악하여 설비의 이

상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4. Constraints

  ∙8 시간을 요하는 테스트,

  ∙PLC와 CDAS system 가동,

  ∙용융로 냉각수 및 설비 이차냉각수 시스템 가동,

  ∙Water quench 가동,

  ∙Atomizer 가동,

  ∙Scrubber 가동

  ∙Reheater 가동,

  ∙Offgas fans 가동,

  ∙Combustion air sysem 가동,

  ∙열적산화기 버너 가동,

  ∙Continuous Emission Monitor. RMS 가동,

  ∙Feeding subsystem 가동(물질 주입 없음)

  ∙Melter Electrical subsystems 가동.

  

  본 시험은 integration testing을 고려할 system assembly의 최초단계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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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야 하며 melter arc initiation, pool melting, tapping tests와는 별도로 수

행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pool melting tests 이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5.  범  위

  본 시험은 thermal oxidizer burner subsystem, combustion air subsystem,   

quench subsystem computer control, Offgas subsystem, Chiller system, 

Cooling system, scrubber system, Feeding subsystem, Melter Electrical 

subsystems, PLC, CDAS subsystem을 테스트 할 것이다. Burner subsystem을 

보조하는 다른 auxiliary subsystems도 통합운전여부를 점검받게 될 것이다.

6. 선 결 조 건

 1) 운전에 의해 점검받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각 시스템 운전절차를 알고 있

어야 한다.(운전 절차서 참조)

 2) 최소 2명의 운전원이 근무해야 한다.

 3) 가스공급 및 배관 시스템은 독립기관에 의해 검사되어 사용가능하다는 인

    증을 받아야 한다.

 4) combustion air system은 시험시작 전에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

 5) 버너와 logic은 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pilot flame과 set point limits에 대해 

교정되어야 한다.

 6) PLC와 CDAS는 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

 7) 배기체 quench subsystem은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 Quench damper valve는  

최소유량이 통과하도록 최소로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어야 한다(20% 최

소개방).

 8) 배기체 atomizer와 scrubber가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

 9) 용융로 냉각 subsystem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

 10) CEM 공기유동 모니터가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

 11) HJ200 기술절차서 최신개정판을 이용하여 subsystem 가동 및 정지 조치를

    시작한다. 표 1은 이 테스트를 위한 적절한 절차서 번호와 제목을 열거한다.

7. 시 험 방 법

 1) 표 1에 열거된 개개의 subsystem들의 가동 및 정지 절차서를 참조한다.

 2) 모든 subsystem들이 꺼진 상태에서 초기 Shakedown을 진행한다.

 3) 시험수행원은 시험운전 수행일지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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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컴퓨터, PLC 그리고 Data Acquisition System을 켜고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다. 열적산화기 출구노즐, 내화재와 외부 그리고 PSI section 외부의 

Thermocouple(열전대)들이 컴퓨터 스크린과 DAS로 온도지시치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quench gas 출구의 열전대(TI-550)가 작동하여 온도를 

지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용융로상의 열전대중 적어도 하나는 용융로 가

열을 지시하도록 작동되어야 한다.

표 1. Prerequisite Procedure

Procedure 

No.
Title

HJ200-400
Procedure for the Startup and Shutdown of the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Subsystem

HJ200-401
Procedure for the Startup and Shutdown of the Computer Data Acquisition 

Subsystem

HJ200-403
Procedure for the Startup and Shutdown of the Scrub Solution Circulation 

Subsystem

HJ200-404 Procedure for the Startup and Shutdown of the Water Cooling Subsystem

HJ200-408 Procedure for the Startup and Shutdown of the Offgas fans Subsystem

HJ200-409 Procedure for the Startup and Shutdown of the Video Subsystem

HJ200-410 Procedure for the Startup and Shutdown of the Scrubber Air Subsystem

HJ200-412 Procedure for the Startup and Shutdown of the Reheater Subsystem

HJ200-415 Procedure for the Startup and Shutdown of the Compressed Air Subsystem

HJ200-416 Procedure for the Startup and Shutdown of the Combustion Air Subsystem

HJ200-423 Procedure for the Startup and Shutdown of the Combustion burner Subsystem

HJ200-425 Procedure for the Startup and Shutdown of the Continuous Emission Monitor

 5) 비디오 시스템을 가동하고 테스트 기간을 기록한다.

 6) damper valve PCV-530을 완전히 개방한다.

 7) 배기 팬 하나를 가동한다. 속도를 증가시켜 열적산화기내에 약간의 부압이 

형성되도록 한다.

 8) 다른 한 개의 배기 팬을 가동한다. 속도를 증가시켜 이전에 가동된 팬과 등

속도로 유지시킨다.

 9) 두 팬을 조절하여 열적산화기내의 압력을 약 -25 cmH2O(-10")가 되도록 한

다.

 10) PIC-530 설정치를 -25 cmH2O(-10")로 조절한다.

 11) 배기 팬 속도를 증가시켜 PCV-530이 압력을 제어하는지를 확인한다.

 12) 배기 팬 속도를 조절하여 사이클론 출구에서의 압력이 약 -38cmH2O(-15")

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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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Reheater subsystem을 켠다.

    •FIC-812 설정치를 21.2 SCMM(750 SCFM)으로 조절하고 조절기를 

AUTO 위치에 놓아서 reheater를 통한 공기유동을 시작한다.

    •TIC-815 설정치를 TI-809의 온도보다 약 9℃(15℉)정도 더 높게 조정한

다.(이 방법은 이슬점 온도를 계산해서 17℃(30℉)를 더하는 방법보다 이

해하기가 더 쉽다)

    •heater 조절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차단기를 닫는다.

    •TIC-815를 AUTO 위치에 놓는다.

    •온도가 설정치로 조절되는지를 확인한다.

    •열적산화기를 가열하는 동안, ME에서의 온도는 증가할 것이다.

    •주기적으로 TIC-815 설정치를 TI-809의 온도보다 약 9℃(15℉)정도 더 높

게 재조정한다.

    ※재가열 운전에 대한 논의

    •재가열기는 가스유동을 HEPA 입구 이슬점 온도보다 17℃(30℉) 더 높게 

가열하도록 설계되었다. 공식적인 설계조건하에서, HEPA 입구 이슬점 온

도는 68℃(154℉)이고 배기가스 유동은 84℃(184℉)로 가열된다.

    •재가열 공기유동은 750 SCFM으로 설계되어있다. Logic은 재가열 공기유

동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기가스를 HEPA 입구 이슬점보다 17℃(3

0℉) 더 높게 가열하기위해 필요한 만큼 재가열기 전력을 변화시킨다. 재

가열기 전력은 TIC-815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된다. 재가열 공기 유동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ㅈ가열 전력을 변화시키는 것은 배기가스 시스템 운전

에 혼란을 덜 일으키며 성취하기가 더 쉽다고 고려된다. 

    •재가열 시스템 주 관심대상은 HEPA filter plenum에서 응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응결이 발생한다면, 재가열은 HEPA 입구 이슬

점보다 17℃(30℉) 더 높은 온도보다 더 큰 값으로 가열되어야 한다.

    •재가열 공기 유동속도는 원한다면 변화될 수 있지만, 온도제어에 상응하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가열 공기 유동이 낮아지면 재가열 출

구온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 

  14) Cyclone separator 출구의 압력(PI-567)을 다시 배기 팬의 속도를 조절하

여 주시한다. Cyclone separator 출구의 압력이 -25cm H2O(-10in H2O) 내

지는 그보다 더 음압이 걸리도록 한다. PIC-530이 용융로 압력을 -25cm 

H2O(-10in H2O)로 제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5) 절차서 HJ-200-403에 따라 세정용액 시스템을 가동한다. 유동을 조절한다:

      First quench: 6 gpm, Second quench: 6 gpm, 

      Atomizer: 12.3 gpm, Scruber: 6.6 g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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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HV-666을 개방한다(Emergency water를 First quench 노즐로 공급). 

PAL-667의 방해를 제거하고 FAH-697의 방해를 제거한다. 

  17) Scrubber에 drive air를 공급한다. 배기 팬의 속도에 필요한 조절을 하는 

동안 공기압력(PI-562)을 서서히 증가시켜 사이클론 출구압력(PI-567)이 

-25cm에서 -38cm(-10in에서 -15in) 범위에 있도록 한다. drive air의 정상 

압력은 100 psig이다.

  18) 용융로 냉각수 시스템과 설비 이차 냉각수 시스템을 가동한다. Electrode 

drives, cameras, tappers, quench cooling water jacket와 diagnostics에 냉

각수가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누설점검을 수행한다.

  19) Continuous Emissions Monitor flow meter를 가동하고, PLC/컴퓨터 스크

린으로의 SCFM 유동지시를 확인한다.

  20) 기록될 모든 시험 데이터들을 시험수행원과 함께 검토한다. DAS 시스템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데이터 획득에 대한 추가 및 삭제

를 수행한다.

     •기록될 중요 데이터:

     •열적산화기 출구 가스 온도(TI-532, TI-533A, TI-533B)

     •열적산화기 내화재와 외부 온도(TI-522, TI-524, TI-526, TI-528)

     •Quench 출구 가스 온도(TI-550)

     •PSI section 외부 열전대(TI-501, TI-508)

     •1-2 Pot 외부 열전대(TI-401, TI-407), 2-3 Pot array 열전대

     •용융로 압력(PI-530)

     •Cyclone separator 출구 압력(PI-567)

     •열적산화기 버너로의 프로판가스 유동(DPI-566) magnahelic(수동기록)

  21) 용융로 deck area와 용융로 하부지역이 안전하고 허가되지 않은 수행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2) 두 개의 이차공기 수동밸브 HV-500, HV-501을 완전히 개방한다.

  23) 연소공기 송풍기를 가동한다.

  24) 수동모드에서 FIC-524를 이용하여 이차공기 유동을 약 50 SCFM으로 설

정한다.

  25) 열적산화기 버너 subsystem을 가동하고 저 점화 속도로 설정한다.

  26) TIC-533의 설정치를 약 66℃(150℉)로 조절한다. 자동조절기 FIC-524와 

TIC-533을 AUTO 모드에 배치한다. 열적산화기 출구온도는 66℃(150℉)

까지 증가시켜 유지한다.

  27) 주기적으로 TIC-533의 설정치를 올려서 승온율 일정이 지켜지도록 한다.  

    HEAT-UP Schedule

    ① 열적산화기 온도를 427℃(800℉)까지 시간당 56℃(100℉)로 가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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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427℃(800℉)에서 1시간동안 유지한다.

    ③ 운전온도 또는 1149℃(2100℉)나 1204℃(2200℉)까지 시간당 28℃(50℉)로 

올리고, 24시간동안 유지한다.

  28) 주기적으로 TIC-533의 설정치를 내려서 Cool down 한다. Cool down rate

를 66℃(150℉)나 95℃(200℉)의 범위 내에 있도록 제어한다.

  29) Cool down rate를 시간당 66℃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열적산화기 

버너를 정지시켜 안전하게 한다.

     •기록될 중요 데이터:

     •열적산화기 출구 가스 온도(TI-532, TI-533A, TI-533B)

     •열적산화기 내화재와 외부 온도(TI-522, TI-524, TI-526, TI-528)

     •Quench 출구 가스 온도(TI-550)

     •PSI section 외부 열전대(TI-501, TI-508)

     •1-2 Pot 외부 열전대(TI-401, TI-407), 2-3 Pot array 열전대

     •용융로 압력(PI-530)

     •Cyclone separator 출구압력(PI-567)

     •열적산화기 버너로의 프로판 가스 유동(DPI-566) magnahelic(수동기록)

  30) TIC-533을 AUTO에 두어 이차공기 유동율을 제어하고 cool down rate를 

지속한다.

  31) 95℃(200℉)나 그보다 더 낮은 온도까지 냉각을 지속한다. 온도가 95℃(20

0℉)나 그보다 더 낮은 온도에 도달하면, scrub 시스템, 배기 팬, 냉각수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연소공기 송풍기를 정지시킨다.

     •Scrubber로의 drive air를 정지시킨다. 배기 팬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지를 

평가한다.

     •비상수를 First Quench nozzle로 공급하는 밸브(HV-666)를 잠근다.

     •Scrub 시스템 펌프를 정지시킨다.

     •재가열기로의 전력공급을 중단한다.

     •배기 팬을 정지시킨다.

  32) 시험수행원에게 시험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물어본다. 협의한 후 시험정

지를 시작한다.

  33) 필요하다면, 보조시스템을 정지시킨다. 가온에 의한 기기손상을 배제시키기 

위해 지시된 온도가 66℃(150℉) 이하가 될 때까지 기기냉각 유동을 유지

한다. 

  34) 시험을 정지한다. 용융로 지역의 손상여부를 점검한다.

  35) DAS 데이터 파일을 꺼내고 데이터 평가를 위해 데이터 도표를 작성한다. 

중요 데이터 결과도표를 작성한다. Manual data sheet를 편집하고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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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기입을 완료한다. 

      - 기록할 중요 데이터:

      - 열적산화기 출구 가스 온도(TI-532, TI-533A, TI-533B)

      - 열적산화기 내화재와 외부 온도(TI-522, TI-524, TI-526, TI-528)

      - Quench 출구 가스 온도(TI-550)

      - PSI section 외부 열전대(TI-501, TI-508)

      - 1-2 Pot 외부 열전대(TI-401, TI-407), 2-3 Pot array 열전대

      - 용융로 압력(PI-530)

      - Cyclone separator 출구압력(PI-567)

      - 열적산화기 버너로의 프로판 가스 유동(DPI-566) magnahelic(수동기록)

  36) 이론교육의 검토와 함께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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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비상 운전 조치 사항 및 절차

 비상정지 경보 및 조치방법에는 비상 정지모드 구분에 해당하는 경보와 관련 

운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모드

구분
경보 내용 발생 가능 위험 조치방법

1

배기체 유량 Low 

열적산화기 압력 Low

계통 부압 유지 불가로 계통내 유해 

성분이 계통외부로 누출 가능 ∙폐기물 투입정지

∙전극봉 전원 차단

∙전극봉 복귀

∙버너 소화

∙Combustion팬 정지

∙Scrubber Air 차단

∙재가열기 정지

∙Tap pin 투입

배기체 유량 Low

배기체팬 1 회전수 Low

배기체 2 회전수 Low

열적산화기 압력 Low

배기체 1 회전수 Low 

배기체 2 회전수 Low

배기체 Radiation 준위 

High High

Scrubber Air 유량/압력 

Low Low
Scrubber Air compressor  정지

Atomizer 유량 Low 

Low
Atomizer 유량 공급 계통 이상

Scrubber 유량 Low 

Low
Scrubber 유량 공급 계통 이상

HEPA Filter 차압 High 

High
Filter 기능 이상 발생

상기 조치내용 + 

대기중인 HEPA Filter 

배기가스 우회

2

1st Quench 유량 Low 

1st Quench 압력 Low 

1st Quench 

유량 상실

Quench 및 Scrubber 

공급 유량 상실사고 발

생으로 고온의 배기가

스가 HEPA Filt er로 

유입되어 화재 발생 위

험 및 계통 구성 기기

에 치명적 고장이 발생

할 수 있음

∙폐기물 투입정지

∙전극봉 전원 차단

∙전극봉 복귀

∙버너 소화

∙Combustion팬 정지

∙Scrubber Air 차단

∙재가열기 정지

∙Tap pin 투입

∙이차 공기 공급  

  밸브 완전개방

∙비상급수계통가동확인

2nd Quench 유량 Low 

2nd Quench 압력 Low 

2nd Quench 

유량 상실

2nd Quench Pump 압력 

Low

Atomizer 유량 Low

2nd Quench 

Pump 정지

1st Quench pump 압력 

Low

1st Quench 유량 Low 

1st Quench 

Pump 정지

Quench 출구온도 High 

High

Atomizer 출구온도 

High High

Quench 

계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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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구분
경 보 내 용 발생 가능 위험 조치방법

3

Condenser 냉각수 온도 High High

계통 이상 발생

발생된 경보에 대해 

관련계통의 조치방법을 

수행하고 이 것이 불가할 

경우 모드 2의 조치 방법 

제어 과정을 수행.

Tapper #1/#2 냉각수 온도 High High

Pinghole Camera 몸체 냉각수 온도 

High High

전극봉 #1 / #2 지지대 냉각수 온도 

High High

Pin-hole Camera 표면 냉각수 온도 

High High

Auto-darkening Camera 표면 냉각수 

온도 High High

Auto-darkening Camera 몸체 냉각수 

온도 High High

열적산화기 내부 온도 High High 

열적산화기 부압 Low Low

Quench 재킷 냉각수 온도 High High

냉각수 공급 배관 온도   High High

4

비상급수계통 냉각수온도 High High

계통 이상 발생

발생된 경보에 대해 

관련계통의 

조치방법을 수행하고 

이 것이 불가할 경우 

모드 2의 조치방법 

제어 과정을 수행.

냉각수 계통 압력 Low Low

비상 급수 계통 유량 Low Low

Cyclone Separator 준위 High High

Atomizer 준위 High High

#1 배기가스 팬 동작정지 

RPM Low

배기가스 차압 Low

#2 배기가스 팬 동작정지 

RPM Low

배기가스 차압 Low

배기가스계통 정지

배기가스 유량 Low

배기가스 차압 Low

재가열기 계통 이상

재가열기 온도 Low

HEPA 입력단 온도 Low

Scrub 유량 Loss 이상

Quench Tank 준위 Low

Scrub Tank 준위 Low

Scrub 유량 Overflow이상

Quench Tank 준위 High

Scrub Tank 준위 High

4

열적산화기 산소농도 Low

이차공기공급계통 

이상발생으로 폐기물 

처리 연소 가스 문제 

발생 가능성 폐기물 투입정지

Quench Tank pH 농도 Low

NaOH 공급계통 

이상발생으로 구성기기 

부식 발생

열적산화기 내부 온도  Low Burner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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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표의 모드구분은 

∙ 모드 □□1□□은 배기가스 계통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 배기
가스에 유해 성분이 일반 환경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발생될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

∙ 모드 □□2□□는 Quench 계통의 구성 기기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

∙ 모드 □□3□□은 계통 구성에 심각한 경보가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위험
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 예를 들면 비상 

공급 계통의 고장으로 만약에 Quench 공급계통 이상 발생 시 비상급

수 계통이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못해 설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경우이다.

∙ 모드 □□4□□는 계통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정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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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고온용융시설 유지/보수 절차서

용융로시스템

1. 용융로 챔버 장착

  용융 챔버는 운전, 유지,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 도가니 인양 카트위에 용융 챔버를 위치시킨다.

    2. Psi-section 바로 아래에 레일 트랙 카트를 위치시킨다.

    3. 110V 전원을 전원 코트에 연결시킨다.

    4. Psi-section 체결부분과 챔버 채결부분이 일치하도록 챔버를 회전

시킨다.

    5. 도가니 운송 카트를 사용하여 완전 봉을 위해 taper edges까지 

수직으로 용융 챔버를 끌어올린다.   

    6. 용융 챔버가 정 위치에 완전하게 장착가능토록 “DE-STACO" 꺽쇠를 

채결한다.

    7.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채결 너트를 단단히 조인다.

    8. 용융로가 Psi -section과 안전하게 채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채결 

안전 레버 꼬리표를 단다.

2. 점보정절차

   1. 분석기와 가스통의 압력조절기간에 Viton 호스를 적절히 연결한다.

   2. 가스통 압력조절기의 최소압력을 0.2 bar로 조정한다.

   3. 가스통 압력조절기의 최대압력이 1bar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가스통의 제로가스(고 순도 질소)를 분석기에 주입한다.

   5. 가스유동을 최대 60 ml/hr로 조절한다.

   6. 분석기가 제로가스로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다.

   7. 기록치가 변화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8. 고 순도 질소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등가의 제로가스를 사용한다. 

   9. 적절한 스크루드라이버로 제로제어를 조정한다.

   10. 제로설정이 되었을 때, 분석기와 가스통간의 연결호스를 제거한다. 

   11. 제로설정이 안되었다면, 정확한 값을 획득할 때까지 이전단계를 반복한다.

3. Span 보정절차

   1. span 가스를 분석기에 주입하고 가스의 유동율을 최대 60 ml/hr로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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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 30초를 기다린 후, 조정하기 전에 기록치가 변화 없는 것을 확인한다.

   3. 적절한 스크루드라이버로 span 제어를 조정한다.

   4. 필요치가 획득되면 span 공급을 중단한다. 

   5. 그렇지 않으면, 이전단계를 반복한다.

4. 유지관리

1. 용융챔버 표면을 주기적으로(매일) 검사하여 비정상적 퇴색이나, 과

열 및 내화재파괴를 나타내는 외부 스테인리스 스틸 코팅제의 플

레이킹 등의 모든 비정상현상을 감시한다.

2. 모든 봉 및 표면은 주기적으로 누출여부를 검사하게 되며, 누출

이 감지될 경우 봉재는 교체한다.

3. 용융로의 정상운전 시 용융로 챔버에 대한 유지관리는 없으며, 만

약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스템을 완전히 정지한 후 용융로 챔

버 표면이 충분히 냉각되어 안전준위로 도달한 후 행한다.

4. 모든 잠금장치는 용융로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운전하지 않을 때) 

정비, 조정한다. 

5. 시스템 운전 시에는 모든 작업자는 고온의 표면으로부터 안전한 거

리에 위치하여 용융로 챔버 표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Psi-Section

1.  Psi-Section

 Psi-section은 첫째, 용융로와 열적 산화기 사이의 인터페이스, 둘째, 

전극 및 주변장치 설치를 위한 구조적 위치, 셋째, 용융로의 연결을 

위한 구조적 지지물, 넷째, 용융로 프레임과 구조적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는 기능을 한다.

2.  Psi-section  세부설명

1. Psi-section는 원뿔형태의 발산/수렴의 대칭 형태로서, 12.7mm두께

의 A36 carbon steel로 되어 있으며 0.38mm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외부표면이 코팅하여 녹슬음을 방지하고 제염을 용이하게 하 다. 

챔버의 외부 직경은 1,823m이고 높이는 1,346mm이고 무게는 

575kg이다.

2. Psi-section은 용융로 프레임에 지지 링으로 맞추어져 수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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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으며, 이 지지 링은 구조적 안정성을 위하여 원형으로 8

개 볼트로 연결되어 있다. 

3. Psi-section의 하단은 용융로 챔버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이중 

압력 봉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봉 재료의 크기는 19mm
2
실리카 

로우프 패킹으로 1,260℃의 최대 연속운전온도에도 견딜 수 있으며 

1,650℃까지 가능하다. 

4. 봉은 정상 및 비정상운전시에도 용융로의 내부 폐를 충분한 힘

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용융로 챔버 쉘의 가장자리에서 탭

핑되며 압력에 의해 봉된다.

5. Psi-section상단은 대형 직경의 짧은 수직 닥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배기가스가 열적산화기로 가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배기가스 

배출 수직 구성과 대형 직경은 닥트의 플러깅 문제를 최소화하며, 

열적산화기로의 닥트는 고온 개스킷으로 볼트 고정되어 있다.

3.  Psi-section  :  정상 및 비정상운전

용융로시스템이 아크열에 의하여 가열되고 정상상태에 도달 후 표면

온도는 250℃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잠금장치는 정상위치에 있어

야 한다.

1. 비정상운전은 표면온도가 300℃이상으로 감지되었을 때를 말한다. 

2. 표면온도가 비정상운전온도인 300℃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을 때 비

정상 hot spots을 감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적 고온에 의

하여 내화재가 파손되었을 경우, 시스템을 정지시켜 용융로를 보수

한다.

4.  유지관리

1. Psi-section은 운전기간을 연장하고, 유지관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2. Psi-section 외부 표면은 시각적으로 비정상운전을 나타내는 모든 

탈색이나 외부 스테인리스 스틸 코팅제의 플레이킹을 검사하고, 내

화재의 과열이나 파손여부를 감시한다.

3. 모든 봉 및 개스킷은 시각적으로 누출여부를 감시하게 되며, 

RADCON은 주기적으로 누출여부를 감시한다. 누출이 감지될 경우 

봉재와 개스킷은 교체한다.

4. 용융로의 정상운전 시 용융로 챔버에 대한 유지관리는 없으며, 만

약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스템을 완전히 정지한 후 용융로 챔

버 표면이 충분히 냉각되어 안전준위로 도달한 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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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잠금장치는 용융로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운전하지 않을 때) 

조정한다. 시스템 운전 시에는 모든 작업자는 고온의 표면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위치하여 용융로 챔버 표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

다. 만약 Psi-section을 유지보수를 위하여 개방할 경우에는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막으로 봉한다.

Tapping 시스템

1.  Tapper와 추출통로(Tap Chute)  부품

   일단 용융 챔버가 Psi-section과 장착되면 추출통로와 자동 Tapper는 

정 위치에 채결된다. Tapper와 수직 추출통로는 용융로 지지대와 조

절이 가능한 나선식 죔쇠로 채결되어 있다.      

    1 .1  Tapper와 추출통로(Tap Chute)  장착 

     1. 추출통로는 중앙 호울(Hole)의 일직선 못(마개)의 위치에 놓는다.

     2. “DE-STACO" 채결장치를 단단히 장착시킨다.

     3. 나선식 죔쇠를 조정하여 일직선으로 장착되도록 한다.

     4. 추출통로 채결장치 장착 안전 레버를 채결한다.

     5. 완전 봉을 유지하기 위해 단단히 채결 너트를 조인다.

    1.2.  Tapper와 추출통로 분리

     1. 충분한 시간동안 표면 냉각을 시킨다.     

     2. 채결 장치 너트를 푼다.

     3. 추출통로재결 장착 안전 레버를 푼다. 

     4. “DE-STACO" 재결장치를 푼다.

     5. 챔버로부터 Tapper와 추출통로를 분리시킨다. 

     6. Psi-section으로부터 용융로를 분리시킨다.

     7. 필요시 방호용 폐 장비를 사용하여 용융 챔버를 덮는다.

     8. 레일 시스템을 통해 챔버를 제거한다.

  주  의 : 분리 시 오염방지를 위해 산업용 표준 bag-out 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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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 eleminator

1. Mist Eliminator 필터교체절차

  1.1 Gemeral Discription 

1. 안개제거기는 수직-원통형 용기로 직경 660mm, 높이 1,524mm이

다. 용기와 내부구성은 SS 316으로 건조되었다.

2. 배기가스는 457mm플랜지를 통하여 용기하부로 들어가 조절장치 

입구를 통하여 흘러, chevron판을 통하여 위로 통과하고, 망사판을 

통과하여 상부에 위치한 457mm플랜지를 통하여 나간다.

3. 집진 분리기로부터 동반된 안개는 배기가스로 chevron판이나 망사 

판에 충격을 가해 수집한다. chevron판과 망사 판으로부터 떨어지

는 물방울은 용기하부의 51mm배수관으로 배수된다. 

4. 스프레이노즐이 chevron판과 망사 판을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chevron판의 아래에 위치해 있다. 안개제거기의 상부헤드

는 플랜지로 되어 있어서 망사 판에 접근하기 위한 제거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만약, 망사 판이 막혀있을 경우 망사 판은 교체

나 세척을 위하여 제거한다.

  1.2  조치사항

     1. Mist eliminator 패드 교체 작업자들은 시스템이 패드를 교체하

기에 충분히 냉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Mist eliminator 패드 교체 작업자들은 Mist eliminator의 상부에

서 안전한 작업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3. 적절한 방사성 물질의 제어가 유지되어야 한다.

     4. Mist eliminator의 설계사향은 다음과 같다

- 설계용량 : 65m3/m(2300scfm)(10.46ft/sec)

- 허용속도범위 : 1-4m/s(3.5 to 13.1 ft/s)

- 65m
3
/m(2300scfm)에서 압력강하 : 4.24cm W. G

- 미립자수집효율

    

미립자직경(microns) 3 5 8 10 20

수집효율, % 95.29 99.69 99.98 99.99 100.00

- 스프레이노즐 : 120°, 3.6ppm at 20 p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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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필터교체

   1. 적절한 교체패드의 이용가능여부를 확인한다.

   2. 작업자가 방호용구(방호복, 장갑, 마스크 등)를 착용했는지 확인한다.

   3. 설비가 가동정지 상태로 냉각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Mist Eliminator에 존재하는 화학 및 방사성 물질에 의해 작업자가 오염되

지 않도록 적절히 방호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5. 출구 플랜지의 볼트(20개)를 제거한다.

   6. 상단 플랜지로부터 약 15cm 아래에 있는 몸체 플랜지의 볼트를 제거한다.

   7. Mist Eliminator housing의 상부헤드를 제거한다.

   8. 만일 있다면, mist eliminator 패드 꺽쇠 골조를 제거한다.

   9. 만일 있다면, mist eliminator 패드 꺽쇠 연결철선, 볼트 또는 축받이 통 고

리를 제거한다.

   10. 사용한 mist eliminator 패드를 제거한다. 패드가 여러 조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먼저 가운데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제거한다.

   11. 패드 지지 장치를 검사하여 구조적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12. 제거된 패드에 마모, 구멍, 얇아짐 또는 기계적 손상이 있는지를 검사한

다. 손상의 유발원인을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교정한다.

   13. 사용한 mist eliminator 패드를 적절히 처분한다.

   14. 교체패드를 검사해서 방향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결정한다.

   15. 교체패드가 여러 조각이라면, 각 조각들을 안쪽방향으로 설치한다.

   16. 교체패드가 한 조각이라면, 고리모양의 지지구조에 위치할 때까지 위에서 

통 안으로 어 넣는다.

   17. 새로운 패드가 바른 방향으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8. 여러 조각의 패드가 설치되었다면, 꺽쇠철선, 볼트 또는 고리를 붙인다.

   19. 패드가 한조각이라면, 새 패드 최상부에 꺽쇠골조를 삽입한다.

   20. 양쪽 연결부위에 압력이 균일한지를 검사 한다. 주변 전체에 압력이 적절

하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한다.

   21. 모든 패드조각이 용기 지지 장치에 평평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한

다.

   22. mist eliminator로부터 일시사용물질(포장, 공구 등)을 제거한다.

   23. mist eliminator housing의 상부헤드를 제자리에 놓는다.

   24. 몸체 플랜지에 볼트를 제자리에 놓고 조인다.

   25. 출구 플랜지에 볼트(20개)를 넣고 조인다.

   26. 가동 시, 누설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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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ration 

system(HEPA)

1. HEPA 필터교체절차

    1.1.  주의 및 제한

        필터를 교체할 때는 방호복, 장갑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

한다.

    1.2  필수조치

        필터교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항목들이 가능한지를 확인

한다.

       ∙ 필터교체

       ∙ 필터교체 시 사용된 자루의 교체

       ∙ 안전띠

       ∙ 가위나 칼

       ∙ 필터 지지대

       ∙ 열 봉장치(또는 닥트 테이프)

2.  세부절차

    다음의 필터교체절차는 제작자의 설치 매뉴얼에서 유도되었다.  매

뉴얼에는 필터 교체 작업 시 도움이 될 만한 사진들이 들어있다.(상

세 HEPA 교체 절차서 참조)

   1. 필터교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항목들을 준비한다.

     ∙교체 필터, 교체용 백, 안전 끈, 가위나 칼, 필터지지 스탠드, 열 봉장치

   2. 교체할 필터의 위치를 확인한다.(예를 들어, 상단부, 가운데, 하단부)

   3. 필터 가열/냉각 공기밸브 HV-830, HV-840 또는 HV-850을 연다.

   4. 필터 층입구 밸브 HV-831, HV-841 또는 HV-851을 닫는다.

   5. 적절한 배수밸브를 닫는다.

   6. 냉각공기가 필터하우징으로 들어가도록 냉각공기밸브 HV-886을 연다.

   7. 대상필터지역이 충분히 냉각된 시기를 결정하기위해 온도를 모니터링한다.

   8. 충분히 냉각되었을 때, 가열/냉각 공기밸브 HV-830, HV-840 또는 

HV-850을 닫는다.

   9. 필터 층 출구밸브 HV-837, HV-847 또는 HV-857을 닫는다. 

   10. 냉각공기밸브 HV-886를 닫는다.

   11. 소형 HEPA 필터가 붙어있는지를 확인하고 HV-870, HV-875를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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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housing 접근문을 제거하고 백을 확장한다.

   13. 걸쇠에서 잠금장치 핸들을 제거한다.

   14. 잠금장치 핸들을 “FULL OPEN” 위치에 놓는다. 

   15. 더러운 필터를 housing에서 빼내 백에 넣는다. 

   16. housing의 필터 봉 절단면을 검사한다.

   17. 범위가 약 200mm가 넘는 백에 더러운 필터를 넣어 열 봉한다.

   18. 봉된 부분의 중간을 잘라낸다.

   19. 새로운 필터에 필터클립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0. “Bag-stub 제거 로브 슬리브”전단의 새로운 백의 내부에 새로운 필터

를 위치시킨다.

   21. 자루 고리 옆 부분간의 bag-stub의 완충고무줄을 재배치하고 새 필터가 

있는 새로운 백을 자루 고리에 붙인다.

   22. “Bag-stub 제거 로브 슬리브”에 arm을 설치하고 가능한 백의 많은 부

분을 로브 박스의 벙어리장갑 부분에 모은다.

   23. 로브 박스의 안쪽을 바깥쪽으로 뒤집는 동안 bag-stub를 로브 슬리

브로 잡아당긴다.

   24. bag-stub가 모두 로브 슬리브 내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25. 새로운 필터를 하우징으로 미끄러지게 넣는다.

   26. 새 필터 설치 시, 남아있는 bag-stub가 “Bag-stub 제거 로브 슬리브” 

내부에 단단히 포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7. 로브 슬리브가 백 내부에 있는 필터취급 로브 슬리브로부터 arm을 

제거한다.

   28. 오염된 Bag-stub를 새로운 백으로부터 분리한다.

   29. 잠금장치 핸들을 잠궈서 필터를 하우징 봉 절단면에 봉한다.

   30. 안전끈을 설치한다.

   31. 문 봉과 접하지 않도록 백의 느슨한 부분을 깔끔하게 접는다.

   32. 접근문을 재배치하고 손잡이를 고르게 조인다.

   33. Breather 밸브를 가동 정지한다.

   34. 잠겨져있던 배수밸브를 연다.

   35. 필터 층 출구밸브 HV-837, HV-847, 또는 HV-857을 연다.

   36. 필터가열밸브 HV-885를 연다.

   37. 적절히 데워지면, 필터 층 입구밸브 HV-831, HV-841나 HV-851을 연다.

   38. 필터가열밸브 HV-885를 닫는다.

   39. 가열/냉각 공기 밸브 HV-830, HV-840, 또는 HV-850을 닫는다. 

   40. DOP 테스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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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ration System 

(DOP Test)

1. 배치된 HEPA 필터 DOP 테스트 세부절차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HEPA 필터는 필터 교환 시 또는 필터 가 

가동될 때에 정기적으로 DOP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테스트는 필

터의 효율을 입증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각 HEPA 에 대해 DOP 테스트

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선행되어야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필터 하우징 상부흐름 닥트 내의 포트 DOP 주입;

  ∙ 첫 번째 HEPA의 양편에 위치한 sample ports;

  ∙ 에어로졸 주입구가 달린 DOP test section과 두 번째 HEPA 필터

에 대한 혼합기구;

  ∙ Test section과 두 번째 HEPA 필터 사이의 sample ports;

  ∙ 필터 하우징의 출구 닥트에 있는 최종 하부 sample port.

  

  상부 HEPA 필터가 탄소 흡착제를 보호하기위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주기적인 DOP 테스트는 필요하다고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래에 

제공된 절차는 하부 HEPA 필터를 테스트하기위해 필요한 단계로만 기

술한다. 이 절차는 ANSI/ASME N510-1989, section 10에서 유도되었다.

  HEPA 필터의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침투도 P라는 항목

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P = 100
Cd
Cu

  여기에서: P = % 침투도

           Cd = 하부에서의 에어로졸 농도

           Cu = 상부에서의 에어로졸 농도     

  HJ-200 시스템의 권고된 침투도 제한치는 0.05%이다.

  1.1  In-place  HEPA 필터 DOP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기구

      다음의 기구들은 In-place DOP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조립되어

야 한다.

     ∙DOP 에어로졸

     ∙DOP 에어로졸 발생기

     ∙DOP 에어로졸 계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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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세부 In-place  HEPA 필터 DOP 테스트 절차

   1. 시스템이 가동정지 모드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필터 층의 입구와 출구 댐퍼를 닫는다.(HV-831, HV-841 OR HV-851 

AND HV-837, HV-847, OR HV-857)

   3. 주배기팬중 하나로 대상 HEPA 필터 통과유동을 약 28m
3
/min로 설정한다. 

   4. FE-801로 유동율을 측정, 기록한다.

   5. 테스트 section 선택레버를 테스트 위치에 놓는다.

   6. 설치된 DP 게이지로 두 번째 HEPA 필터의 차압을 측정, 기록한다.

   7. 에어로졸 감지라인을 상부샘플포트와 하부샘플포트에 연결한다. 

   8. 두 번째 HEPA 필터의 상부와 하부 백그라운드 미립자 농도를 점검한다.

   9. 다음을 확인한다.

    ∙주입 전 백그라운드 농도는 적절한 기기반응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허용최대치보다 적은 유동이 계측기의 성능을 방해하지 않는다.

   10. DOP 에어로졸 발생기를 주입포트에 연결하여 주입을 시작한다.

   11. 상부농도를 기록한다.

   12. 하부농도를 기록한다.

   13. 반복 기록치의 오차범위가 ±5%내가 될 때까지 8과9단계를 반복한다.

   14. 최종 기록치를 사용하여 통과치를 계산한다. 계산통과치가 허용기준을 넘

는다면, 감독자에게 알리고 원인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15. 만족스러운 결과가 획득되면, 에어로졸 발생기와 샘플링 라인을 제거한다.

   16. 시스템을 정상상태 형태를 바꾼다.

Filtration system 

(최종여과 )

1. Reheater(재가열기)

가. 재가열기 upstream의 배기가스온도는 71℃로 이슬점 온도보다 약

간 높다. 이 상태의 배기가스는 필터하우징에서 농축현상을 발생

시키기 때문에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재가열기는 별도의 0.35m
3
/s의 공기를 121℃까지 가열하여 온도를 

증가시킨다.

다. 별도 공기는 안개제거기와 필터하우징사이에서 배기가스에 첨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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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필터하우징 입구에서 배기가스의 온도를 88℃까지 증가시킨다.

라. 재가열기 장치는 Chromox 50kW duct heater(Model CAB-5011V)

이며, 440V, 3상 전원으로 운 된다.

2. 필터하우징

가. 필터하우징은 Flanders/CSC BF-Series Bag-In/Bag-Out하우징으로 14

게이지와 11게이지 T-304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다. 

나. 3H×1W배치로 사용되며, Bag-In/Bag-Out을 필터 교환 시 작업자

에 대한 피폭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 다. 이 필터하우

징은 10 kPa진공압력으로 시험되었다.

다. 필터하우징의 구성

∙ 일반 흡입 플래넘

∙ 각각의 병렬 경로 컨테이너의 구성

∙ Damper(Flanders/CSC Model No. DBTM-3H1W-GG304-20)

    ∙ Pre-filter/HEPA filter housing

       (Flanders/CSC Model No. BF1-3H1 W-GG12-304-D1)

    ∙ Carbon adsorber housing

       (Flanders/CSC Model No. BF1-3H1W-GG12-304-D1)

    ∙ DOP
3
 test section housing

      (Flanders/CSC Model No. TSC-3H1W-GG304-D1)

    ∙ HEPA filter housing 

      (Flanders/CSC Model No. BF1-3H1W-GGF-304-D1)

    ∙Damper(Flanders/CSC Model No. DBTM-3H1W-GG-304-20)

    ∙ 일반 출구 플래넘

  2.1 Pre-filter

  가. Pre-filter는 Flander/CSC Airpure Model No. FRP65G4406, 

61cm × 61cm × 15cm을 사용한다. 

  나. 배기체에서 미립자를 포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glass micro-fiber

를 사용한다.

2.2  HEPA filter

  가. 배가가스가 pre-filter를 통과한 후에 2개의 nuclear-grade 

HEPA 필터(Flander Model T-007-W-02-05-NU-51-13-GG-F 

HEPA)를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필터의 크기는 61cm×61cm×30cm이고 각각 필터는 0.3μm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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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립자에 대하여 최소 99.97%의 효율을 갖도록 인증된 것이다. 

  다. 재질은 T-409 SST 프레임, 고온 실리콘 개스킷, 산성 저항 유

리섬유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최대 운전온도는 100%의 상대

습도에서 93℃이다.

2.3  Carbon adsorber

  가. 배기가스가 첫 번째 HEPA filter를 통과한 후, 활성탄흡착체

(Flanders /CSC Model No. AF-GG12-101-NS)로 들어간다. 

  나. 활성탄흡착체는 휘발성유기혼합물이나 수은과 과 같은 위험한 

미립자와 가스오염물질을 여과하기 위하여 61cm×61cm×30cm크

기의 nuclear- grade 탄소를 사용한다. 

  다. nuclear-grade탄소는 방사성가스를 흡수하도록 특수하게 활성화

된 탄소를 스며들게 한 것으로 T-304프레임이 사용하 으며, 정

상유량은 0.5m
3
/s(1000cfm)이며, 필터잔류시간은 0.083s이다. 이 

흡착체의 무게는 68kg이고, 최고운전온도는 93℃이다.

3. 분리 Dampers 

  입구 및 출구 분리 댐퍼의 각 단계에 필터교환동안의 유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각 댐퍼는 14게이지 T-304 스테인리스 스틸 판을 가지

고 있다.

4. 배기가스 Ducting      

가. 재질은 ASSAM RTFRK 11FE에 의한 에폭시레진 FRP로 구성되

어있으며 크기 : 18 inch 설계압력 : - 50in W.G∼ -10psig.

나. 배기가스 팬에 성능에 의한 최대 부압은 102cm WG(-40in WG)

이, 여기서 최대 positive압력은 unexpected 압력펄스를 말한다.

다. 설계온도 : 212℉,  세정기에서 계산된 배기가스 최대 운전온도는 

77℃이고, 대기압 하에서 세정수의 최대온도는 100℃이다.

세정수 공급시스템

1. 세정시스템은 다음의 3가지의 주요기능을 가지고 있다.

  ∙ 열적산화기의 배기가스를 냉각하기 위한 quencher에 용수를 공급한다.

  ∙ quencher, 분무기 및 세정기에 세정수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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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폐기물의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립자 및 중성산성가스를 

수용스트림으로 농축한다.

2. 세정시스템은 세정수를 고압으로 Quencher, 분무기 및 air drive 세정

기에 위치한 스프레이노즐에 세정수를 공급한다. 

3. 세정수는 열적산화기의 배기가스와 직접 접촉하여 미립자와 수용성가

스를 배기가스로부터 제거하고, 배기가스로부터 열을 제거하여 약 8

2℃로 냉각시킨다. 세정수는 세정과정에서 증기화 되지는 않으며, 세

정수 저장탱크로 배수된다.

4. 열적산화기 배기가스에서 세정되는 성분은 다음과 같다.

- 산성가스 : HCl, SO4, HF

- 고체미립자 

- 방사성동위원소 : H-3, Co-60, Cs-137, etc

5. 산성 가스는 세정수에 NaOH를 첨가하여 세정수중의 산성가스를 중화

시켜, 염(NaCl, Na2SO4, NaF)을 형성한다. 세정수 중에 이러한 오염

원의 농도는 비 오염물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제어한다.

6. 파이프 및 부속품설계요건

    ∙ 설계압력 : -127cm WG ∼ 689kPa

    ∙ 설계온도 : 99℃

7.  화학적성질

    ∙ 수용성세정액

 Total dissolved solid : 10wt%

  NaCl : 90%

  NaF : 9.5%

  NaOH : 0.5%

 Total Suspended Solid(metal oxides) : 1wt%

8. 탱크

    ∙ 용    량

  Quench : 2500l

  세정기 : 1300l

  슬러지 : 450l

    ∙ 제    작 : ASTM D-4097

    ∙ 설계압력 : -127cm WG∼ 131kPa

    ∙ 설계온도 : 100℃

9. 집진기

    ∙ 재    질 : 우레탄 플라스틱 or 스테인리스 스틸

    ∙ 설계압력 : 786 kPa(100p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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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온도 : 100℃

    ∙ 유 량 율 : 38 lpm(10gpm)

Monitoring system

1.  산소 모니터 교정 절차

  1.1  조치사항

     PAM22 분석기의 정확한 유지와 장비의 부적절한 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예방조치를 숙지한다.    

    •일단 분석기가 연속으로 가동되면 교정 작업은 정기적으로 실행한다.  

    •산소 수치는 기압계의 압력에 의해 나타나며, 샘플 가스와 스팬

(Span) 가스의 측정 범위에 의존하고 이들 가스는 매일 기압계의 

압력 변화에 대해 교정하여야 한다.

  주  의 : 분석기의 연속 반응 시간과 속도에 대해 샘플 가스 흐름율은 

최대 60 ml/hr의 흐름으로 조절한다.

 

  1.2  교정 가스

      정상 시, 분석기의 “ZERO” 교정은 고 순도 질소가스를 사용하고, 

“SPAN” 교정은 깨끗한 건조 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가스 실린더

      가스 실린더는 분석기의 교정 절차시 압력 조절기와의 연결에 사

용되며 또한, 분석 측정 셀의 측정시 과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력 압력 

게이지를 적절하게 하여준다. 

  1.4  Zero  교정 

     분석기의 Zero 교정은 주의 깊게 실행하며, 다음 단계에 따라 정확하게 실

행한다.   

    •분석기와 가스 bottle의 압력 조절기에 Viton 호스를 연결한다.

    •최소 0.2bar(gauge)로 압력 조절계를 조절한다. 장비에 과압이 흐

르지 않도록 한다. 최대 1bar(gauge)을 넘어서는 안 된다.     

    •분석기 가스 battle에 Zero 가스(고 순도 질소 가스)를 주입한다. 

가스 흐름은 최대 60 ml/hr로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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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가 완전히 zero gas로 채워질 때 까지 기다린다. 

    •바로 전에 읽은 값을 표준으로 한다. 

  주  의 : 흐름속도가  에서 60 ml/hr에서 산소의 부피가 0.1% 이하로 

차이를 보이면, Zero 가스의 주입을 중단한다. 

    •만약 고 순도 질소 가스가 Zero 가스로 사용되지 않을시 이와 동

등한 가스(순도)로 대체될 수 있다.

    •Zero 요구 지시 값에 도달하면 가스 bottle과 분석기에 연결된 호

스를 제거한다. 정확한 Zero 지시 값이 유지될 때 까지 앞의 절차

를 반복한다.

  1.5  Span 교정 

      정상적으로 순수 건조 공기가 span 고정 시 사용된다. (주의 : 정

확한 span 교정은 zero 교정이 성공적으로 실시된 후에 실행한다)

    •분석기 내로 span 가스를 주입한다. 속도 흐름은 최대 60 ml/hr로 

조정 한다

    •약 30초 동안 기다린 다음 값을 조정하기 전에 읽을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Span 가스( 21% 건조 공기)를 적절한 스크루드라이버로 조절한

다. 

    •Span 요구 지시 값에 도달하면 Span 가스 주입을 중지할 수 있

다. 정확한 Span 값에 이를 때까지 선행 단계를 반복한다.

  

    1 .5.1  교정 후

          만약 Span 교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교정 가스를 분리한

다. 프로세스에 분석기의 입력 가스를 연결하면 분석기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주  의 : 산소가 2%이상의 편차를 보이면 Zero, Span 가스 교정을 실

사하여야 하며 상기 절차를 따르면 된다.

2.  산소 모니터의 유지 보수 절차

 

  2.1  유지 선행요구

    •유지, 보수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엔지니어는 분서기가 전원공급 

장비와 분리되어있는지 확인한다.(전원공급중단)

    •분석기의 유지, 보수는 유자격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잦은 교체는 

운전 경험의 결과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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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일상유지

    •PMA 22 산소 분석기의 일상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항목은 Zero, 

Span 값이 한계치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다. 만약 

값이 한계치에 미달하면을 본 절차서에 따라 교정을 다시 실시한

다.

    •일시적으로 분석기 주변의 시스템 프로세스 고장 상황 시 분석기

의 AC 주 전원 공급은 “ON" 상태로 유지된다.

    •분석기 자체적 고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예방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다.

    •장기간 분석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위해 가스가 기계 내부에 남을 

수 있고, 측정 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분석기로 

교체한다.

  2.3  시스템 검사

    •시스템 고장으로 분석기의 값이 차이를 볼일 때 샘플링 시스템 및 

모든 샘플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가스 냉각기, 필터, 응축 드레인 또는 다른 부위가 이물질이나 먼

지에 의해 막혀 있는지 검사한다.     

    •샘플 가스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시스템을 통해 적절

한 공기 흐름이 유지되는지 확인 검사한다.     

    •느슨한 부위, 연결부위의 누설 우려가 있는 분위에 대해 분석기의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PMA 22 산소 분석기에 대한 사양은 본 절차서 6장 참조

  2.4  수리보수

    •시스템 고장으로 분석기의 값이 차이를 볼일 때 샘플링 시스템 및 

모든 샘플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가스 냉각기, 필터, 응축 드레인 또는 다른 부위가 이물질이나 먼

지에 의해 막혀 있는지 검사한다.     

      경  고 : 분석기의 수리는 상당한 자격능력의 소유자가 수행하여

야하며, 다른 예비 부픔은 M&C 예비 부품의 사양에 따

라 사용한다.  

  다음 장비와 도구는 분석기 수리, 유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

야 한다.

    •고 임피던스(교류에 있어서 전압의 전류에 대한 비) 입력의 볼트/

저항/전류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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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땜 인두 25 W ;

    •Flat blade 스크루 드라이버, 폭 3mm ;

    •Flat blade 스크루 드라이버, 폭 8mm ‘

    •너트 드라이버, 5.5mm ‘

    •Cross point 스크루 드라이버, 포인트 사이즈 1 ;

    •교정 가스 : 산소 농도 0.0%의 순수 건조 질소, 100% 농도의 순수 산소

  2.5  측정 셀 교체

    •일자 스크루 드라이버 3mm를 사용하여 산소 분서기를 꺼낸 후 

깨끗한 장소에 내려놓는다. 분석기의 크기는 483mm(19in)이다.

    •수리자 바로 앞에 분석기를 놓는다.     

      경  고 :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만약 자화방지(antimagnetic)

가 되지 않으면 손목시계를 풀어야한다. 산소 변환기 내

부에 강항 자기 역을 유발시킨다.

    •크기 1의 십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분석기의 상부 패널을 열고 2

개의 나사를 제거한다.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상부분석기를 내려놓고 다음의 2개의 나사를 푸십시오. 2개의 나

사가 변환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하부 패널에서 꺼내지 않는다.

    •분석기를 우측으로 돌리십시오. 십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분석기

의 우측 패널을 제거하십시오. 이 패널을 4개의 나사가 박혀있다. 

정면패널에 2개, 패널 뒤쪽에 2개.

    •이제, 우측패널을 옆으로 당겨 제거한다.

    •주 보드에 있는 2개, 3개, 4개의 녹색 플러그 막대를 꺼낸 다음  

변화기에 연결된 어스선을 분리한다.(녹색/노랑 전선). 변화기에서 

주 보드까지 연결된 18개의 청색 리본 전선을 분리한다.

    •변화기로부터 출구 Viton 튜브(2/4mm, 4/6mm)와 입구 적색 배관

을 잡아당겨 제거한다. 

    •변환기와 하부 plate은 움직일 수 있고, 분석기로 부터 분리가 가능하

다.

    •변화기의 절연 cap를 주의하여 제거한다. 밖으로 꺼낸다.

      주   의 : 변화기의 유지온도는 최고 50℃까지 이다.

    •변환기를 바로 앞에 내려놓는다.

    •측정 셀의 후면에 있는 핀으로부터 노랑, 갈색 전선을 떼어낸다. 

      비 고 : loose 우려가 있으므로 과열시키지 마십시오. 노랑/갈색전

선을 제거하기 전  연결부위를 기억하여야 한다.

    •5.5mm(0.22in) 너트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셀 죄임쇄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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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셀을 견고하게 잡고, 마그네트 프레임 밖으로 꺼낸다.

      주 의 : 가스 연결 부위의 셀은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같은 형태의 셀로 측정 셀을 교환한다.

    •이제 지시서 11-14의 절차를 반복한다.

      교환된 셀은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시 정확하게 조정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2.6  기계적 Zero 조정 

      측정 셀 교체 후 변화기 Zero 교정은 조정되어야하며 다음 단계에 

따라 실행한다.

    •변환기 뒷면에 셀을 연결하여야 하므로 변환기를 돌린다. 

    •광전지와 IR LED를 보십시오. 광전지는 흰색, 회색 전선과 IR 

LED의 검정/적색 전선으로 연결되어있다. 

      주   의 : 광전지는 부서지기 쉬우므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변환기의 기계적 Zero 시험을 위해서는 주 PCB의 전기연결부위에 

연결하여야 한다. 

    •주 보드에 있는 2개, 3개, 4개의 녹색 플러그 막대를 연결하고 변화기

의 어스선을 연결한다(녹색/노랑 전선). 변화기에서 주 보드까지 연결

된 18개의 청색 리본 전선을 변환기로부터 주 보드로 연결한다.

    •측정 셀의 출구 Viton 튜브(2/4mm, 4/6mm)와 입구 흑색 배관과 

연결한다. 

    •변환기의 절연 cap를 주의하여 장착한다.

    •분석기의 19“-cassette 상부 판과 우측 판을 남겨 놓는다. 분석기

의 스위치 안전을 위해 분석기 주위의 나사가 느슨하지 않게 한

다. 분석기 실험을 위해 3개의 euro-connector 전원 케이블을 사용

하며, 공급전원이 115V 또는 230V인지 확인한다.  

    •AC 주 전원 공급 장비 ON. 정상상태 시 디지털 미터의 산소 수

치는 21%이다. 이는 셀이 대기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분석기를 예열하십시오. 30초 후에 분석기는 불빛이 들어오며 운

전 가동 온도에 도달하게 된다. 

    •중앙에 위치한 Span과 Zero의 다중 potmeter를 돌려 조정하십시

오. 이 둘을 완전히 왼쪽으로 돌린 후 5개를 우측으로 돌리십시오. 

일자 스크루 드라이버(폭8mm)를 사용한다. 

    •Zero 질소가스가 약 40l/hr의 속도로 분석기를 통과한다.

    •이때, 분석기는 산소 농도 0.0%의 수치를 나타내야 한다.

    •주의하여 변환기의 절연체 캡을 당긴다. 그러면 모든 photo-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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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이 나사가 보이게 된다.

    •5.5m(0.22in)너트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ex 나사를 푼다. photocell

는 자유롭게 좌,우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8mm(0.32in)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0%의 수치를 가르치도록 

나사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린다. 시간 간격을 가지

고 행한다.

    •photocell이 움직이면 5.5mm(0.22in) 너트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ex 나사를 단단하게 조립한다.

    •이로써 분석기의 기계적 Zero 조정이 완료되었다. 다음은 단계 

1-10을 역으로 행하면 된다.

      주   의 : 분석기를 다시 재 교정을 하려면 가동, 교정 절차 3.5.2를 

참조한다.

  2.7  샘플링 및 분석 시스템  

      샘플링 분석시스템은 CO, HCl, O2, CO2, NOx, THC SO2 항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각각의 배가스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CO 및 CO2 모니터 : 배가스 중의 가스 양 및 샘플링 시 배가스에 

존재하는 입자의 양을 통해 주사 광선의 희석도를 이용하여 측정

하며, 이는 비 분산 적외선(NDIR) 방법이라 한다,

    •HCl, SO2 :  음향악 적외선 분광법 

    •O2 : 배가스 중의 산소 준위를 측정하여 진단.

    •NOx : Chemiluminescence (CLD) 방법 

    •THC : Flame-isolation(FID) 방법

    •연속 등속 샘플링 시스템은 배가스 공기 중의 적은 양으로도 측정 

가능하며, 이 배가스들은 필터를 통과하여 여과된 후 방사선 모니

터링을 통과하게 된다. 필터는 정기적으로 제거, 교체 되며 방사선 

분석을 실시한다. 

    •연도의 속도와 탐침기에 들어가는 배가스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기 위해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조절하며 연도의 속도를 

등속으로 유지할 수 있다.

    •샘플링과 분석시스템의 분석기에 모집된 데이터는 CDAS시스템에 

보관되며 필요시  화면 및 용지에 나타낼 수 있다.

    •샘플링 및 가스 분석 시스템 방법은 공기정화기에 의해 습도와 온

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연돌 모니터링 실에는 NEMA 4 형태의 철

재로 구성되어있다. 

    •등가속 샘플링 시스템 장비와 제어기는 외부에 설치된 NEM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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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의해 보호받는다. 연돌 모니터링 실의 장비는 다음과 같다.

  2.8.샘플링 및 분석 시스템 장비

    •캘리포니아분석 모델 1312 photo acoustic 다중-가스 모니터 : 

        - 측정 항목 : HCl, SO2

        - 측정 범위 : Tens of part-per-million

    •캘리포니아 분석 모델 300-CLD Chemiluminescence 분석기 

        - 측정 항목 : NOx

        - 측정범위 : Tens or thousands of part-per-million

    •캘리포니아 분석 모델 300-HFID 탄화수소 분석기 : 

        - 측정항목 : THC 

        - 측정범위 : Tens or thousands of part-per-million

    ∙캘리포니아 분석 모델 ZRF 자외선 가스 분석기 :

        - 측정항목 : CO

        - 측정범위 : Hundreds of part-per-million

    ∙캘리포니아 모델 100 자외선 가스 분석기 

        - 측정항목 : CO2

        - 측정범위 : Tens of part-per-million  

    ∙캘리포니아 분석 모델 100 상자성(paramagnetic) 산소 모니터

        - 측정항목 : O2

        - 측정범위 : 마그네토 동력을 이용(magneto-dynamic) 25% 산소 

농도까지 

    ∙공기 모니터 Masstron 흐름 모니터

        - AMC Masstron는 시간당 1파운드 무게로 기록, 연돌을 통한 배

가스 흐름 기록

    ∙등가속 샘플링 시스템 

        - 연돌 배가스 흐름을 결정하기위해 전처리 필터 및 가스 흐름 

모니터 장치 사용

    •연돌과 등가속을 유지하기 위해 팬의 속도 조정 샘플링 흐름 Spilt 

필터를 통한 평형 흐름을 유지하여야한다.

    •이는 방사선적 분석 Off-site와 제거 Eberine AMS-4 연속 공기 

감지 모니터링(CAM) 시 방사선적 분석 실제 시간을 제공 

    •제 어 : 모든 가스 분석 장치는 지역 개인용 컴퓨터와 데이타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Allen-Brasely PLC는 매일 

가스 분석과 분석를 위해 교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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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 : 몇 개의 부수적인 장치가 입자 장비에 필요하다. 염산 

분석 장치는 건조 공기 샘플이 필요하며 그러기위해서는 건조 공

기 시스템을 통과하여 수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THC 분석 장치는 불꽃과 관련하여 청정 공기를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청정공기 module이 장착되어 있다. 

    •O2, CO2. CO, NOx 분석기는 건조 공기가 필요하며 응축기가 장착

되어 샘플링 공기로 부터 HCl 및 물을 제거한다. 

    •교정 가스는 장비의 정확성과 아주 접한 관계가 있다

  2.9  전산 및 신호기 연동장치

      만약 방출 최고 한계치 이상의 값이 배기가스 시스템에 감지되면 

알람 기능이 작동되며 용융로 운전을 가동 중지된다.

    

  2 .10  정상 및 비정상 운전

    •가스 분석 : 샘플 펌프는 연돌 하부 흐름 가스가 HEPA 필터를 걸

쳐 가열된 공기형태로 가스 분석 장치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분석 출구 시스템은 3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개는 THC 

분석를 위해, 다른 1개 라인은 건조 공기 시스템을 통과하여 

HCl/SO2분석기까지 이어지며, 또 다른 하나는 O2, CO2, CO, NOx 

분석 시스템의 응축시스템을 통과하여 측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속도흐름 모니터 탐지기는 가스 분석 탐침기로부터 상부에 지름 8 

Piping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내부 전원 공급 장비와 결합되어있다.

    •전극은 증폭장비와 결합되어있고 전극과의 사이에 작은 양의 전류

는 불꽃을 생성하는데 이는 샘플 이온화를 알아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탄화수소의 농도 비율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2.11   연속모니터링 가스 측정범위

측정인자 최소측정범위 최대측정범위

O2

CO2

CO

NOx

THC

HCl

SO2

0 ∼ 10%

0 ∼ 10%

0 ∼ 100ppm

0 ∼ 30ppm

0 ∼ 10ppm

0 ∼ 5ppm

0 ∼ 100ppm

0 ∼ 25%

0 ∼ 50%

0 ∼ 500ppm

0 ∼ 30,000ppm

0 ∼ 10,000ppm

0 ∼ 50,00ppm

0 ∼ 1,0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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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sonic 

Pump

1. System equipment 

  1. 하이드로 소닉 펌프

      ㆍBHP : 11

      ㆍBTU's : 380,000

  2. 전원제어시스템  

  3. 전원모터

      ㆍ150HP @ 3600rpm 

  4. 스팀라인

  5. 냉각수 조절기/Splitter 

  6. Coupling 

  7. 분리탱크(Separation Tank)

  8. 스팀압력조절밸브 

  9. Flow sensor

 10. Air vent

 11. Steel Frame

 12. 자동/수동 Blow-down

2. System Operation

 2.1 가동절차 

  1) 시스템 가동 전 모든 제어밸브, 배관 증기 시스템 검사 

  2) 최소 요구 압력에 준하도록 입구냉각수압력 (flow stream) 검사

  3) 제어반 정면에 위치한 주제어 스위치 가동

     - PLC 제어시스템, feed 펌프, 순화펌프 가동됨

  4) 분리탱크(separation tank)의 Water level를 알 수 있는 float switch와 

Feed pump 중지시 시스템 밖으로 trapp air를 vent 시키십시오   

     (하이드로 소닉 펌프 가동 전 시스템의 모든 공기는 필히 배기시켜야합

니다 : 공동화현상방지)

    ① 하이드로 소닉 순환펌프 상단부에 위치한 니들밸브 Open 

    ② 완료 후 15분 동안 순환펌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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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어반 정면에 위치한 하이드로 소닉 펌프 가동

  5) 10-30초 이내에 시스템 정상 상태 됨

2.2 수동 Blow-down 절차

   1. A 펌프 가동 중 드레인 밸브는 2-3초 동안 약간 개방된다.

         The blow down is at the same temp as the process liquid. If the 

system is operated under pressure the blow down must be to a 

suitable closed drain. 드레인 밸브 close후 시스템운전 계속.

      B Sight glass에 water이 들어있으면 전단계실시

   2. A,B 단계 반복

   3. 100시간 운전 후 Blow-down 단계실시

      주  의 :  Blow-down시 Hot water는 필요치 않음

2.3 Shut Down 절차 

  1. 하이드로 소닉 펌프 주 전원 OFF

  2. 주 전원 스위치를 갑자기 끄지 마십시오.

    - 하이드로 소닉 펌프의 Inlet water 온도가 200℉이하로 될 때까지 순환펌

프 가동.

  3. 주 전원 스위치 OFF

  4. 안전 시스템 검사

2.4 Mechanical Seals 및 Pump bearing은 8,000시간 가동 후 교체

2.5 하이드로 소닉 펌프의 최적운전 온도는 180℉(82℃)이하

2.6 매 72시간마다 Grease(고온 grease사용) : 과다한 grease 절대삼가   

3.  Trouble Shooting 

 

 3.1 No Steam

    1) Electric motor ON 확인 

    2) water ON, Water pressure 확인 

    3) steam leak 확인(Pipe, Valve, Traps등)

    4) Shut valve 확인

    5) Electric PLC 확인 



- 158 -

3.2 Too little Steam

   1) Water Flow 확인 

   2) Water Pressure 확인

   3) Electric motor ON 확인

   4) Electric PLC 정상운전 확인 

3.3 Too much Steam 

   1) Pressure Valve 확인 (Set Properly)

3.4 Water in steam 

   1) 펌프로 들어가는 Water flow 확인(Set Properly)

   2) Float level 스위치 기능불량 확인3.5 Excessive Noise 

   1) 펌프, 모터 연결 상태 확인(연결 상태 불량 시 소음 및 진동발생)

   2) Water flow 확인 (충분한 물이 없으면 Cavitation 발생)

   3) Electric PLC 정상운전 확인(충분한 물이 펌프에 없으면 진동발생)

3.5 Excessive Vibration 

   1) 펌프, 모터 연결 상태 확인(연결 상태 불량 시 소음 및 진동발생)

   2) Water flow 확인 (충분한 물이 없으면 Cavitation 발생)

   3) Electric PLC 정상운전 확인(충분한 물이 펌프에 없으면 진동발생)

3.8 Motor Over Heating 

   1) 모터 주위에 충분한 공기가 순환되는지 확인.

   2) 전선연결 및 모터 Starter 확인(Disconnect Power First)

3.7 Bearing Over Heating 

   1) 과다한 Greas 사용 여부 확인(과다한 그리스 사용은 과열을 일으킴) 

       - Remove the grease fitting and run for 10 minutes

   2) 소량의 Greas 사용은 Run dry 상태를 야기 시킴 

3.8 Seal leaks

   1) Inlet water, Blow-down Hole등 확인 

   2) Mating and primary rings for crack 확인, Seal Compression 확인, 

Blow-down 동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debris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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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hydro gas 

scrubber

1. Utility 

 1.1 냉각수 소요량    

    1) Pre-quench first stage         6gpm @ 22psig

    2) Pre-quench second stage       6gpm @ 22psig

    3) Quench                        12.3gpm @ 22psig

    4) Scrubber injector               6.6gpm @22psig

 1.2 압축공기

    1) 300-400scfm @ 100 psig

    2) 각 노즐의 Gas Flow Rate 

       ① 0.315 nozzle 14.2 lb/min @ 100 psig 

       ② 0.384 nozzle 17 lb/min  @ 100 psig 

       ③ 0.415 nozzle 20 lb/min  @ 100 psig 

       ④ 0.444 nozzle 22.8 lb/min @ 100 psig 

 

2.  Design Data

  2.1 Inlet gas flow                     57.3 lb/min

  2.2 Gas composition            Special        Volume %

                                   O2             10.0

                                   CO2             9.4

                                   N2             72.1

                                   H2O             8.26

  2.3 Inlet Particulate                    0.183 lb/min

  2.4 Inlet HCl                          19,900 ppm

  2.5 Outlet particulate, gr/sdcf              2

  2.6 Outlet HCl                            200 ppm

3. Hydrosonic 시스템 운전

 

1. 가동전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육안 검사 실시

 1) 노즐의 방향, Free flow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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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플랜지 및 fitting 확인

 3) Hatch 안전성 검사

 4) 펌프, 기계 안전설비 검사

2. 각 노즐별 분사되는 냉각수 량 확인

 1) Pre-Quencher water, 6gpm @ 22 paig (2개)

 2) Quencher water, 6.2 gpm @ 22psig

 3) Scrubber injector water, 6.6gpm @ 22psig

 

3. 압축 공기 흐름속도 확인 : 100psig 

4. 가스 흐름속도 확인

 1) pH 제어시스템 설정

 2) 가장 낮은 흐름위치로 Damper Close(Scrubber 가동 시 부하를 받지 않게 하

기위해)

 3) 정확한 용융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댐퍼 밸브 조절(분사공기압력이 낮아지

면 세정효율이 감소된다)

5. Routine Operation 

 1. 가스 흐름을 기록, 확인

 2. 압축공기압 기록, 확인

 3. 냉각수 압 및 흐름속도 기록, 확인   

 4. 펌프, 설비 등 확인

 5. 플랜지 및 leak되기 쉬운 지역의 leak 여부 확인

 6. 설비 온도 기록, 확인

 7. 드레인 노즐 확인(드레인 밸브가 막히면 냉각수가 Separator로 흘러들어감) 

 8. Make sure that the water-leg seals are operating and not blown

 9. 냉각수흐름 및 상부 냉각온도 확인(상부냉각수온도 200℉이상시 알람 발생)

 10. 종화재량 및 중화재 시스템 확인

6. Shut-down 절차

  가동절차의 역순

 1. 댐퍼 밸브 Close(Most close position)

 2. 압축공기 Shut-down

 3. 중화재(NaOH) 흐름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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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Water flow Stop

 5. Shutdown 중 어떠한 물을 개방하기 전에는 신선한 물로 세척 한다.

 6. 추운날씨에는 동파의 우려를 고려 슬러리라인의 모든 물을 배출 

7. Trouble Shooting 

1. Free water carry-over in stack

   - Sepatator 드레인 막힘 확인

   - 과다한 가스 통과 

2. Slugging gas flow

   - 냉각수 배출배관 막힘 여부 확인

   - Atmospheric bleed valve hunting 

3. Excess stack opacity, Particulated emission too high

   - Plugged nozzles

   - Low scrubber water flow

   - Air to gas ratio to low

4. High water pressure/Low water flow

   - Plugged nozzle

   - Plugged strainers

   - Plugged piping

5. Low water pressure/Low water flow

   - Pump problems

6. High water flow/Low water pressure

   - Water nozzle throat erosion 

7. Scrubber pressures surging

   - Blown water-leg seal

8. Furnace gas flow surging

  - Stopped up drain

열적산화기 

산소 분석기

1. 개 요 

  1) 모 델: 1200HT ZDT 산소 분석기

  2) ZDT 산소 분석기는 four tactile Membrane switch를 거쳐 운전, 가동된다.

  3) % 산소, Cell mV, Cell temp. 측정 



- 162 -

  4) 산소 측정 범위 : 0 - 25%

  5) 원격 알람 indication은 Two relay output에 의해 제공.

     - Relay는 미리 Setting 해놓은 값의 범위를 벗어날 때 가동됨(Above, 

Below)

  6) The Second alarm relay는 시스템 및 설비의 고장 시에도 “General alarm"

형태로 알람신호 가동됨.

2. Operation

 2.1 설비 Start-Up

    장비에 공급되는 전원 및 모든 전원제어 시스템이 올바르게 연결되어있는지 

필히 확인후 가동.

 2.2 Operation Page

   1) % Oxygen 

     상단부에는 측정된 산소 농도가 표시되며 하단부에는 측정시의 cell 온도가 

도시된다. 측정 Error 메시지 발견시 2.3 참조.

20.9

% Oxygen    700℃

  2) Cell Temp.(℃)

     측정된 Cell의 온도가 도시된다.

     열전쌍 형태 : K, R, S, None.

     열전쌍을 사용치 않을시는 Set the process temperature(600 - 1400℃) 

700

Cell  Temperature

 3) Cell Millivilts

    측정된 Cell의 Millivolts 

0.0

Cell  Millivilits

 4) Alarm 1 Set Point(0.00 -25.00%)

20.00

Alarm 1  Setpoint

 5) Alarm 2 Set Point(0.3 - 25%)

   "Alarm 2 Action" 인자가 `General Alarm`으로 set되면 relay는 가동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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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l.e.d에 불이 들어온다. 이때 확인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열전쌍 open circuit, cell warming up, calibration fail, cell stability check, 

power failure.

5.00

Alarm 2  Setpoint

2.3 Operating Page Error Message

Error Message Possible Cause

ㆍ NV Memory Error

ㆍ Cell Warming Up

ㆍ Calibration Fall

ㆍ T/C Open Circuit

ㆍFault 교정하기위해 Switch Off, 10초후에 다시 기동

ㆍProbe가 수치를 읽을 수 있는 온도(<600℃)에 도달하

지 못했을 때

ㆍThe last single-or two-point cabration failed

ㆍ열전쌍 연결이 open circuit 또는 열전쌍온도가 1200℃

/2192℉(type K)이상 , 1500℃/2732℉(type R& S)

Heat Exchanger 

1. General Description

  ㆍAccu-Therm system : Modular-unit 개념

  ㆍ구  성 : Frame. Terminal, Plate

  ㆍ범  위 : 75 ∼ 300 psig 

2.  Plate 

  ㆍSeven corrugation style 

  ㆍMaterial : 304 Stainless Steel

              316 Stainless Steel

              Titanium

              Hastello

 3.  Accu-Therm Plate Heat Exchanger 

   1. Medium Hot  : 25.0 GPM(Water)

        ㆍ 156.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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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압력강화 : 6.49PSI 

   2. Medium Cold : 30.0 GPM(Water) 

       ㆍ 105.0℉ ∼ 134.0℉

       ㆍ 압력강화 : 8.36PSI 

   3 설계압력 

       ㆍ 100PSI Gage 

   4 설계온도 

       ㆍ 160℉

   5 Test 압력 

       ㆍ 150 PSI Gage

   6 Plate 재질 

       ㆍ 0.50 MM 316 S/S  

   7. Gasket Materials : NBR

      ㆍ 부피 : 0.90 gallons 

   8. Pack Length MAX : 3.48 Inch

      Pack Length MIN : 3.40 Inch    

Hydro cyclone

1. Pump, Sump, and Piping

   ㆍ 유량율과 속도는 에너지 공급원인 PUMP 에 의해 결정됨 

   ㆍ 사이클론의 일정 부피 및 Sump의 일정 준위는 아주 중요하며 순간적인 

압력게이즈의 변동 및 동요 현상은 Slurry에 주입된 공기에 의한 결과임. 

   ㆍ Feed slurry에는 Slime(잔사, 오염물)형태의 물질이 운전도중 계속 증가되

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물을 재순환하거나 Overflows product의 사용은 

항상 주의하여 조작하십시오

 

2. Operation 

  2.1 압력측정

   ㆍ 대기중으로 배출시 압력강화가 생기며 이는사이클론 입구와 Overflow 사

이의 측정을 의미한다.    

   ㆍ 일반적으로 압력강화는 50psi를 넘지 않도록 한다.

   ㆍ 높은 압력강화는 사이클론의 처리용량이 뛰어남을 의미하나, 경제성 및 

High 펌프 운전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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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사이클론 오리피스

   ㆍ 오리피스 교체시 시스템을 Shut down후 실행한다.

    2.2.1 입구 오리피스 

      ㆍ 주요기능은 사이클론 주입되는 지점에서의 Smooth flow pattern을 제

공한다.

    2.2.2 Vortex Finder 

      ㆍ Vertex finder의 지름이 커질수록 주어진 압력강화에서 사이크론의 용

량또한 커진나 Separation이 조잡해진다.   

    2.2.3 Apex Orifice 

     ㆍ 굵은(조잡한) 고체물질을 배출할 때 쓰인다.

     ㆍ Apex should be large enough to produce a 20-30 degree cone 

discharge but should not be so small thst a "rope" discharge exit.

    

3.  MAINTENANCE

   ㆍ Model : PC_1.0

   ㆍ Housing : SS, Mild Steel

   ㆍ Inlet Head : Aluminum Oxide, Urethane

   ㆍ Cone Section and Apex : Aluminum Oxide(99.5%), Urethane, Gum 

Rubber-Apex 

4.  Common Problem and Solutions

    Problem 1. 매우 거친 고체입자가 Overflow 될 때

    Solution 1. 정상적인 경우 Apex 출구가 너무 좁기때문이며 출구 노즐 사이

즈 Cut-off 후 갈아준다.

   

    Problem 2. 사이클론 압력강화 현상이 심하다.

    Solution 2. Sump 일정준위가 유지되지 않았거나 Slurry에 공기가 유입되었

다. Sump로 공급되는 Feed Volume이 적을 경우 Pump에 공동

화 현상이 발생하며 사이클론의 압력강화는 매우 Erratic해 진

다. 펌프의 속도를 조절하여 Sump의 준위를 일정하게 유지하야 

준다.

    Problem 3. 분리되는 정도가 미세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Solution 3. Dilution Water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상기 사항이 이미 선행

되었거나 또는 불가능할 경우 펌프속도를 증가시키거나, V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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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er 지름을 적게하여 사이클론의 압력강화를 증가시켜준다. 

    Problem 4. Underflow가 너무 심하게 희석되었다.

    Solution 4. Apex is too large. Decrease the apex diameter until a 30 

degree cone discharge is obtained. do not decrease the apex 

diameter to the point of "roping"the discharge. The adjustable 

apexes can be decrease by tightening the worm driven 

clamp.  

 

5.  Calculations

   5.1 Tonnage(용적톤수)

      ㆍ Solids : TPH = 
GPM Slurry × S.G. Slurry × % Solids

4      

      ㆍ Slurry : 
TPH Solids
% Solids  

   5.2 Pulp Specific Gravity

      ㆍ S.G. Pulp = 

100 × S.G. Solids × S.G. Liouid
100 × S.G.Solids - % Solids (S.G.Solids - S.G.Liquid)

   5.3 % Solids in Pulp :

      ㆍ % = 
TPH Solids
TPH Slurry

 × 100

   5.4 Gallons per minute :

      ㆍ GPM Slurry = 
TPH Solids×4

S.G. Slurry × % Solids

   5.5 % Solids by Volume  

      ㆍ = 
% Solids by Weight × S.G. Pulp

S.G. Solids

   5.6 
GPM

One TPH Solids
=

4
% Solids×S.G.P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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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ster 

1. Operational Troubleshooting 

  1.1 가장 중요하게 검사하여할 점은 압력강화이다. 

    •정상운전중 정상준위보다 1″(25mm)이상의 압력강화가 증가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이는 Plugging 형상이므로 Spray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상준위

로 가동될수 있도록 Mesh 세척를 실행한다.

    •정상운전준위보다 압력강화가 감소되는 경우 Shutdown 동안 설비의 부

식에 의한 Gaps, Hole, Void 발생 상태 및 Mesh의 손상여부를 검사하여

야 한다. 상기 검사수행후 변화가 없을때는 M.E를 교체한다.

  1.2 두 번째로 중요하게 검사하여야할 점은 효율이다.

2. 운전중 Demister 측정항목  

  2.1 Reduced wire diameter 

    •부식에 의함 : 25%이상으로 Wire 지름이 감소될 경우 교체

 

  2.2 Holes in the Demister 

    •부식, 부분침식, Process upset, 비정상유체 흐름은 Mesh에 손상을 일으

키며 Demister를 통과하는 Vapor의 Channeling 형상을 유발한다.   

 

Reheater 

1. General

  •Heater Nameplate상에 표시된 수치와 일치되는 전원, 전압, 주파수를 연결

하십시오

2. Operation 

   과도한 전압은 Heater의 생명을 단축시키므로 Stamp에 규정되어 있는 전압

을 사용한다.



- 168 -

3. Maintenance 

  •교체 및 검사전 Heater의 전원라인은 Disconnect.

  3.1 정기적으로 Terminal 및 Teminal Cover 및  빠른 열분산, 좋은 전기적상

태를 유지하기위해 부식정도를 검사하고 청소한다.

  3.2 Check for loose terminal Connections  

Electrode drive 

Control

1.  전극 제어 시스템

 전극구동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운전원의 명령에 따라 전극을 이동시킨다.

  ∙ 이동시퀀스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운전을 한다.

    전극제어시스템은 stepper motor에 연결된 스텝 모터드라이브로 전

극시스템을 제어한다. 제어콘솔의 2개 OSC(operator control 

stations)이 제어실외부의 소형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러(PLC or 

SLC)와 명령요구, 응답 및 감시자료을 처리하기 위하여 통신을 주고

받는다. PLC 처리장치는 OCS명령요구와 자체 내부프로그램에 따라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하여 stepper 모터를 구동시킨다. 수동에 의한 

전극제어패널은 OCS 고장시 PLC에 명령을 처리한다.

2.  세부설명 

2.1  OSC(operator  control  station)

    •콘솔에 2개의 OCS가 장착되어 있으며, 각 OCS는 인터페이스카드, 

17"인치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로 구성된 PC로 구성된다. 

    •OCS는 window NT 및 워크스테이션상에서 구동되는 Bridge 

VIEW man-machine 인터페이스를 운 한다. 네트워크을 위한 

Ethernet카드와 PLC 통신을 위한 Allen-Bradley Data Highway 

Plus카드가 OCS에 설치되 있다. 또한 전원상실시 운전을 위하여 

UPS가 설치되 있다.

    •용융로 제어 Bridge VIEW 프로그램은 운전원이 PLC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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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환기의 온도와 압력 및 위치를 감시하고, PLC 커맨드를 

내려 전극, 파쇄기, 주입기, 탭퍼, 모터, 펌프 및 밸브를 제어하기 

위한 자동제어시퀀스를 구동시킨다.

    •Bridge VIEW 프로그램은 운전원이 명령을 내려 전극을 4개 방향

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각 전극은 상하나 회전이 가능하다. 운전

원은 OCS에서 시퀀스프로그램을 구동시켜 전극의 아크를 발생시

키며, 슬래그나 금속용융물을 인출하며, 전극소모를 보상하고, 용

융로를 운전 정지시킨다.

  2.2   수동전극제어패널

      제어실에 수동전극제어패널은 동시 이중 OCS의 동시정지의 경우 

전극을 움직이기 위한 연결스위치를 포함하고 있다. 수동전극패널은 3방

향으로 자체 축중심 운전스위치를 가지고 있다.

- 전극 1 translation(on/off/down)

- 전극 1 rotation(clockwise/off/counterclockwise)

- 전극 2 translation(up/off/down)

- 전극 2 rotation(clockwise/off/counterclockwise)

2.3  Allen-Bradley PLC

  Allen-Bradley SLC 5/04 처리장치는 제어실외부의 전원공급실에 위

치하며, 10개 슬롯 새시의 1곳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 Flex I/O 네트워크검색

- 전극구동과 탭퍼(tapper)를 위한 stepper 모터를 제어

- 온도계와 수동제어스위치 기록

- 펌프와 모터 및 밸브를 작동

  2.4  stepper  모터 구동

   축방향이동을 위한 스탭모터가 스탭모터 드라이브에 연결되어 스

탭퍼(stepper) 제어 모듈에서 발생하는 시간응답펄스를 quadrature 펄스

로 변형하여 모터를 구동시킨다. 총 4개의 stepper모터 드라이브가 전극

제어시스템을 위하여 사용되는 데, 2개 stepper모터는 tapper용으로, 2개

는 용융준위감시시스템을 위하여 사용된다.

  2.5  유지관리

   전극제어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일상교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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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F에 따른 유지관리가 필요 없도록 설계되었다. 구성요소가 이상이 

있을 경우, 대부분 컴포넌트는 산업 및 제작표준이므로 각 컴포넌트가 

쉽게 교체될 수 있다.

Allen Bradely 계통도  

Shredder, 

Feeder

PLC

↔
CEM 

PLC
↔

MAIN 

PLC
↔

Control 

Computers(2) 
↔ USER

↑

Rad
Electrode

Drive
Flex I/D

Manual Push 

Button Panel

↑

Field Instrumentation.

Flaw meters.

Pressure Transducers.

pH Transducer.

Thermocouples.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3110/2005

제목 / 부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고화시험시설의 활용방안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저자)
 오원진 / 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부

연구자 및 부서명
 최왕규, 정종헌, 원휘준, 송평섭, 민병연/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부

 박현수/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정경기, 윤경수/원자력방호부

출 판 지 대  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 행 년 2005년 10월

페 이 지 170 p. 도    표 있음(○), 없음(  ) 크    기 210×297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비 여부  대외비(   ),  __ 급비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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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고화시험시설은 가연성폐기물은 물론 토양, 콘크리트 등의 비금속 비가연성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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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잡고체 폐기물의 처리에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의 시

스템으로 일정 규격의 금속성폐기물의 감용 및 재활용을 위한 금속폐기물 용융제염 기

술개발 연구 및 실증시설로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유리고화시험시설을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금속성 해체폐기물 용융제염 기술개발 연구에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 

및 시설 변경에 따른 인허가를 완료하 으며, 실험실 규모로 금속폐기물 용융장치를 설

치하여 다양한 종류의 금속성 폐기물에 대한 용융제염 특성을 실험할 계획이다. 

  금속성 해체 폐기물의 감용 및 재활용에 대한 경제성은 처분단가가 점차적으로 높아

지는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당면한 연

구로 해체사업 및 우라늄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속성 해체폐기물

의 감용 및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시설 및 연구소 내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리에 본 

시설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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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eries of maintenance and repair work for normalization of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was completed successfully to develop the waste treatment in high 
temperature and melting technology.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treatment of combustible 
and non-combustible wastes produced at the KAERI site is technically feasible in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which is designed to be able to treat various kinds of 
radioactive wastes such as combustible and non-combustible wastes including soil and 
concrete. The vitrification test facility can be used as the R&D and the technology 
demonstration facility for melt decontamination of the metallic wastes which have a fixed 
specification. The modification of the RI storage room in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and the licensing according to the facility modification were completed 
for the R&D on melt decontamination of dismantled metallic wastes which is carrying out as 
one of the national long-term R&D projects on nuclear energy. The lab-scale melt 
decontamination apparatus was installed in modified RI storage room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lt decontamination will be examined using various metallic wastes. It is expected that 
the economical feasibility on the volume reduction and recycle of metallic wastes will be 
escalated in the present situation when the unit cost for waste disposal has the tendency to 
grow up gradually. Therefore, the pilot scale vitrification demonstration facility can be used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volume reduction and recycle of the metallic wastes 
generated from on-going projects on the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s and the 
environmental restoration of uranium conversion plant, and for the treatment of radioactive 
solid wastes produced at the KAERI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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