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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의 95 % 이상을 수입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 확보와 환경보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을 통해 고 방사선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된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이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 중이다. 탈피복 장치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사용후핵연료봉에서 UO2 펠릿을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본 기술보고서는 기존의 탈피복 방식별 기술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에 적합한 탈피복 방식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크게 화학적 방법과 기

계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기계적 탈피복 기술

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술하 다. 우리는 공학 규모의 탈피복 장치를 개발했

으며, 검증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평가하 다. 본 기술보고서는 Scale-up 

장비와 기술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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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ur country's energy consumption is increasing day after day even 

though it relies on imports for more than 95 percent of its energy needs. 

In this circumstances, the atomic energy is a promising alternative to 

solve the problem of an energy security and an environmental 

preservation simultaneously. However, nuclear power produces spent fuel 

which is a highly radioactive waste. For a reliabl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pent fuel, the ACP(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is being developed at the KAERI. As a first state 

equipment of the ACP, a decladding machine is used to separate spent 

fuel rod into the UO2 pellets and hulls.

  This technical report aims to analyze existing decladding methods, and 

then, find a suitable decladding mechanism for the ACP. Many studies on 

the decladding of spent fuel can be categorized two approaches: chemical 

approach and mechanical one. In this report, we concentrated on the 

mechanical decladding approach. We developed engineering scale 

decladding device(20 kgHM/batch) and evaluated the performance through 

the verification experiments. We expect that this technical report helps in 

developing a scale-up equipment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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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사용후핵연료봉의 탈피복 일환으로 사용후핵연료봉으로부터 UO2 Pellet과 

Hull을 분리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탈피복 방법

에는 기계적 및 화학적 방법과 습식 및 건식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기계

적인 방법은 Stainless steel clad oxide fuels, Nuclear fuel elements, Inchas 

fuel, Rolling-straightener technique, Pyroprocessing based reprocessing에 

의한 LWR 연료를 사용하여 탈피복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Stainless steel clad oxide fuels을 사용한 탈피복은 LWR 혹은 LMFBR 

산화 연료에 적용되는 기계적 탈피복관 제거 방법을 기술한 것으로, 피복관

으로 부터 연료 분말을 분리하기 위해 연료봉을 절단한 후 분쇄하고 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33,000∼50,000 MWd/t 범위의 조사후 연료봉에 적용하여 만

족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방법은 피복관의 재질에 향을 받

지 않으며, 분리된 연료 분말은 수용액 또는 비수용액 공정으로 공급된다. 

공정 원리는 연료봉 절단 후 Ball mill에서 충격을 가함으로서 산화 연료를 

분쇄하여 분리된다. UO2에서 U3O8으로의 산화 공정은 400∼500 ℃에서 산화

되는 것이다. 

  Nuclear fuel element를 사용한 탈피복 방법은 핵연료의 부식 및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을 방지하고 핵분열을 제한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마그네슘, 

지르코늄 합금 등을 피복관을 사용하 다. 기계적 탈피복 공정의 장점으로는 

다른 방식으로부터 생성되는 액상의 방사성 폐기물보다 취급 및 저장이 용

이한 고체상의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용해 조에 보다 많은 양을 충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해 속도를 증가시킨다. 기계적 탈피복 공정은 특히 단

순한 기하학적 구조 형태 및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 부과되는 힘(Stress)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핵연료의 경우에 사용 된다.

  Inchas 연료봉의 탈피복은 Inchas fuel를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피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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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복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 다른 형태의 연료봉 탈피복관에도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히 기술하 다. Rolling-straightener 기법에 의한 

탈피복관에 대해 이론적 및 실험적으로 연구도 수행하 다. 알루미늄 피복관 

내부에 서로 다른 물질을 충전하여 탈피복 실험을 한 결과 대부분 성공하

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취급이 단순하고 방사성 물질로부터 입자에 의한 오염

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길이가 긴 50 cm인 연료봉은 응력의 불균

일한 결과로 인해 실용성이 없는 결과를 얻었다. 

  Rolling-straightener 기술에 의한 기본 개념은 피복관에 변형을 주어 피복

관 내의 핵연료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 현황으로는 제한적이며, 1961

년 Flagg에 의해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틸, 지르칼로이-2 및 알루미늄-실

리콘 결합체 재질의 피복관내의 우라늄 금속 연료의 피복관 제거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 다. 1968년 Abdel-Rassoul et al,에 의해 알루미늄 피복관 내의 

UO2-Mg 연료의 피복관 제거도 수행하 다.

  Pyroprocessing based reprocessing plant에서 LWR 연료의 탈피복 방법은 

분해된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공정중의 첫 번째 단계로 UO2 연료

와 지르코늄 피복관을 분리하는 공정이다. 경수로 연료에 적합하고, 악티나

이드와 핵분열 생성물을 분리하는 공정과 호환성을 갖는 탈피복관 공정들의 

기술 현황을 기술하 다. 산화 핵연료와 지르칼로이 피복관의 제염을 위한 1

차 및 2차 분리에 관한 기술을 검토하 으며, 절단 공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금속 절단 기술에 대해서도 평가하 다. 탈피복관 공정의 선택 기준은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의 Actinide Recycle Program(ARP)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초우란(TRU) 원소의 회수율 >99.9 % 이며, 대부분의 

탈피복관 1차 공정 회수율은 98∼99.5 % 이다. ARP 공정은 약 5 %의 지르

칼로이 피복관의 물질이 존재하고 비정상 연료봉의 경우 ARP 공정에 직접 

투입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용량의 Scale-up용 

탈피복 시험용 장치에 대한 데이터를 도출하는데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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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Mechanical Decladding of Stainless 

Steel Clad Oxide Fuels

1. 요약

  LWR 혹은 LMFBR 산화 연료에 적용되는 기계적 탈피복관 제거 방법을 

기술하 다. 피복관으로부터 연료 분말을 분리하기 위해 연료봉을 절단한 후 

분쇄하고 충격을 가한다. 33,000∼50,000 MWd/t 범위의 조사후 Rapsodie 연

료봉에 적용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이 방법은 피복관의 재질에 향을 

받지 않으며, 분리된 연료 분말은 수용액 또는 비수용액 공정으로 공급된다.

2. 개요

  - 고속 중성자(UO2 + PuO2) 또는 경수(UO2) 원자로에 사용되는 연료는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지르칼로이 피복관을 이용한다. 

  - 조사후 연료의 첫 번째 공정은 산화 연료와 적절한 반응물(수용액 공정

에서의 질산, 불화물 휘발 공정에서의 불소, 열화학 공정에서의 용융 금

속 또는 용융염)과의 접촉 및 피복관을 분리, 제거함으로서 폐기물을 처

리한다. 

  - 수용액 공정에서는 핵연료 집합체를 절단하여 질산에 의해 산화물을 선

택적으로 용해한다. 

  - 건식 공정에서는 화학적 처리에 의한 피복관을 파괴하는데 지르칼로이 

피복관은 염화수소를 사용한다. 스테인레스 스틸 피복관은 불화수소를 

사용한다.

  - 산소 혼합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고온(600 ℃)에서 부식성이 매우 큰 문

제점이 있고, 불화 공정에 의한 우라늄 및 플루토늄 회수에 향을 미치

는 비휘발성 물질이 유입된다. 

  - 열화학 공정에서는 용융 금속(아연, 구리-안티몬 합금 등), 또는 직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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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으로 산화물 분리가 문제점 된다. 

  - 신속하고 완전 분리가 가능한 범용적인 탈피복관 기술의 개발로 작은 

조각으로 연료봉을 절단한 후 충격을 가함으로서 연료와 피복관을 분리

한다. 소결 연료를 균일한 분포의 분말로 변환한다. 이송이 용이하고 연

속적으로 반응기(용해조, 불화 공정 등)에 공급한다. 요오드와 같은 휘

발성 핵분열 생성물을 제거하는 휘발성 산화(Voloxidation) 공정에도 적

용된다. 탄화물의 연료 및 지르칼로이 피복관에도 적용된다.

3. 공정 원리

  연료봉 절단 후 Ball mill에서 충격을 가함으로서 산화 연료를 분쇄하여 

피복관 조각과 분리되며, UO2에서 U3O8으로의 산화 공정은 400∼500 ℃에서 

동시에 수행한다. 미세한 산화물의 분말은 찬 공기 혹은 더운 공기의 공압을 

이용하여 이송한다.

4. 시험에 사용한 연료

  - 모의 연료봉의 크기는 5.8 × L 400 mm 316 L 스테인레스 스틸 피복관

을 사용한다. 연료봉 내부에 Rapsodie 형태의 5.6 × L 10 mm 산화 우

라늄 38 펠릿을 사용한다.

  - 조사후 연료봉은 33,500∼50,000 MWd/t 범위의 조사후 Rapsodie 연료봉

을 사용하며, 크기는 5.8 × L 470 mm 316 L 스테인레스 스틸 피복관

(두께 0.45 mm)을 사용한다. 25.9 % 무게의 PuO2를 포함하는(U, Pu) 

O2 혼합물 연료로 5.7 × L 10 mm의 34개의 펠릿으로 연료봉 무게는 

135.6 g이 된다.

5. 절단

  최종 분쇄의 효율 및 신속성에 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인자로서는 절단 

길이(일반적으로 절단 길이가 짧을수록 신속하게 분리) 및 절단 부분에서의 

압착 정도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두 가지 형태의 절단 기술을 수행하려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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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빠른 속도(1회 절단/초)의 재단기 형태의 절단인 10 mm 길이로 절단

(절단되는 길이가 불규칙함)하고, 칼날은 피복관의 외형에 따라 경사를 줌으

로서 절단면의 압착을 최소화한다. 두 번째는 느린 속도의 회전 절단인 5∼

10 mm 길이로 절단하고, 절단 부위의 가장 자리를 약간 폐시킨다.

6. 모의 연료봉의 비연속 탈피복

가. 탈피복 장비

  탈피복의 장비로서는 Jar 분쇄기(180 × L 200 mm 스테인레스 스틸 Jar), 

및 볼의 낙하 높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6개의 봉을 균등한 간격으로 용접하

고 회전 속도를 60 rpm으로 한다.

나. 운전 방법

  운전 방법으로서는 절단 모의 연료봉을 충전하여 일정 시간 동안 운전하

고, 볼을 제거하고 연료봉 조각과 분말을 엉성한 채로 분리하여 채로 걸린 

분말을 무게를 측정하고 연료봉 조각은 각각 검사하고, 분쇄되지 않은 연료

를 회수하여야 한다. 탈피복 비율로서는 취급연료의 전체량에 대한 채로 걸

러 회수된 연료의 양 및 피복관에 부착되어 있는 매우 미세한 분말은 브러

시로 문질러 회수한다.

다. 결과

  표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게가 120 g인 φ 31 mm의 볼 12개의 경우

에 90개의 연료봉 조각을 분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 분이다. 무게가 270 

g인 φ 40 mm의 볼 10개의 경우에 100개의 연료봉을 조각 분리하는데 걸리

는 시간은 10 분이다. 연료봉 조각에 이산화 우라늄 잔류는 전체 이산화 우

라늄의 0.01∼0.1 % 이다.



- 15 -

표 2-1. Decladding of Simulated Needles in a Jar Crusher.

Charge 

Oxide+Clad

(g)

Crushing 

time

(min)

Characteristics of balls Decladding 

yield

(%)

UO2 

Adherent to 

clad(%)No. Mass(g)
Diameter

(mm)

200 15 12 120 31 100 0.01

250 10 10 270 40  97 0.1

7. 조사후 Rapsodie 연료봉의 탈피복

가. 탈피복 장비

  탈피복의 장비로는 모의 연료봉에서의 장비와 동일하나, 원격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연속 Screening(遮蔽) 수행은 Jar와 수집 용기의 접속 폐와 전기 

진동기에 의한 진동 용기이다.

나. 운전 방법

  운전 방법으로 하나의 연료봉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며, 회수된 UO2-PuO2 

분말의 무게를 측정하고, 피복관에 부착된 플루토늄의 양은 질산에 용해한 

후 화학 분석을 한다.

다. 결과

  조사후 Rapsodie 연료봉의 탈피복의 결과를 보면 30분 운전에 완전 분리

되며, 피복관에 부착된 산화물 분말의 분리 문제점으로는 채로 걸러는 시간

을 1시간 정도 연장하 을 경우에 피복관에 잔존하는 분말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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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Decladding of Irradiated Needles(33,500 MWd/t) in a Jar Crusher.

           (1 Needle per Test, 5 to 10 mm Long Fragments)

Crushing Time

(min)

Screening Time

(min)

Pu in 

Recovered 

Powder(g)

Pu Remaining

 on Clad(g)

Pu Loss

(%)

30 15 20,409  66.85 0.33

30  30
(a)

20,999 170.00 0.80

60 60 20,750 28.4 0.14

 (a) 15 Min After Separation of Powders.

8. 탈피복 연속 시험(모의 연료봉)

가. 장비

  탈피복 연속 시험(모의 연료봉)에 사용되는 장비는 일반 탄소강 재질의 구

역이 분리된 실린더 형태로 크기는 내경 200 mm, 길이 800 mm가 된다. 특

징으로는 연료봉 조각이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에 볼이 이동되지 못할 크기

의 입구, 인입구 및 수집 용기로 분쇄 분말의 회수를 위한 출구가 있어야 한

다. 또한, 먼지로부터 회전 부분의 보호를 위하여 Felt 패킹, 1.5 cv 모터, 회

전 속도 60∼160 rpm, 분쇄기의 경사도는 0∼15° 가 되어야 한다. 탈피복 연

속 시험(모의 연료봉)에 사용되는 장비는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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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ontinuous Crusher.

나. 운전 방법

  운전 방법으로는 분쇄기의 회전 중에 500 g의 절단 연료봉을 충전한다. 장

비의 체류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분쇄기로부터 처음 및 마지막으로 나오는 

시간을 측정하고, 회수된 연료의 무게를 측정함으로서 회수율을 산출한다.

다. 결과

  탈피복 연속 시험(모의 연료봉)의 결과는 표 2-3,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료봉 10 mm 길이 절단시 처음 주입하 을 경우에 회수율이 매우 

낮다(부적절한 Baffle의 배치로 인한 피복관이 분쇄기에 체류). 분쇄기 경사

도가 감소할 경우 회수율이 약간 상승(75 %) 되며, 체류 시간도 증가(1u 시

간), 회전 속도(60∼160 rpm)의 변화에는 향이 없다. 절단 연료봉을 주입함

에 따라 회수율이 약간씩 증가하나 100 %에는 미치지 못하고, 20회 주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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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완전 탈피복 된다. 연료봉 5 mm 길이 절단시 처음 주입하 을 경우에도 

회수율이 99.5 %, 400개의 절단 연료봉 중에 4개만이 적은 량의 충전 분말로 

잔존, 10 mm 절단의 경우(많은 양이 조각 형태)와 달리 분쇄된 분말 형태로 

된다.

표 2-3. Continuous Decladding in a Ball Mill.

Fragment 

length

(mm)

Slope of 

mill roller

(Degree)

Residence time(min) Total clad yield(%)

1st 

Fragment

last 

Fragment

1st 

Passage

2nd 

Passage

3rd 

Passage

4th 

Passage

10 2.5 0.75 15 65 76 78 81

10  0.75 1 20-25 74 81  83.5 86

10 0 1 45-60 75 83  87.5 89

 5 0 1 15  9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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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Decladding Yield in Continuous Mill as a Function of Number 

of Recyclings of a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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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화에 의한 탈피복(모의 연료봉)

가. 장비

  산화에 의한 탈피복(모의 연료봉) 장비는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완전 폐된 회전 가열로를 사용하며, 크기로는 직경 90 mm, 회전 속도 12 

rpm 이다. 분쇄 공정의 선택 전에 채택되었던 공정이며, 비교 분석을 위한 

시험을 한다.

450

Gas outletGas intake Floor

Roller

Entrainment
pinion

Furnace Rods

Tourning
joint

450

Gas outletGas intake Floor

Roller

Entrainment
pinion

Furnace Rods

Tourning
joint

그림 2-3. Rotating Furnace.

나. 운전 방법

  산화에 의한 탈피복(모의 연료봉)의 운전 방법으로는 약 300 g의 절단 연

료봉을 가열로를 가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과 함께 주입한다. 질소를 주입

하면서 가열로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며 회전하며, 일정 시간 동안 공기 혹

은 공기를 함유한 산소를 주입하고, 질소를 주입하면서 가열로의 온도를 하

강시킨 후 가열로를 개방하여 연료를 검사한다.

다. 결과

  산화에 의한 탈피복(모의 연료봉)의 결과는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험 번호 1은 10 mm 연료봉에 대한 제어 시험으로 가열하지 않고 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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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도 하지 않은 결과로 1시간 취급후의 회수율은 18 %가 된다. 시험 번호 

2(500 ℃, 질소 및 산소 같은 양 주입)의 회수율은 99.3 %(1 시간), 시험 번

호 3(다른 조건은 2번과 동일, 볼 제거)의 회수율은 97 %(1 시간), 시험 번호 

4(질소-산소 혼합 기체를 공기로 대체)의 회수율은 98 %, 시험 번호 5, 6, 7

(연료봉 절단 길이 25 mm) 100 %의 회수를 위해 3시간이 소요된다.

10. 조사후 연료의 탈피복

  조사후 연료의 탈피복은 원격 제어에 의한 기계식 탈피복 장비 제작 및 

시험을 한다.

가. 장비

  조사후 연료의 탈피복 장비는 그림 2-4∼7에서 보는 바와 같다. 500 ℃의 

공기 분위기에서 분쇄가 수행되도록 설계하 다. 저속에서 절단 속도(6초에 

1회 절단)의 회전 절단에 의해 5∼10 mm의 길이로 절단, 공압 모터에 의해 

작동되고 전기적으로 가열되는 Ball mill(φ 200 × L 400 mm), 출입구는 원

격 제어에 의해 연결되는 흑연 회전 연결자를 이용하여 폐, 장비는 한쪽 

끝에 고정된 수평축 주위를 회전한다.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필터를 내장

한 Cyclone이며, 크기는 φ 150 × H 400 mm 이다. 연료 분말 회수는 그림 

2-4∼6에서 보는 바와 같다.

Turning  joint Axis  of  swing

Furnace

Sleeve  with
turning  joint

Filter  plug

Cyclone

Remote  control  connec

Pneumatic  motor

Duct

Furnace

RodsRoller

Remote  control  connection

Air entrance

Air exit

Turning  joint Axis  of  swing

Furnace

Sleeve  with
turning  joint

Filter  plug

Cyclone

Remote  control  connec

Pneumatic  motor

Duct

Furnace

RodsRoller

Remote  control  connection

Air entrance

Air exit

그림 2-4. Remote Control Crusher used in At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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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g  90o

40  Balls4  Slopes

Rotation  on  pinionRotation  on  roller

Swing  90o

40  Balls4  Slopes

Rotation  on  pinionRotation  on  roller

그림 2-5. Detail of Remote Handling Crusher used in Attile.

그림 2-6. Remote Handling Crusher before Introduction into the Attile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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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Remote Handling Crusher in Vertical Position.

그림 2-8. Remote Handling Rotary S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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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 방법

  조사후 연료의 탈피복 운전 방법으로 Mill이 수직으로 위치할 때 연료봉을 

주입하며,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수평 방향으로 회전한 후 공기 주

입 관과 Cyclone에 연결하고, 60 rpm으로 회전하며 일정량의 공기를 주입한

다. 가열하며 시험할 경우의 산화 주기는 10분간 적은 속도(0.9 cm/sec) 및 

2분간 높은 속도(3.5∼8.9 cm/sec)로 수행한다.

표 2-4. Decladding in Rotating Furnace in Oxidizing Atmosphere

(Simulated Rapsodie Needles)

Test No. 1 2 3 4 5 6 7

 Fragment length (mm)  10  10  10  10  25  25  25

 Fragment mass, oxide+clad (g) 181 250 250 250 307 309 302

 No. of balls  25  25 - -  25  25  25

 Duration of test (hr)   1   1   1   1   1  20  20

 Temperature (℃)  25 500 500 500 500 500 500

 O2 flow (liters/hr) - 200 200 - - - -

 N2 flow (liters/hr) - 200 200 - - - -

 Air flow (liters/hr) - - - 400 400 400 400

 Clad yield (%)  18 99.3  97  98  52  80 100

 Oxide remaining in fragment (g) - - - - 73.5  16 -

 Total mass of oxide recovered (g) 57.7 160.5 151.3 163 141 198 214

 Total mass of oxide recovered (%) - - - - 65.5 9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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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조사후 연료의 탈피복 결과는 조사전 UO2 연료봉과 조사후 Rapsodie 연료

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 2-5, 그림 2-9∼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조사전 UO2 연료봉

  연료 1 kg을 장전(10 mm 길이, 400개의 연료봉)하고, 가열하지 않는 경우

는 평균 탈피복 속도 140 g/hr (50∼300 g/hr), 분쇄 연료는 7 cm/sec 선속

도의 공기에 의해 이송, 비말동반 되는 분말의 96 %는 Cyclone에서 회수되

며 나머지는 필터에서 회수, 피복관 조각은 15 cm/sec 선속도의 기체에 의해 

이송, 분말 입자 크기는 100 μm이다. 500 ℃에서 산화시 평균 탈피복 속도는 

430 g/hr, 볼의 유무는 큰 향을 미치지 않고, 피복관에 부착되는 분말의 양

은 5 %, U3O8의 공압 이송이 불가한 관계로 공정 채택이 불가능하다.

2) 조사후 Rapsodie 연료봉

  처음 10개의 조사후 연료봉(50,000 MWd/t)은 모의시험 3번과 같은 조건으

로 수행하며, 결과는 양호하고 산화물(U, Pu) O2는 완전 회수된다. 회수된 

산화물의 양에 대한 피복관의 회수 비율은 101.5 %(불순물의 포함이 원인), 

불순물은 볼로부터의 철, 피복관의 폐기금속 및 산화층, 절단시 불순물이 유

입되며,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복관을 질산에 용해함으로서 분석된 

산화물의 손실 량은 0.001 %, 조사전 및 조사후 연료의 입자 크기 분포는 거

의 유사하며, 이는 그림 2-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사후 연료의 평균 탈피

복 속도는 220 g/hr >조사전 연료이며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두 번째 

12개의 조사후 연료봉(35,000 MWD/t)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회수되는 분말

의 무게를 측정하며, 표 2-7과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다. Cyclone에의 

분말 누적으로 최종 150 분간은 무게의 측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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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Tests on Decladding of Simulated Needles in the Remote 

Handling Crusher(10 mm fragments).

Test No. 1 2 3 4 5

Temperature (℃) 20 20 20 500 500

No. of balls 25 50 40 40 0

Diameter of balls (mm) 30 30 40 40 -

Length of operation (min) 97 80 300 115 115

Charge - No. of fragments 396 393 400 396 401

         - Mass total (kg) 1,022 1,022 1,022 1,022 1,022

Powder elutriate flow (m
3
/h) 4 8 8 4-10 10

 Flow for oxidation (m
3
/h) - - - 1 1

Yields Empty clads (%) 41 42.5 97.2 100 100

UO2 emptied (%) - - 99.4 100 100

UO2 elutr (%) - - 97.7 45 2.8

Efficiency of cyclone (%) 98.7 95.8 90.7 - -

표 2-6. Impurity Content of Powder obtained after Crushing 

Irradiated(50,000 MWd/t) Rapsodie Needles.

Impurity Fraction mass (%)

Fe

Ni

Cr

Mo

Ru

Zr

Eu

La

Ca

Sr

Ba

0.4

0.1

 0.05

 0.12

 0.06

0.6

 0.07

 0.27

Traces

Traces

T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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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Decladding Rate as a Function of Time (Remote Control Crusher, 

12 Rapsodie Needles Irradiated to 35,000 MWd/t).

Decladding tim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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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of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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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Amount of Oxides Declad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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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Granulometric Distribution of Oxide Powder.

11. 미리 분쇄된 모의 연료봉의 탈피복

  미리 분쇄된 모의 연료봉의 탈피복은 Ball mill에 투입하기 전에 충격 분

쇄기를 추가하여 기계적인 탈피복 방법으로 공정을 개선한다.

가. 원리

  미리 분쇄된 모의 연료봉의 탈피복 원리는 충격 분쇄기를 통과하는 동안

에 피복관 내부의 산화물을 분쇄한다.

나. 장비(Moritz company)

  미리 분쇄된 모의 연료봉의 탈피복에 사용되는 장비는 탄소강 프레임에 

부착된 장비중 한 개는 고정되고, 다른 한 개는 움직이는 특수 금속 망치를 

사용한다. 고정된 망치는 Guide wheel에 의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

동 망치는 Guiding wheel까지 연장되는 분쇄기 축에 부착된 봉의 진동 스프

링에 설치한다. Guide wheel은 풀리 역할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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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의 사양을 보면 L 840 × W 560 × H 560 mm, 무게 460 kg, 인입구 

50×150 mm, 축의 회전 속도는 350 rpm, 처리 용량 100∼300 kg/hr가 된다.

다. 결과

  미리 분쇄된 모의 연료봉의 탈피복 실험 결과를 보면, 양 끝단을 단순 압

착한 스테인레스 스틸 피복관 내에 하나 혹은 5∼6개의 UO2 펠릿을 장착한 

모의 연료봉으로 시험을 하 다. 여러 가지 직경의 분쇄 조각을 비교한 결

과, Bail mill에 투입하기 전 미리 분쇄한 경우에 탈피복 속도가 매우 증가하

다. 피복관의 길이가 길고 직경이 큰 경우에도 가능성이 제시되며, 표 2-8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는 경수로 연료의 경우에는 70 mm 길이의 경우에

도 탈피복 공정의 수행이 가능하며, Rapsodie 연료의 경우에는 충격 분쇄기

와 Ball mill을 함께 도입한 연속 공정의 경우에 25 mm의 조각은 20∼30 

kg/hr(500∼700 kg/day)의 산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표 2-8. Decladding of Pre-crushed Simulated Needles(Jaw Crusher, Ball 

Mill, Decladding Rate Expressed as Number of Fragments Emptied per 

Hour).

Diameter of 

fragments (mm)

Length of 

fragments (mm)

Decladding rate

Without crushing After crushing

6.7

6.7

6.7

14

14

14

10

25

50

40

50

70

324

9

0

0

0

0

1,200

279

90

36

3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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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론  

  연료봉을 절단하고 산화물 분쇄에 의한 스테인레스 스틸 피복관의 탈피복 

공정은 탈피복 속도 및 회수율에 있어 만족하는 결과를 갖는 간단한 공정으

로 평가되었다. Rapsodie 조사후 연료봉(33,500∼50,000 MWd/t)의 시험 결

과, 핵분열 물질의 손실은 0.1 %로 매우 적었다. 산화 분위기에서의 취급 공

정은 UO2 펠릿의 분말로의 변환 속도는 증가되었다. 탈피복과 휘발성 산화

(Voloxidation)에 의한 취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피복관의 연료 부착 및 공압 이송의 난점 때문에 그다지 만족할 만한 

공정은 아니다. 연료봉을 미리 분쇄함으로서 특히 경수로 연료의 경우에 공

정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실험 장비를 사용하여 모의 Rapsodie 연료

봉을 하루에 산화물 500∼750 kg의 처리가 가능하 다. 모든 시험은 집합체

가 아닌 해체된 연료봉을 절단하여 수행함으로서 연료 집합체의 해체 기술

이 요구되며, 경수로 연료가 아닌 작은 용량의 고속로 연료에 적용된다. 한

편 집합체의 절단의 경우에 시험이 요구된다. 표준 기계적 방법에 근거한 시

험을 수행함으로서 피복관 특성 및 공정 기법에 향을 받지 않으며, 

Marcoule pilot plant와 같은 큰 용량의 고속로 연료에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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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Mechanical Decladding of Nuclear Fuel 

Element

1. 개요

  핵연료의 부식 및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을 방지하고 핵분열 중의 연료 증

식을 제한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마그네슘, 지르코늄 합금 등을 피복관으로 

사용하 다. 화학적 재처리 전의 탈피복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

며, 피복관으로 인해 공정 속도 및 핵분열 생성물의 회수 효율이 낮아지고 

공정 시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화학적 탈피복 

공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재처리 공정에서 화학 

물질의 사용량 및 폐기물의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

2. 탈피복 공정의 종류 및 장․단점

  탈피복 공정의 종류로는 화학적 및 기계적 탈피복 공정과 화학적 및 기계

적 방법을 조합한 절단-추출(Chop-leaching) 공정이 있다. 기계적 탈피복 공

정의 장점으로는 다른 방식으로부터 생성되는 액상의 방사성 폐기물보다 취

급 및 저장이 용이한 고체상의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용해 조에 보다 

많은 양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용해 속도를 증가시킨다. 소듐 또는 소듐-

포타시움 합금 등과 같은 액체 금속과 결합된 연료의 경우에도 화학적 방식

에서 상존하는 폭발 위험 때문에 기계적 탈피복 공정이 적합하다. 고온 고속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피복관 재질은 Niobium, Inconel, Nichrome 및 일정 형

태의 철강이 사용되며, 이는 화학적 탈피복 문제를 복잡하게 함으로서 기계

적 탈피복이 선호된다. 기계적 탈피복 공정은 특히 단순한 기하학적 구조 형

태 및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 부과되는 힘(Stress)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핵연료의 경우에 사용된다. 단점으로는 기계적 탈피복 공정은 물질의 

시험 원자로에 사용되는 복잡한 형태의 연료 및 피막을 입힌 입자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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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3. 기계적 탈피복 공정의 상용시설 국가

  국에서는 Magnox 핵연료와 고속로에 사용되는 Niobium 및 스테인레스

강 피복관에 대해 상용시설 규모로 수행하 다. 프랑스는 G-1, G-2, G-3 핵

연료에 대한 기계적 탈피복 시설이 Marcoule에서 운전하 다. 미국은 화학

적 방법이 선호되고 있으나, 액체 금속과 결합된 연료의 기계적 탈피복 공정

은 Argonne 및 Oak Ridge National Laboratories에서 개발하 다.

4. 기계적 탈피복 방법

  핵연료의 기계적 탈피복 방법은 재처리 공정에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적 법과 Chop-leaching 방법보다 선호하고 있으며, 기계적 탈피복의 주

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기술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Pressing 기술은 특수

한 Die를 통한 Pressing으로 핵연료를 피복관으로부터 제거한다. Slitting 또

는 Cutting 기술은 Hacksaw, Abrasive disc 또는 Milling cutter를 사용하 

여 핵연료를 자른 후 피복관을 벗겨내는 방법이다. 피복관 변형 기술은 

Rolling 또는 Hydraulic pressing을 이용하여 피복관을 반경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이다. 다른 기술과 아울러 주요 기술은 방사선 오염을 최소화하고, 용이

한 가동과 유지 보수에 기초하여 검토되고 평가되었다. Roller straightening

은 가동 및 방사선 안전성 관점에서 볼 때 아마도 간단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저속 길이 방향으로 피복관 절단과 

절단된 피복관을 벗겨내는 기구의 결함에 기초를 둔 탈피복 기술은 많은 경

우에 적합하다. 특히 기계적 탈피복 공정은 기계적 전처리 공정 중에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처리 공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수납 공정

  - 수송용기로부터 핵연료 집합체의 출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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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장     

  - 각각의 연료봉을 얻기 위한 양쪽 끝단 판 및 구조물의 절단에 의한 해

체 공정

  - 짧은 조각으로의 절단 공정

  - 대기 저장

  - 용해조 충전 공정

  압착, 피복관 세로 방향으로 찢기(Slitting) 또는 절단, 변형 등의 다양한 

기계적 방식에 의해 피복관을 제거할 수 있으며, 서로 혼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Receiving
Unloading

and
Storage

Sawing Disassembly

Dissolving
Surge

Storage
Decladding Shearing

Spent fuel
elements

To solvent
extraction

Receiving
Unloading

and
Storage

Sawing Disassembly

Dissolving
Surge

Storage
Decladding Shearing

Spent fuel
elements

To solvent
extraction

그림 3-1. Simplified Flow Sheet Illustrating Head-End Mechanical 

Processing Operations.

가. 압착(Pressing) 기술

  다이(Die)와 압착 피스톤(Pressing piston)을 사용하여 피복관 내의 연료를 

압착, 어냄으로서 핵연료와 피복관이 분리되며, 이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3-2와 같다. 다이의 단면적은 피복관으로부터 핵연료가 쉽게 분리되도록 핵

연료 단면적보다 약간 크며, 피스톤의 단면적은 다이를 통하여 압착되는 핵

연료의 단면적보다 작다. 이 기술은 적절한 기계적인 개량을 통하여 다른 형

태의 다양한 핵연료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피복관 재질은 알루미늄



- 33 -

(두께 1.5 mm), 이산화우라늄-마그네슘 요업 합금 연료봉(직경 7.2 mm)의 

경우에 용이하게 탈피복되었으며, 피복관 내벽은 깨끗하고 외관상으로 UO2

가 없었다. 이 기술은 기계적으로 결합된 핵연료봉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

나 금속학적으로 결합된 핵연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ORNL)에서는 슬롯을 통해 연료봉을 압착함으로서 연료

와 마개를 제거하 다. 마개 두께의 불균일성 및 연료봉의 팽창으로 인해 피

복관 및 마개에는 적은 양의 우라늄이 함유되었다. 열 변화의 주기를 갖는 

연료봉의 경우에는 연료봉의 팽창으로 인해 직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계적 탈피복 공정은 적용할 수 없다. Dabernard와 Guilloteau에 의해 제안

된 기법은 압착을 위해 연료봉을 설치한 후에 피복관을 세로로 길게 절단함

으로서 연료 제거 시에 가해지는 힘을 줄일 수 있다. 한편, Challender와 

Knights에 의해 설계된 장치에서 피복관과 연료 사이에 원형의 Die에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탈피복 공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초기 절단 시

에 연료봉의 구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봉과 다이의 중심을 일치시키

는 특수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 3-2. Simple Die for Decladding Fuel Slugs by P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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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utting 및 slitting 기술

  Cutting 및 slitting 기술은 Hacksaw, Bandsaw, Rotating cutting wheel, 

Straight moving or stationary milling cutters에 의해 서로 반대편의 양쪽 

지점 혹은 그 이상의 지점에서 길이 방향으로 피복관을 절단하는 방식이다. 

그림 3-3에서와 같이 피복관의 분리는 쉽게 이루어지며, 이와 유사한 다른 

방법의 개략도는 그림 3-4에 예시한 바와 같이 길이 방향으로 절단된 연료

봉에 연료의 단면적과 같은 특수 공구를 어 넣음으로서 금속학적으로 결

합된 피복관과 연료를 분리한다. 국에서는 120° 방향으로 스프링에 장착된 

세 개의 회전 절단기에 연료봉을 통과시킴으로서 기계적 탈피복 공정을 수

행하며, 연료를 관통하기 직전에 절단을 중단한다. 세 부분의 피복관 표피는 

바나나의 껍질을 벗기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거되며, 이 공정은 수중

에서 수행된다. 프랑스의 Marcoule에서 사용하는 G-1, G-2. G-3 연료봉은 

피복관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통해 어 넣어 연료봉의 길이 방향으로 피

복관을 길게 절단하는 회전 절단기에 의해 탈피복 공정을 수행한다. Oger에 

의하면 피복관과 분리된 핵연료 물질에는 피복관 재질의 성분이 거의 포함

되지 않았으며, 이 역시 피복관을 길이 방향으로 절단함에 있어 세 개의 회

전 절단기를 사용한다. Freedman과 Raynot에 의해 설계된 탈피복 장치는 

피복관 가까이에 설치할 수 있는 관(Tube)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설치된 두 

개의 절단기로 구성된다. 절단기는 피복관 만을 절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치 조정이 가능하며,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며 피복관을 두 조각으로 절단

한다. 피복관의 절단 및 추출을 수행하는 실험실 규모의 탈피복 장비가 제안

되었으며, 이는 그림 3-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절단 날(그림 3-6(a))에 부착

된 짧은 플러그로 구성된 특수 공구를 사용한다. 핵연료는 표에 수평으로 고

정되고, Plug-blade tool의 이동으로 인한 피복관의 절단 및 핵연료의 분리가 

동시에 수행됨으로서 공정 단계를 축소할 수 있다. Plug-blade tool은 

Hammad에 의해 플러그의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절단 날을 설치, 개선됨으

로서 길이 방향으로 피복관 절단 및 핵연료의 중심 찾기를 용이하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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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관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Plug의 정면에 원형 절단 공구를 연결

하 다. 이는 특히 연료와 피복관이 결합된 경우에 사용되며, 플러그의 단면

은 연료의 단면과 동일하다. Simon과 White는 EBR-II(실험 증식로, 

Experimental breeder reactor) 연료의 탈피복 장비를 개발하 으며,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중앙 축에 대하여 15o 기울어진 마디가 있는 세 개

의 로울러는 핵연료와 공구의 접촉을 위하여 핵연료를 회전시킨다. 피복관은 

공구와 로울러의 한쪽에 있는 높은 Edge 사이에서 일어나는 회전 전단에 의

해 핵연료로 부터 제거된다. Hammond와 Kelly는 Hanford 재처리 시설에서

의 탈피복을 위해 금속 절단톱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한 원형톱에 관하여 연

구한 결과, 작은 입자들이 매우 많이 생성되어 오염 문제가 발생되었다. 생

성되는 입자는 절단 날의 회전 속도에 비례함으로서 고속 절단은 적절하지 

못함이 밝혀졌으며, 절단 날의 마모 및 파손이 자주 발생하 다. 연마판에 

의한 절단은 더욱 미세한 입자를 발생시킨다. DOE는 미세 입자로 인한 오염

을 최소화하는 연마판에 의한 절단 장비를 개발하 다. 기어가 장착된 모터, 

축, 회전 연마판, 회전장치, 바이스, Can lever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속도

는 173 rpm으로 오염을 최소화한다. 절단이 완료된 후에 냉각수 및 방사성 

폐기물은 경화제를 첨가하여 고체상으로 처리한다.

그림 3-3. Dejacketing Die using Plows to Cut the Clad Longitud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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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d separation after pushing
the fuel through the tool Special tool Fuel element after clad slitting

Clad separation after pushing
the fuel through the tool Special tool Fuel element after clad slitting

그림 3-4. Clad Separation by forcing the Fuel Element in a Special tool 

after Clad Sl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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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Simple Laboratory Scale Decladding Machine using a Plug 

Blade Tool for Simultaneous Clad Cutting and Fuel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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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a). Plug Cutting Blade Working Tool used in Machine Shown, 

(b). Modified Work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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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Dejacketing Operation for EBR-II Fuel Elements Clad is 

Removed by Knurled Ro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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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복관 변형(Clad deformation) 기술

  피복관 치수를 핵연료에 대해 반경 방향으로 확장하여 분리를 쉽게 하는 

것으로, 이 기술에는 Roller straightener 기술과 Hydraulic pressing이 사용

된다.

1) Roller straightener 기술

  굴대(Mandril)에 근접 접촉되는 관의 나선형 압연 원리를 이용한 기술로 

연료봉은 회전 및 직선운동에 의해 지름 및 진행 방향으로 변형된다. Rotary 

straightening 장비는 구동(Working) 회전체 및 반대편의 피동(Idle) 회전체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회전체 사이로 연료봉을 투입할 시에 연료봉이 받

는 압력은 피동 회전체에 의해 조절된다. 연료봉의 전체 길이에 접촉시키기 

위해 구동 회전체 및 피동 회전체는 쌍곡선 형태를 가지며, 운전시의 회전체

의 배열은 그림 3-8과 같다. 압연시의 변형은 그림 3-9에서와 같이 피복관이 

먼저 변형된 후에 연료가 변형된다. 변형 정도는 Abdel-Rassoul 등에 의해 

유도된 다음 식에서와 같이 연료봉과 회전체 사이에 최대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의 용량, 회전체 형태, 회전체 재질에 관한 성질 등의 다양한 

인자에 의해 향을 받으며, 연료봉 및 회전체의 기계적 성질과 접촉 면적에

도 향을 받는다.

△r= c 1 [ (2r- t)t 2
c 2-{c 3

t 2

(2r-t)
} 1/2]

2

                             (1)

   c 1=
R+r
2Rr

   c 2=
TR⋅r

σ(L+a)Rcosθ

   c 3=
8σRr
π(R+r)

×[
1-μ21
E 1

+
1-μ22
E2 ]

  식 (1)은 모의 연료를 사용한 실험으로부터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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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er-straightener 기술은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틸, Zircaloy 2, 

Zircaloy 4, Inconel 등과 같은 다양한 재질의 피복관에 적용된다. 독일에서는 

알루미늄(두께 1.5 mm) 재질의 피복관 내부의 이산화우라늄-마그네슘 요업

합금 연료봉의 탈피복을 위해 상용의 Roller-straightener 장비를 사용하며, 

모의 연료와 분리된 후 알루미늄 피복관은 0.075 mm가 팽창되었다. 미국에

서는 연료봉의 탈피복을 위해 Mackintosh-Hemphill Rotary Straightener 

model AXY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Savannah River, ORNL, Hanford의 알

루미늄-실리콘 및 알루미늄 피복관 내의 천연 우라늄 연료는 다섯 번 통과 

후에 쉽게 탈피복 되었다. Sodium-potassium 합금의 경우에 연료와 피복관

의 결합 관계를 모사하기 위하여 직경이 15 mm이고 길이가 910 mm인 탄소

강 재질의 봉을 스테인레스 스틸로 피복한 모의 연료봉 역시 다섯 번 통과 

후에 탈피복 되었다. 핵연료 집합체의 격자(Spacer)를 모사하기 위해 직경 

0.8 mm의 스테인레스 스틸 선을 이용하여 모의 연료봉을 300 mm 간격으로 

하여 실험하 다. 실험 결과, 피복관의 팽창 및 연료봉 길이 방향으로 길게 

절단함으로서 탈피복 되었으며, Zircaloy-2 피복관 내부의 천연우라늄(직경 

9.2 mm, 길이 880 mm)의 경우에도 쉽게 탈피복 되었다. 조사되지 않은 이

산화 우라늄 펠릿(직경 9.2 mm, 길이 9.2 mm)을 포함하는 Zircaloy-2 피복

관은 두 번 통과 후에 파열되었으며, 펠릿은 부서지고 마개가 탈착 되었다. 

파열된 관의 표면은 이산화 우라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깨끗하

다. 연료와 피복관 사이에 알루미늄-실리콘의 금속학적 결합은 일반적으로 

압연 과정에 의해 분리되나 이러한 금속 결합이 강하면 연료봉이 변형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복관 원주 방향으로 흠집을 내면 탈피

복이 가능하며, 가스 포집을 위한 공간이 있는 연료봉의 마개를 제거할 경우

에도 사용된다. 압연 기법은 냉각이 부착된 핵연료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

다. 냉각 핀 절단기는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되었으며, 

그림 3-10에서와 같이 일련의 주름 및 압축에 의해 냉각핀을 잘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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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Arrangement of Working Roll, Idle Roll and Fuel Element in a 

Roller Straightener Machine.

RollsFuelClad

Before  rolling Clad  separation  during  rolling

RollsFuelClad

Before  rolling Clad  separation  during  rolling

그림 3-9. Clad Deformation During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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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ned fuel element First crimper Second crimper Third crimperFinned fuel element First crimper Second crimper Third crimper

그림 3-10. Series of Crimpers used to Crimp and Compress Fins in 

Finned Fuel Elements.

2) 유압 압축에 의한 피복관 변형

  피복관과 핵연료 사이에 High-flash-point mineral oil의 유압에 의해 피복

관은 팽창된다. Watson 등은 이 원리를 이용하여 Sodium 원자로 핵연료(직

경이 19 mm인 우라늄 연료, 직경이 20 mm이고 두께가 0.254 mm인 스테인

레스 스틸 피복관, Sodium potassium 합금 결합을 위한 핵연료와 피복관의 

사이 거리는 0.254 mm)에 대해 탈피복 연구를 수행하 다. 유압 압축에 의

한 탈피복 장비는 그림 3-11과 같으며, 시운전을 수행한 결과, 1,200 psi의 

유압에 의해 피복관 사이의 직경이 0.005 mm 팽창되었다. 이 기술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연료봉의 양쪽 끝단을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을 위한 회전 절단 

장비는 그림 3-12와 같다.

그림 3-11. Expansion of SRE Fuel Jacket by Hydraulic P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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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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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rt ends removed

Rotary cu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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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driving
supporting rolls
Motor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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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 cu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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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rt ends removed

Rotary cutters

Locating stop

그림 3-12. Removal of ends from an SRE Fuel Rod by Rotary Cutter ort 

Rolls are Rotated while Rotary Cutters Cut through Cladding Inert 

ends are Removed.

다. 수증기에 의한 탈피복

  Bader와 Evans는 Zircaloy-2 피복관과 금속 결합된 천연 우라늄 연료봉

(직경 9.5 mm, 길이 100 mm)의 탈피복을 위하여 수증기를 이용하 다. 피복

관의 여러 군데에 길이 방향으로 흠집을 내고 340∼380 ℃에서 수증기에 노

출시키면 지르코늄 피복관이 비틀리게 되어 우라늄 금속이 산화물로 급격히 

변환됨으로서 팽창 현상이 발생되며, 탈피복은 0.5∼3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술은 간단한 공정으로 실험실 규모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상용 장

비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라. 고주파 전류에 의한 탈피복

  조사후 핵연료 피복관에 고주파 교류 전류를 공급하면 연료의 온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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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피복관의 온도가 상승된다. 상승된 온도로 인해 피복관은 팽창되어 유연

하게 되어 피복관에 흠집을 내지 않아도 초음파를 이용하여 쉽게 연료를 분

리할 수 있다.

3. 평가

  핵연료 형태 및 운전조건의 다양함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용되거나 제안된 

탈피복 기술 및 장비는 매우 광범위하며, 고연소도의 핵연료의 취급에 있어

서 원격조작이 가능한 탈피복 장비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탈피

복 공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용이한 운전 및 보수, 원격 조작의 용이성, 방

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의 최소화 등과 같은 중요한 기준에 기초하여 여러 

기술이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Slitting 또는 Cutting 기술은 용이하게 가동

되고, 원격 조작될 수 있으나, 공구의 잦은 파손, 핵연료의 고정 및 절단 깊

이 조정의 어려움, 핵연료와 미세한 피복관 입자와의 분리 등이 문제될 수 

있다. Zr, U, Th 및 Mg 분말의 자연발화성으로 인하여 화재 및 폭발의 잠재

성이 있으며, 미세 입자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오염을 최소하기 위하여 미세 

입자의 적당한 포집, 여과 및 정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절단속도를 낮춤으로

서 입자 오염을 줄일 수 있으나, 기기 용량은 감소된다. 핵연료 길이 방향으

로의 낮은 속도에 의한 절단 및 적절한 탈피복 방식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

서 많은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냉각핀이 설치된 핵연료에 적합하다. 

미세 입자에 의한 오염과 화재 위험은 압착에 의한 탈피복 기술에서도 최소

화되어야 한다. 핵연료의 고정과 공구 파손의 문제는 없고, 운전, 보수 및 원

격조작이 용이하나, 이 기술은 조사에 의한 팽창, 금속학적 결합의 결과로 

인한 핵연료봉 치수의 불균일성이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Roller straightener 

기술은 운전 및 보수, 오염의 최소화 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단순한 기술

이며, 이 기술은 유동성이 있어 긴 핵연료봉에도 적용되고, 절단 공정을 최

소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의 적절한 개발에 의해 End-cap 절단 공정이 제거

될 수 있으며, 기계적 또는 금속학적 결합된 피복관 및 다양한 재질의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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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도 적용된다. 냉각핀이 존재하는 핵연료봉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으며, 

절단 및 주름 압축에 의해 냉각핀을 제거한 후에 적용될 수 있다. Roller 

straightener 기술은 조사후 핵연료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

어야 한다. 이 외에도 Hydraulic high pressing에 의한 피복관 변형 및 고주

파 교류 전류에 의한 탈피복 방법이 있다. 전류에 의한 피복관 가열에 의한 

탈피복이 관심을 끌고 있으며, 금속학적으로 결합된 핵연료에 대한 성능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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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Mechanical Decladding of the Inchas 

Fuel

1. 요약

  Inchas 연료봉의 기계적 탈피복관 연구를 수행하 으며, 다른 형태의 연료

봉 탈피복관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히 기술하 다. Inchas 연료

봉의 기계적 성질 및 금속학적 성질에 대하여 상세하게 연구하 다. 연구 결

과, 농축 U-235가 UO2 형태로 마그네슘에 분산되어 있는 Inchas 연료는 사

출 성형 또는 진동 압축 기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사료된다. 

Rolling-straightener 기법에 의한 탈피복관에 대해 이론적 및 실험적으로 연

구를 수행하 다. 알루미늄 피복관 내부에 서로 다른 물질을 충전한 각각의 

경우에 대한 탈피복관은 대부분 성공하 으나, 길이가 50 cm인 연료봉은 응

력이 불균일한 관계로 인해 실용성이 없는 결과를 얻었다. 제안된 추출 및 

절단 기법에 의한 연료의 탈피복관은 제한 조건 없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치의 적절한 설계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 다.

2. 개요

  연료봉은 기계적 및 화학적 방법에 의해 피복관과 연료를 분리한다. 사용

후핵연료의 재처리에 있어 기계적 탈피복관은 화학적 방법보다 실현성, 단순

성 및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기계적 탈피복관의 장점은 사용된 금속

의 제거, 화학공정의 배제, 액상의 방사성 폐기물에 비해 고체상의 방사성 

폐기물 취급의 용이성에 있다. 방사선 환경조건에서 사용되는 탈피복관의 방

법에는 Rolling-straightener, Shaving die, Abrasion disc, Milling cutter 

slitting 등이 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연료 물질들이 Rolling-straightener 장

비에 의해 성공적으로 탈피복관이 수행되었다. 이 기법은 금속 재질의 피복

관 길이 및 두께가 감소하고 연료봉의 회전으로 인해 직경이 증가하는 피복

관 재질의 크기 변화에 의해 탈피복관 공정이 수행됨으로서 연료 물질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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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관을 분리하며,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취급이 단순하

고 방사성 물질로부터 입자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모든 재질

의 피복관에도 적용된다. 알루미늄, 알루미늄-실리콘,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다양한 종류의 피복관 재질로부터 천연 우라늄 연료의 분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Zircaloy-2 피복관내의 UO2 펠릿은 분쇄되어 분말 형태로 탈피

복 되었다. 스테인레스 스틸 피복관 내의 UO2-ThO2 연료의 탈피복은 정량

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Die의 인입구와 압축 피스톤으로 구성된 Shaving 

die 장비에 의한 연료봉의 탈피복이 가능하다. Die 인입구의 단면은 연료 물

질이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연료봉보다 약간 큰 반면에 피스톤의 단면은 

Die 인입구를 통해 연료 물질을 압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료봉 보다 

작다. 이 방법은 상용의 왕복 운동 또는 유압에 의해 압축하며, 일반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연료봉 탈피복관에 적용하기 위한 기계적 보완이 어렵다. 산

업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탈피복관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 다른 탈피복관 

기술에서 취급할 수 없는 길이의 연료봉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입자의 의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연료 물질의 불균일성 및 사용되는 장비의 유용

성에 제한을 받는다. 절단 날(Abrasion disc) 또는 절삭 절단(Milling cutter) 

장비에 의해 피복관 옆면에 금을 냄으로서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을 제거한다. 

피복관의 양쪽 옆면을 길게 절단함으로서 피복관과 연료를 분리한다. 이 방

법은 얇은 피복관의 경우에 적용이 힘들며, 공구의 조작이 어렵고 사용후핵

연료 입자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가 어렵다.

3. Inchas 연료

  Inchas 원자로에 장전되는 연료 집합체는 각각 16 개의 연료봉을 포함하

는 4 가지 형태로 2 개의 알루미늄 격자와 적당한 크기의 외부 알루미늄 상

자에 의해 배열된다. 사각 형태의 상자는 68 × 68 mm로, 두께는 1 mm 이

고 길이는 750 mm 이다. 1개 이상의 모서리가 절단된 다른 형태의 상자는 

단면이 적으나, 두께 및 길이는 같다. 연료 집합체의 상부에는 매니퓰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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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파지 할 수 있도록 특수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료봉은 팽창을 

허용하기 위해 알루미늄 격자에 의해 느슨하게 지지된다. 사용후 Inchas 연

료의 화학적 및 금속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연료봉을 

알루미늄 상자로부터 기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

법 중에는 금속용 쇠톱(Hack-saw) 절단 기법을 적용한 절단 날에 의한 절

단, 토치에 의한 절단, 절삭 장비에 의한 절단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각각 장점 및 단점을 가지고 있다. 주어진 연료 집합체를 해체하기 위해 분

류된 방법의 실현 가능성은 상자의 크기 및 연료 집합체의 구조에 향을 

받는 관계로 현재 시설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관해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 연

료 집합체로부터 연료봉을 해체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은 만능 절삭 장비를 

기초로 한다. 절삭 장비는 직경이 100 mm 이하, 길이 1 m의 핵연료 집합체

를 원격 조작 장비와 더불어 용이하게 취급된다. 제안된 방법은 절삭 장비의 

회전 척(Chuck)에 의해 연료 집합체를 파지한 후 이동 절단 공구에 의해 알

루미늄 지지격자 사이의 상자를 절단한다. 연료봉의 절단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 조정 및 절단 깊이를 고려한다. 연료봉은 주-종 매니퓰레이터에 의해 

알루미늄 상자로부터 분리되며, 절단시 발생된 부스러기와 빈 상자는 고체 

방사성 폐기물 용기로 이송한다. Inchas 원자로의 연료봉은 방사선, 금속학

적, 화학적 검사를 수행한다. 연료는 86.5 % UO2(U-235 10 % 농축), 12.2 % 

마그네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기둥 형태로 직경이 7.2 mm이고, 길이는 

500 mm이다. 피복관은 외경이 10.2 mm, 두께가 1.5 mm인 알루미늄 관으로 

양단은 피복관의 외경과 같고 길이가 43 mm인 알루미늄 마개로 기계적으로 

고정하 으며,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광학 현미경으로 검사한 연료 

시편은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중간에 층이 없

으며, 이는 금속학적으로 결합을 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연료와 피복

관 사이의 접촉으로 인한 기계적 결합의 형태를 갖는다. 이는 1 cm 길이의 

연료봉의 옆면 절단에 의한 피복관과 연료의 분리로부터 검증되었다. 연료의 

경도 및 압축 정도와 피복관의 거동에 관한 기계적 성질을 측정하 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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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에 도시한 시간에 따른 압축 부하의 변화 자료는 연료가 취약함을 보여 

준다. 계수의 근사 값은 그림 4-3의 직선 부분의 기울기로부터 결정하 으

며, 기계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 연료의 경도 : 60 BHN

  - 알루미늄 피복관의 경도     : 28 BHN

  - 연료의 특성                : 취약

  - 연료의 분쇄 강도           : 7.3 kg/mm2, 10,400 psi

  - 연료의 탄성율              : 105 psi

  연료와 구성 요소의 비교 자료를 표 4-1에 수록하 다. 연료의 초기 도

는 5.62 g/cm3으로 이론 도의 79.86 % 이다. 연료의 분쇄 강도는 이산화 

우라늄에 비해 매우 낮으며, 마그네슘보다 약간 적다. 연료의 제조 기법에 

관한 유용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펠릿 형태로 하지 않았으며, 분말을 압축하

여 소결함으로서 연료를 제조하 다. 연료의 성질에 관한 기계적 자료를 검

토한 결과 연료봉은 사출 성형 또는 진동 압축 기법에 의해 제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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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Fuel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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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Section of a Fuel Specimen Examined by Eptical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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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Crushing Load for the Inchas Fuel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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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료와 구성 요소의 비교

Material Density(g/cm3)

Crushing 

strength

(psi)

Modulus of 

elasticity

(psi)

 Uranium dioxide 10.9 222,000 23-31×106

 Magnesium  1.74
 27,000

(tensile)
6.5×106

 (UO2-Mg) fuel  5.62  10,000 1.0×105

4. Inchas 연료봉의 탈피복

  기계적 탈피복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 Inchas 연료봉의 

탈피복에 적합한 방법을 분류하 다. 이러한 방법은 연료 및 피복관의 크기 

및 특성에 향을 받는다. Inchas 연료의 기계적 탈피복에 관한 자료는 보고

된 바 없다. 연료와 피복관은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Rolling-straightener 및 추출 기법을 선택하 다.

가. Rolling-straightener 기법에 의한 탈피복관

  Rolling straightener 기법에 의한 탈피복은 피복관의 크기 변화를 근거로 

하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피복관으로 부터 연료가 느슨하게 된다. 크기의 

변화는 피복관 및 연료의 특성 및 크기, 회전 장비의 특성에 향을 받는다. 

탈피복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otary straightening 장비는 속도 감속을 

위한 적당한 기어를 장착한 전기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회전체 및 다수의 

피동 회전체로 구성되어 있다. 연료봉의 전체 길이에 접촉시키기 위해 구동 

회전체 및 피동 회전체는 쌍곡선 형태를 갖는다. 구동 회전체 및 피동 회전

체에 경사도를 유지함으로서 연료봉은 회전 운동을 한다. 실현 가능성을 증

명하기 위해 이론적인 연구를 수행하 으며, Inchas 연료봉의 탈피복관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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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물리적 측정 및 제어 실험을 수행하 다.

1) 이론적 고찰

  Rolling-straightener 기법에 의한 탈피복관은 축에 근접 접촉되는 연료봉

의 나선형 회전에 의한다. 피복관의 직경 및 길이는 회전과 축 방향의 운동

에 의해 변형된다. 변형 정도는 연료봉과 회전체 사이에 최대 압력을 발생시

킬 수 있는 장비의 용량, 회전체 형태, 회전체의 재질에 관한 성질 등의 다

양한 인자에 의해 향을 받으며, 연료봉 및 회전체의 기계적 성질과 접촉 

면적에도 향을 받는다. 한편, 회전체의 경사도에 의해서도 향을 받으며, 

회전체의 경사도를 증가하면 연료봉의 길이가 적어지고 직경은 증가한다. 알

루미늄 피복관 내부 표면에는 연료가 접촉되어 있으며, 연료봉의 탈피복은 

두 단계의 공정으로 구성된다. 처음 공정은 금속 피복관과 연료가 접촉되어 

있을 시의 연료봉의 압착이며, 두 번째 공정은 연료봉과 회전체 사이의 접촉 

표면 반대 편 표면에만 접촉되어 있는 경우의 압착이다. 변형은 회전체의 동

작에 의해 주로 향을 받으며, 다음 단계에서 연료가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림 4-4A, 4-4B에서 보는 바와 같다. 회전체에 의한 피복관의 압력

을 가하는 단계와 변형이 일어나는 동안의 피복관의 저항성에 의한 단계는 

서로 상이하다. 회전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평형과 관련하여 최대 휨 모멘트

는 평형 조건으로부터 평가되며, 그림 4-4C에서 보는 바와 같다.

   2M=
f
2
×
d 0- t

2                                                (1)

     M  : 피복관의 최대 휨 모멘트

     f   : Plastic deformation을 일으키기 위한 피복관의 단위 길이 당 힘

     d 0  : 연료의 외경

     t   : 피복관의 두께

  평평하게 펼치는 정도가 큰 경우에 휨 모멘트는 다음의 Plastic 

deformation 식에 의해 평가한다.



- 52 -

       M=
σ at

2

4  σ a  : 연료의 실제 Yield stress                     (2)

  피복관을 펼치기 위해 요구되는 단위 길이 당 힘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

된다.

      f=
2σ at

2

d 0- t

  Plastic deformation에 대한 전체 힘은 다음과 같다.

      F=
2σ at

2

d 0- t
(L+a)                                            (3)

          L  : 힘을 전달받는 피복관의 길이

          a  : 변형이 일어나는 역의 가정된 전체 길이

  연료봉과 피복관 사이에서 Plastic deformation을 일으키는 실제 힘 “F”는 

사용되는 장비의 자료를 근거로 한 회전 토크로부터 계산된다.

      H.P=
2πNTm
33000

          H.P  : 모터의 마력

          N    : 회전 속도(rpm)

          Tm   : 모터의 토크

  회전체로 전달되는 토크는 다음과 같다.

      Tr=
Tm
n
⋅η⋅i

          η  : 전달 효율(0.5)

          i  : 기어 비

          n  : 회전체의 수량

  사용되는 Rotary straightening 장비는 연료봉과 회전체 사이에 θ  만큼 

각도가 틀어져 있으며,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료봉과 회전체 사이

의 힘 “F”는 연료봉 축으로 투 하여 FcosΦ,FsinΦ로 분석하여 회전체의 

접선 방향의 힘은 FsinΦ⋅cosθ , 축 방향 힘은 FsinΦ⋅sinθ로 된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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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회전체의 토크는 접

선 방향의 힘으로부터 계산된다.

      

Tr =FsinΦ⋅cosθ⋅R

= F⋅
b
2r
⋅cosθ⋅R

= F⋅bcosθ⋅
R
2r

                                     (4)

          sinΦ=
b
2r  

          b     : 접촉 폭

          r     : 연료봉의 반지름

          R    : 구동 회전체의 반지름

  회전하는 동안에 연료봉과 회전체의 접촉 표면은 사각형 형태로 연료봉과 

쌍곡선 회전체 사이의 길이를 가지며, 폭은 Radial deformation(△ r), 연료봉

의 반지름( r), 회전체의 반지름( R), 구동 회전체의 Elastic deformation

(△ 1), 연료의 Elastic deformation(△ 2)에 의해 결정된다. 전체 접촉 길이는 

식 (3)으로부터 피복관의 형태 및 기계적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Plastic 

deformation을 일으키는 전체 힘과 구동 회전체에 접촉되는 전체 길이와의 

관계로부터 실험적으로 결정된다. 접촉 폭은 그림 4-7에서와 같이 b 1  및 b 2

의 두 성분으로 나누어지며,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b 1= { 2RrR+ r
(△ r+△ 1+△ 2)}

1
2

                                (5)

      b 2= { 2RrR+ r
(△ 1+△ 2)}

1
2

                                     (6)

회전체의 Elastic deformation, △ 1= 2f
1-μ21
E 1

핵연료의 Elastic deformation, △ 2= 2f
1-μ22
E 2

      f   : 회전체와 연료봉 사이의 단위 길이 당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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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μ1  : 회전체 재질의 Poisson's ratio

      μ2  : 핵연료의 Poisson's ratio

      E 1  : 회전체 재질의 탄성율(Modulus of elasticity)

      E 2  : 핵연료의 탄성율

  주어진 실험 조건하에서 피복관에 대한 Radial deformation(△ r)을 구하기 

위해서는 (L+a)  값을 알아야 한다. 이 값은 핵연료 피복관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알루미늄 피복관 내에 여러 가지 물질을 충전한 연료봉 각각에 대해 

실험을 하여 변형 정도를 측정함으로서 실험적으로 결정된다. 사용하는 장비

의 자료로부터 재질의 성질이 고려되고, 미리 검증된 관계를 적용함으로서

(L+a)의 평균값을 얻을 수 있다. Plastic deformation에 대한 전체 힘이 결

정되면 식 (4)에 의해 회전체와 연료봉의 접촉 폭을 구할 수 있으며, 식 (5), 

(6)에 의해 피복관의 Radial deformation(△ r)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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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A & B : Reduction Diagrams of Helical Rolling.

                     C : Equilibrium Diagram During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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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Arrangement of Rolls Dur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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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Forces Between Rolls and Work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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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Breadth of Contact During Rolling.

2) 실험

  제안된 Rolling straightener 기법에 의한 Inchas 연료의 탈피복에 앞서 이

론적 조건의 타당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 이는 알루미늄 피복관 내에 여

러 가지 물질을 이용한 이론적 평가 및 실험적 측정의 비교로부터 Inchas 

연료봉의 전형적인 탈피복 모델에 의해 실험적으로 검증된다. 알루미늄 피복

관 내에 알루미늄, 58 % 황동, 주철 재질의 세 가지 모델의 연료봉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 으며, 피복관으로 사용한 알루미늄은 Inchas 연료에 사용되

는 알루미늄 피복관 재질과 물리적 및 기계적 성질이 동일한 등급을 사용하

다. 내경 10 mm, 두께 1.5 mm의 알루미늄 관 및 관내에 삽입할 직경 7 

mm의 환봉을 이용하여 그림 4-8의 Tungsten carbide die로부터 알루미늄 

피복관의 두께 1.5 mm, 외경 10 mm, 길이 100 cm의 연료봉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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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복 실험에 사용된 Rotating straightener 장비는 다음의 사양을 갖는다.

  - 모터 동력 : 12.5 H.P.

  - 모터 속도 : 1,450 rpm

  - 기어 감속비 : 1/5

  - 구동 회전체의 수 : 2 개

  - 구동 회전체의 최소 직경 : 12.5 cm

  - 운전시 구동 회전체의 경사도 : 수평면에 대해 30°

  - 피동 회전체의 수 : 5 개

  - 회전체의 재질 : 탄소강

  - 회전체 재질의 Poisson's ratio : μ1  = 0.33

  - 회전체 재질의 탄성율 : E 1  = 3×10
7 psi(2.08×106 k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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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Die for Models.

가) 알루미늄 피복관 내의 알루미늄 재질 연료 탈피복

  두께 1.505 mm인 알루미늄 피복관 내에 직경 7 mm인 알루미늄 봉으로 

외경이 10.01 mm, 길이가 1,000 mm인 연료봉을 사용하 다. 주어진 실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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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하에서 장비를 9회 통과되어 평균 외경이 10.06 mm로 되었으며, 이는 평

균 0.025 mm의 Radial  deformation(△ r)에 해당됨으로서 피복관과 알루미

늄 봉이 비교적 용이하게 분리되었다. (L+a)의 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단위 

길이 당 Plastic deformation을 야기하는 힘을 받는 회전체의 길이를 표현하

고, 피복관 변형의 전체 길이를 가정함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구동 

회전체의 반지름( R)이 6.25 cm, 피복관의 외측 반지름( r)이 0.5 cm, Radial 

deformation(△ r)이 0.0025 cm인 경우에 운전하는 동안의 접촉 폭( b)은 식 

(5), (6)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회전체의 Elastic deformation,

      △ 1= 2f
1-μ

2
1

πE 1
=2 ×18.35

1-0.33
2

π×2.08×10
5 =5 ×10

- 6
cm

핵연료의 Elastic deformation,

      △ 2= 2f
1-μ

2
2

πE 2
=2 ×18.35

1-0.31
2

π×7.26×10
5 =1.6 ×10

- 5
cm

계산된 △ 1,△ 2의 값을 식 (5), (6)에 대입하면,

      b 1= { 2×6.25×0.56.25+0.5
(0.0025+5×10

- 6
+1.6×10

- 5
)}

1
2

=5.3×10
- 2
cm

      b 2= { 2×6.25×0.56.25+0.5
(5×10

- 6
+1.6×10

- 5
)}

1
2

=1.34×10
- 2
cm

      b= b 1+b 2=5.3×10
- 2
+1.34×10

- 2
=6.64×10

- 2
cm

  식 (4)로부터 Plastic deformation되는 전체 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비

의 기술적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H.P.=
2πNTm
33000

      12.5=
2π×1450×Tm
33000   → Tm= 45 lb⋅ft =  610 kg⋅m

구동 회전체에 전달되는 토크,

      Tr=
Tm
n
⋅η⋅i=

610
2
×0.5×5= 762.5 k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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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로부터 Plastic deformation에 미치는 전체 힘은 2,120 kg 이며, 

(L+a)는 식 (3)으로부터 계산된다.

      F=
2σ at

2

d 0- t
(L+a)= f(L+a)

위 식으로부터 (L+a)는 115 cm이다.

나) 알루미늄 피복관 내의 황동 재질 연료 탈피복

  두께 1.505 mm인 알루미늄 피복관 내에 직경 7 mm인 58 % 황동 봉으로 

외경이 10.01 mm, 길이가 1,000 mm인 연료봉을 사용하 다. 주어진 실험 조

건하에서 장비를 9회 통과되어 Radial deformation(△ r)의 평균값은 0.065 

mm로 측정되었으며, 피복관과 황동 봉은 쉽게 분리되었다. 황동의 

Poisson's ratio는 0.33이고 탄성율은 16×10
6 psi(1.1×106 kg/cm2으로 (L+a)

의 값은 98 cm이다.

다) 알루미늄 피복관 내의 탄소강 재질을 사용한 연료 탈피복

  두께 1.505 mm인 알루미늄 피복관 내에 직경 7 mm인 탄소강 봉으로 외

경이 10.01 mm, 길이가 1,000 mm인 연료봉을 사용하 다. 주어진 실험 조건

하에서 장비를 9회 통과하여 Radial deformation(△ r)의 평균값은 0.075 mm

로 측정되었다. 탄소강의 Poisson's ratio는 0.33이고 탄성율은 30×106 

psi(2.08×106 kg/cm2으로 (L+a)의 값은 103.3 cm이다. 이상의 실험으로부터 

피복관의 Radial deformation은 피복관 내의 물질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이

로부터 피복관 내의 연료가 최종적으로 Plastic deformation이 일어나는 것으

로 사료된다. 회전체의 경사도, 압력, 회전체로의 통과 회수를 동일하게 모든 

실험을 수행하 다. Plastic deformation에 대한 단위 길이 당 힘을 받는 연

료봉의 길이는 평균 105.4 cm로 부터 10 % 이내의 범위에서 실험하 다. 이

러한 연료봉 길이의 상이함으로 인해 측정값의 오류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직경이 작은 연료봉일 경우에 오류 값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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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료봉을 사용함으로서 오류를 최소화한다. Plastic deformation의 예측을 

위해 제안된 관계의 타당성은 (L+a)의 평균값에 근거를 하여 계산함으로서 

검증되었다. Plastic deformation의 결과는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2. Plastic deformation

Type of mandril
Radial deformation, △r

Calculated Measured

Aluminium 0.0500 0.025

58 % brass 0.0511 0.065

Cast-iron 0.0523 0.075

   

  실험을 수행한 결과 Rolling-straightener 기법에 의한 연료봉의 탈피복은 

실현이 가능하 으며, Inchas 연료에 적용하여 탈피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3) Inchas 연료봉의 탈피복

  피복관의 Radial deformation은 식 (5), (6)으로 부터 계산되며, 이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실험 조건, 장비의 사양 등은 표 4-2에 주어진 것과 같은 재

질의 특성 등을 알아야 한다. 계산된 Radial deformation(△ r)은 0.045 mm 

이며, 이 값은 Rolling-straightener 기법에 의한 Inchas 연료봉의 탈피복이 

수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료봉을 장비에 투입하기 전에 연료봉의 마개

를 제거한 후, 연료봉의 길이가 100 cm인 경우에 미리 시험함으로서 설정된 

장비를 통해 연료봉을 9회 통과시킨다. 피복관으로부터 연료가 분리되지 못

하 으며, 피복관의 변형도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피복관의 외경은 

10.45 mm(△ r  = +0.125에 해당)로 증가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9.95 mm(△ r  

= -0.125에 해당)로 감소된 부분도 있었다. 장비를 통과한 연료봉의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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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부터 연료는 균열 또는 파단되지 않았으며, 피복관의 두께는 균일하지 

않았다. 이상의 실험적으로 관찰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앞에 기술한 연료

봉(알루미늄-알루미늄, 황동-알루미늄, 탄소강-알루미늄)과 유사한 연료봉(길

이 500 mm)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일반적으로 성공

적은 수행되지 못하 으며, 제한된 길이와 불균일한 응력으로 인해 연료봉이 

탈착되는 경우도 발생하 다. 이는 구동 회전체 사이의 거리가 구동체 사이

로의 연료봉 직선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불균일하게 변형되

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수행한 연료봉의 길이보다 더 

긴 연료봉을 사용하거나, 구동 회전체 사이의 거리를 줄임으로서 탈피복 공

정이 원만히 수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추출 전단(Extrusion shearing) 기법에 의한 탈피복

  추출 기법에 의한 핵연료의 탈피복은 적절한 다이(Die)와 플러그를 이용하

여 피복관을 제거하는 것을 기초로 하며, 제한된 길이와 직경이 동일한 연료

봉에 대하여 적용된다. 피복관을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는 탈피복 공정은 다

양한 형태 및 크기의 연료봉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절단시 생성되는 입자에 

의한 오염 문제가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Inchas 연료봉의 탈피복 공

정은 알루미늄 피복관의 절단 공정과 함께 연료의 추출 공정을 혼합하여 사

용함으로서 입자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며 길이가 다른 연료봉의 탈피복을 

수행한다. 연료에 대해 피복관을 한쪽 방향으로 어 넣어 피복관과 연료의 

기계적 결합을 분리할 수 있는 힘을 가하며, 연료봉의 기체로 채워진 부분을 

절단함으로서 연료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 장비의 설계

  장비는 연료봉 고정표, 수동 조작에 의한 장비로의 힘 전달을 위한 감속

기, 알루미늄 피복관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 공구로 구성되며, 이는 그림 4-9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장비의 설계에 앞서 연료와 알루미늄 피복관의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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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강도, 피복관을 절단하기 위한 힘, 장비의 동작 가능성 등이 먼저 고려

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운전에 요구되는 동력, 기어 박스의 설계 자료, 공구

의 재질 및 형태를 산정 한다. 연료와 피복관의 결합 강도는 앞서 기술한 바

와 같이 Inchas 연료에서의 연료와 피복관은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결

합 강도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그림 4-10과 같이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여 특수 다이를 제작하 으며, 이는 일반적인 인장 및 압축 시험 장비

에 의해 쉽게 조작된다. 그림 4-11은 알루미늄 피복관내의 알루미늄 봉에 대

해 길이 변화에 따른 결합 강도를 측정한 결과와 길이에 따른 결합 강도 변

화는 비례 관계를 가진다. Inchas 연료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단위 길

이 당 결합 강도는 55 kg/cm로 나타났으며, Inchas 연료의 전체 길이 50 cm

에 대한 전체적인 결합 강도는 2,750 kg 이다. 피복관 내의 연료는 탈피복 

과정에서 균열 또는 파쇄되지 않았으며, 탈피복 후의 피복관에 부착된 연료

의 양은 무시될 만한 정도 다. 연료봉 고정 표는 운전 동안에 연료봉을 고

정하기 위한 표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하 으며, 이동 및 고정의 두 부분

으로 구성된다. 이동 부분은 연료봉을 파지하여 고정하기 위한 바이스 역할

을 수행하며, 아래 부분에는 기어 박스가 장착된다. 이동 부분 옆의 고정 부

분은 절단 공구에 대해 피복관에 힘을 가하고 피복관과 분리된 연료가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기어 박스는 속도를 감속함으로서 기어 박스로부터 

출력되는 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감속 기어는 Spur, Helical, 

double helical, Straight bevel, Spiral bevel, Hypoid, Worm 기어, 또는 이 

기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기어 박스는 가스켓, 기어 축, 베어

링 및 윤활제와 함께 기어의 집합체로 박스 내에 구성되어 윤활제의 누출을 

방지하고 먼지, 연마 물질, 수분, 산(Acid)으로부터 기어 박스 내의 구성 품

을 보호한다. 기어 박스를 설계할 경우에는 용도에 적합한 기어의 형태, 강

도 및 내구성 측면에서의 재질, 축 하중을 견디고 유지 보수가 간단하며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마모성 베어링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평행한 축 사이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Spur 기어를 선택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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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제작 및 유지 보수가 간단하고 축 방향의 전이 제한 및 추력 향

을 받지 않고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어는 일

반적으로 보통 및 그보다 낮은 속도로 운전할 경우에 사용된다.

1) Fixed part of the Table
2) Movable part of the Table
3) Gear Box
4) Driving Wheel
5) Working Tool
6) Driving Pinion

2

A

A

54 3

1

6

540

10
0

18
0

Section  A - A

1) Fixed part of the Table
2) Movable part of the Table
3) Gear Box
4) Driving Wheel
5) Working Tool
6) Driving Pinion

2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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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 Proposed Machine for Decladding.

그림 4-10. Die for Decladding Fuel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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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Relation between Bonding Strength and Respective Length 

Proved to be Almost Linear.

가) 기본적인 고려 사항

  기어 비( i)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력 및 전달 동력의 값이 평가되어야 한

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장비는 직경이 30 cm인 구동 핸들을 수동으로 조작하

는 장비로서 수동에 의한 조작하는 힘을 15 kg으로 가정하면 입력 모멘트는 

225 kg․m이다. Inchas 연료봉의 탈피복을 위해서는 연료와 피복관의 기계적 

결합 강도 및 피복관의 절단에 요구되는 동력이 필요하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결합 강도는 2,750 kg이며, 7 kg/mm2의 전단 강

도로서 두께 1.5 mm인 알루미늄 피복관의 절단에 요구되는 힘은 25 kg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부터 장비의 이동 부분에 전달되는 

전체 힘은 약 2,775 kg이 되며, 이동 표에 사용되는 피니언(Pinion)의 직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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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cm일 경우에는 기어 박스를 통하여 전달되는 모멘트는 6,240 kg․m 이

다. 이 때 기어 비는 다음 관계로부터 계산된다.

         Mt=Mi×η×i

         Mt  : 기어 박스로부터 전달되는 모멘트(6,240 kg․m)

         Mi  : 입력 모멘트(225 kg․m)

         η   : 기어 박스의 전달 효율(0.48)

         i   : 기어비율

  위 식으로부터 기어 비는 58로 계산되었으나, 보수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64로 결정하 다. 기어비가 4인 세 번의 감속 단계에 의한 기어 박스로 구성

되며, 출력되는 동력은 3,050 kg이다.

나) 재질

  기어 박스는 일반적으로 고순도의 주철, 주강, 용접강 등을 사용하며, 

Malleable Iron, Ductile iron,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합금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어 박스를 핫셀 내에 설치할 것을 고려하여 스테인레

스 스틸이 제안되었으며, 핫셀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고순도의 주철이 제

안되었다. 작은 크기의 기어는 일반적으로 고순도의 열처리된 강철(SAE 

1040 또는 4140)을 사용하며, 피니언의 경우에는 Bar stock 열처리 강철 합

금(SAE 4140)을 사용한다. 이동 표의 하부에 사용되는 피니언이 핫셀 내부

에 위치할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한다. 피니언 및 구동축은 Bar 

stock 물질을 사용하나, 핫셀 내부에서 설치될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베어링

  베어링은 일반적으로 Ball, Roller, Sleeve 형태의 마찰 방지용 베어링을 사

용함으로서 작동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운전 효율을 향상시키며, 비교적 단단

하게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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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어

  각각의 기어비가 4로 설정된 세 단계로 구성되어 피니언에 비해 직경 및 

톱니수가 4 배인 기어로 연결되며, 기어의 배열은 그림 4-12와 같다. 기어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Pinion

    ․Diametral pitch(P) : 4.5

    ․Number of teeth : 8

    ․Pitch diameter : 1.7 in(45.1 mm)

    ․Circular pitch(p) : 17.7 mm

  - Gear

    ․Diametral pitch(P) : 4.5

    ․Number of teeth : 32

    ․Pitch diameter : 7.1 in(180.4 mm)

    ․Circular pitch(p) : 17.7 mm

  - Teeth data

    ․Circular pitch(p) : 17.7 mm

    ․Addendum : 0.3183 p(5.64 mm)

    ․Minimum dedendum : 0.3683 p(6.52 mm)

    ․Working depth : 0.6366 p(11.28 mm)

    ․Minimum wheel depth : 0.6866 p(12.165 mm)

    ․Teeth thickness on pitch line : 0.5 p(8.85 mm)

    ․Minimum clearance : 0.05 p(0.885 mm)

피니언과 기어의 중심 거리,

      
NG+NP
2P

=
32+8
2×4.5 = 4.44 in(112.9 mm)

                NG  : Number of gear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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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  : Number of pinion teeth

  Spur 기어의 표면 폭은 구동 피니언이 80 mm가 되도록 하기 위해 

Circular pitch의 3∼5배로 하며, 피니언은 각각의 경우에 전달되는 동력에 

상응하는 폭을 갖도록 한다.

Driving Pinion

Shaft  IV

Shaft  III

Shaft  II

Shaft  I

Driving Wheel

Driving Pinion

Shaft  IV

Shaft  III

Shaft  II

Shaft  I

Driving Wheel

그림 4-12. Illustrative Sketch for Driving System.

마) Tooth strength

  금속 재질의 Spur 기어의 허용 하중 및 전달 동력 용량은 일반적으로 

Teeth의 Beam strength 또는 재질에 대한 표면 내구 한계에 따라 결정된다. 

기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고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마모 향은 중요하지 않

으며, Tooth의 용량은 Beam strength에 따라 결정된다. 

  최대 속도가 60 rpm인 수동으로 조작되는 장비는 기어 박스로부터의 출력 

속도가 60/64 = 0.938 rpm이 되어야 한다. 이동 표에 부착된 피니언의 최대 

속도는 
2πrN
60  = 2.205 mm/sec이다. 이러한 자료로부터 한 개의 톱니에 대

한 허용 응력은 다음의 Lewis 식에 의해 출력 힘으로부터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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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S sFY

P

        W   : Axial output force

        Ss  : Allowable stress

        F   : Gear width(80 mm-3.15 in)

        Y   : Tooth outline factor(0.2)

        P   : Diametral pitch(4.5)

  위 식으로부터 허용 응력은 48,800 psi로 계산되었으며, 이 값은 스테인레

스 스틸(SAE- 15420)의 허용 응력(60,000 psi)보다 작다.

바) 구동축의 강도

  운전 중에는 구동축의 비틀림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

기둥 형태의 축에 가해지는 비틀림 모멘트는 전단 응력에 의해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MT=
τI
r
  or  τ=

MT r

I

          τ    : Shear stress, psi

          MT  : Torsion moment, or input torque, lb․in

          r    : Radius of shaft, in

          I    : Polar moment of inertia, in
4

  전단 응력은 축의 표면에서 최대가 되기 때문에 직경이 D인 경우의 최대 

전단 응력은 다음 식과 같다.

      τ=
MT⋅D/2

π⋅D 4/32
=
16MT

πD 3

  첫 번째 축의 입력 모멘트가 225 kg․m (198.5 lb․in)일 경우의 최대 전단 응

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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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τ max =
16×198.5

πD 3

  초기 구동축의 직경이 3/4 in일 경우의 전단 응력은 2,400 psi 이다. 축 II 

및 축 III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직경을 3/4 in로 결정하 으

나, 축 IV의 경우에는 전달되는 토크가 6,900 kg․m (6,100 lb․in)로 증가되기 

때문에 축의 직경을 1 in로 하 다. 이 값은 스테인레스 스틸(SAE-15420)을 

사용할 경우에 최대 전단 응력은 31,000 psi이다.

사) 공구

  공구는 그림 4-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짧은 플러그와 함께 기계적으로 부

착된 절단 날로 구성되어 있다. 플러그는 피복관으로 부터 연료가 추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절단 날은 알루미늄 피복관의 절개를 위해 사용된

다. 플러그의 직경은 6.5 mm로서 내경이 7.2 mm인 피복관 내로 쉽게 이동

된다. 공구는 운전 동안에 축 방향으로의 최대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알루미늄 피복관의 절단 시의 절단 날 각도 등을 고려하 으며, 그림 

4-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 Back-rake angle   (a) 25 - 50°

  - Side-relief angle   (b) 8 - 14°

  - Side-rake angle   (c) 10 - 20°

  - Side-cutting angle (d) 15°

  운전 동안에 공구는 외팔보 형태로 힘을 받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굴곡 

강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동 표로 전달되는 최대 하중은 W = 3,050 kg, 

공구 두께의 최소 단면적은 b×d = 300 mm2, 플러그의 중심과 최대 취약 지

점 사이의 거리, l = 10 mm 이다.

    굴곡 모멘트, M = 30,500 kg․m

    예상 응력, 
6M

b×d 2  = 22.9 kg/mm
2

  이 값은 33,000 psi에 해당하는 값으로 공구 재질의 허용 응력(약 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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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보다 작은 값이다. 공구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의 하중을 예상하여 굴절

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굴절도(D)는 최대 하중(W), 하중을 받는 지점과 최대 

취약 지점 사이의 거리(l), 공구에 사용되는 재질의 탄성율(E = 30×106 psi, 

2.08×104 kg/mm2), 취약 지점에서의 관성 모멘트( I=
bd 3

12 = 2,667)등에 의해 

결정된다.

      D=
Wl 3

3EI
=0.001835mm

  일반적으로 굴절의 허용 값은 1/1200으로 0.00833 mm이다. 계산으로부터 

결정된 값은 최대 허용 값의 0.22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업은 안전하게 수행

된다.

5 4

a

A A

6.
5

10

4 5

d

80

2 5

c

b

S e c tio n   A  - A

a )  B a c k  R a k e  A n g le      =   2 5  - 5 0  °
b )  S id e  R e lie f  A n g le  =   8  - 1 4  °
c )  S id e  R a k e  A n g le       =   1 0  - 2 0  °
d )  S id e  C u ttin g  A n g le   =   1 5  °

5 4

a

A A

6.
5

10

4 5

d

80

2 5

c

b

S e c tio n   A  - A

a )  B a c k  R a k e  A n g le      =   2 5  - 5 0  °
b )  S id e  R e lie f  A n g le  =   8  - 1 4  °
c )  S id e  R a k e  A n g le       =   1 0  - 2 0  °
d )  S id e  C u ttin g  A n g le   =   1 5  °

그림 4-13. Work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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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

  Inchas 연료봉의 탈피복을 위해서는 우선 연료봉의 양쪽 끝단을 절단한다. 

절단된 연료봉을 이동 표에 고정하고 연료 압축 플러그를 중앙에 위치함으

로서 피복관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연료를 압착하기 위해 공구를 적

절히 배치한 후에 구동 휠을 회전시켜 이동 표를 공구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운전 동안에 연료는 플러그에 의해 힘을 받으며, 알루미늄 피복관은 공구에 

부착된 절단 날에 의해 길이 방향으로 절단되며, 절단된 알루미늄 피복관은 

공구의 뒤쪽에서 회수되고, 연료는 공구 앞부분에서 회수된다.

5. 결론

  각기 다른 형태의 핵연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적 탈피복 

공정에 대해 고찰하 다. 각각의 공정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Rolling-straightener 및 Extrusion shearing 기법이 Inchas 연료봉에 

가장 적합한 공정으로 제안되었다. Inchas 연료봉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 으며, Rolling-straightener 공정에 의한 Inchas 연료봉의 탈피복은 

제한된 길이의 연료봉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Extrusion shearing 

공정은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탈피복 공정이 가능하 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탈피복은 차폐된 셀 내부에서 원격 조작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향후 

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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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Decladding of Nuclear Fuel by 

Rolling-Straightener Technique

1. 요약

  압연-복원(Rolling-straightener) 기술에 의한 핵연료 피복관 제거를 기술

하 다. 피복관의 특성 및 제원, 핵연료 물질, 사용 장비의 기계적 자료, 적

절한 운전 조건을 근거로 하여 예상되는 Radial deformation(△r)을 계산하

기 위한 일반적인 식을 유도한 결과△r과 피복관 두께 t  사이에는 Linear 

double logarithmic 함수 관계가 성립되며, 두께의 증가 및 외경이 감소함에 

따라 직선성에서 벗어난 결과를 얻었다. 이론식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수

행하 으며,△r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고찰하 다. 이러한 방법은 알루미

늄, 스테인레스 스틸, 지르칼로이-2 및 지르칼로이-4, 인코넬 702와 같은 다

양한 재질의 핵연료 피복관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2. 개요

  사용후핵연료의 기계적 피복관 제거의 장점으로는 피복관 재질의 제거와 

고체 방사성 폐기물 취급의 용이성이 있다. 압연-복원 기법의 기본 개념은 

피복관에 변형을 주어 피복관 내의 핵연료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 현

황으로는 제한적이며, 정성적인 특성에 국한되어 있다. 1961년 Flagg에 의해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틸, 지르칼로이-2 및 알루미늄-실리콘 결합체 재질

의 피복관내의 우라늄 금속 연료의 피복관 제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 

1968년 Abdel-Rassoul et al,에 의해 알루미늄 피복관 내의 UO2-Mg 연료의 

피복관 제거도 수행하 다.

3.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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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 고찰의 기본 원리는 굴대(Mandril)에 근접하여 접촉되는 관의 나선

형 압연 원리를 이용하 으며, 연료봉의 회전 및 직선 운동에 의한 지름 및 

진행 방향으로의 변형되었다. 변형도는 연료봉에 관련된 특성, 장비 및 접촉 

면적 등의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 Force for plastic deformation은 그림 5-1

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압연(rolling) 과정

    2M=
f
2
⋅
d 0-t

2    

       M  : Maximum bending moment in the clad

f   : Force per unit length of cladding tube

d 0  : Outer diameter of cladding material

   t   : Cladding thickness

  - 펴짐(Flattening) 과정

    M=
1
4
σ at

2
 

σ a  : Actual yield stress of cladding material

  - 피복관을 펴기 위해 요구되는 단위 길이 당 힘

    f=
2σ at

2

d 0-t

  - Total force for plastic deformation

     F=
2σ at

2

d 0-t
(L+a)

     L  : Length of tube subjected to the action of forc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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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Overall length of the region involved in deformation of tube wall

  Rolling torque는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연료봉과 로울러 사이의 

압연 각을 θ , 압연되는 관의 직 교축에 반 되는 힘은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다.

x-축 방향 : Fcosφ

y-축 방향 : Fsinφ

  - 로울러의 접선 방향 힘

     Fsinφcosθ

  - 로울러의 축 방향 힘

     F sinφ sinθ

  - Torque transmitted to the working roll

    Tr= F sin φ cos θ⋅R=F⋅b cosθ⋅R/2r

b  : Breadth of contact area between roll and tube

r  : Radius of work piece

R : Radius of working roll

Breadth of contact은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urface of contact between the working roll and rolled piece

    b= b 1+b 2

    b 1= { 2RrR+r
(△r+△ 1+△ 2)}

1/2

    b 2= { 2RrR+r
(△ 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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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Radial deformation

   △1=2f
1-μ21
πE 1

=
4σat

2

2r-t (
1-μ21
πE 1 )  

  - Elastic deformation of roll

   △ 2= 2f
1-μ

2
2

πE 2
=
4σ at

2

2r- t (
1-μ

2
2

πE 2 )

  - Elastic deformation of fuel mandril

μ1 : Poisson's ratio for roll

μ2 : Poisson's ratio for fuel material

E 1  : Moduli of elasticity for roll

E 2  : Moduli of elasticity for fuel material

 Tr=Fsinφcosθ⋅R=F⋅bcosθ⋅R/2r

    → b=
Tr

F⋅cosθ⋅R/2r

       =

Tr

2σ at
2

d 0-t
(L+a)⋅cosθ⋅R/2r

       
=

Tr⋅r(2r- t)

σ at
2 (L+a)R cosθ

  - Radial deformation

  b 1= { 2RrR+ r
(△r+△ 1+△ 2)}

1/2

 △r= b
2
1
R+r
2Rr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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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 r
2Rr {

Tr⋅r( 2r- t)

σ at
2
(L+a)R cosθ

-{ 2RrR+ r
(△ 1+△ 2)}

1/2

}
2

-(△ 1+△ 2)

  - General equation for radial deformation

 

△r=
R+ r
2Rr {

Tr⋅r( 2r- t)

σ at
2
(L+a)R cosθ

-{
8σ aRrt

2

π(R+ r)( 2r- t) (
1-μ

2
1

E 1
+
1-μ

2
2

E 2 )}
1/2

}
2

(△ 1+△ 2)  = 10
-5 ∼ 10-6

r

t

M

f/2

f/2

M

r -
t/2

Idle  roll

M

Work  pieceWorking  roll

F. cos φ

F
F. sin φ

b/2
φ

φ

r

t

M

f/2

f/2

M

r -
t/2

Idle  roll

M

Work  pieceWorking  roll

F. cos φ

F
F. sin φ

b/2
φ

φ

그림 5-1. Equilibrium Diagram During Rolling, and Forces between Rolls 

and Work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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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roll

Idle roll

Work piece

2R
θ

θ

Working roll

Idle roll

Work piece

2R
θ

θ

그림 5-2. Arrangement of Rolls During Operation.

r-(∆1+∆2)∆r

∆1+∆2

b

b1
b2

R

r+
∆r

Working  roll Work  piece

r-(∆1+∆2)∆r

∆1+∆2

b

b1
b2

R

r+
∆r

Working  roll Work  piece

그림 5-3. Breadth of Contact During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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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피복관 내의 충전 물질은 알루미늄, 황동 및 주철이며, 피복관 재질은 알

루미늄 및 구리(동)이다. 직경이나 피복관 두께는 변화한다.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마이크로미터로서 최소의 눈금인 0.01 mm 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다. 실험 장치로는 Rolling-straightener machine으로 독

일사의 WRUN를 사용한다. Working roll은 탄소강을 사용하며, Poisson's 

ratio μ= 0.33 , Modulus of elasticity은 E 1=30 ×10
6  psi, 직경은 

2R=125 mm , 조절 가능 경사각은 θ= 30〫가 된다. 실험 장치의 최대 토크

는 Tr=7,625 kg⋅m이다. 모터 출력은 12.5 마력, 모터의 속도는 N = 1,450 

rpm, 기어 변속비는 i = 5, Working roll의 수량은 n = 2가 된다.

5. 결과 및 고찰

  Decladding of Representative 모델의 결과는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1. Decladding of Representative Models.

Exp. No. Clad
*

d0(mm) t(mm)  Mandril†
Radial deformation(mm)

Calculated‡ found

1 Aluminium   10 1.5 Aluminium 0.050 0.025

2 Aluminium   10 1.5 Cast-iron  0.0523 0.075

3 Aluminium   10 1.5 Brass 58%  0.0511 0.065

4 Copper   11.1  0.55 Brass 58% 0.159 0.180

5 Copper   11.5  0.75 Brass 58%  0.0463 0.060

6 Copper   15.3  0.65 Brass 58% 0.222 0.220

7 Copper 15.96  0.98 Brass 58%  0.0432 0.050

8 Copper 19.92  0.96 Brass 58% 0.10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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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ield stress(σa) : 2.77 kg/mm
2(Aluminium), 20 kg/mm2(Copper)

 †Poisson's ratio(μ2) : 0.31(Aluminium), 0.33(cast-iron), 0.33(Brass 58 %)

   Modulus of elasticity(E2) : 7.26×105 psi(Aluminium), 30×106 

psi(Cast-iron),

   16×106 psi(Brass 58 %)

 ‡Mean value of (L+a) : 1,054 mm

  - 우라늄 금속 연료의 크기는 μ2 = 0.22 이며, 포아 송의 비 E2 = 23×10
6 

psi 가 된다. 

  - 피복관의 재질은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틸, 지르칼로이-2, 지르칼로이

-4 및 인코넬 702 이며, 크기로 외경은 φ 10, 15, 20, 25, 30 mm 이며, 

두께는 0.4∼3 mm 가 된다.

  - General equation for radial deformation

   △r=C 1{ ( 2r- t)t 2
C 2- {C 3 t

2

(2r- t) }
1/2

}
2

   C 1=
R+r
2Rr

   C 2=
Tr⋅r

σ a (L+a)R cosθ

   C 3=
8σ aRr

π(R+r) (
1-μ

2
1

E 1
+
1-μ

2
2

E 2 )
  C3⋘0, log△r=logC 1+2 log [( 2r- t)C 2]-4 log t

  2r⋙t, log△r=logC 1+2 log [2rC 2]-4 log t  (linear relation)

  Radial deformation(△r)에 향을 주는 인자는 t,σ a  값이 감소하거나 

Tr,r  값이 증가하면 △r  값이 증가하고, R  값의 감소나 θ  값의 증가에 

의해 △r  값이 약간 증가한다. 기계적 특성(Modul of elasticity)에 대한 

향도 고려할 대상이 된다.



- 80 -

가. 사용후핵연료 특성

  피복관 재질의 항복 응력( σ a)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향이 크며, 조사 후

에 △r이 감소하지만, 피복관 두께가 작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며, 그 결과는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2. 피복관 재질의 항복 응력( σ a) 값

Clad material σa
*
(kg/mm

2
)

Integral neutron 

dose†(n/cm2)
σa'
*
(kg/mm

2
)

 Aluminuim   2.77 2.6×10
21

  3.04

 Stainless steel 24.2 3.9×10
20

 38.72

 Zircaloy 2 & 4 29.4 1.4×10
21

 36.75

 Inconel 702 56.7 1.4×10
21

102.06

 * σa, σa'= Yield stress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Respectively.

 †Integral neutron dose causing maximum mechanical strength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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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Evaluation of Methods for Decladding 

LWR Fuel for a Pyroprocessing Based 

Reprocessing Plant

1. 요약

  분해된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공정중의 첫 번째 단계는 UO2 연

료와 지르코늄 피복관을 분리하는 공정이다. 경수로 연료에 적합하고, 악티

나이드와 핵분열 생성물을 분리하는 공정과 호환성을 갖는 탈피복관 공정들

의 기술 현황을 기술하 다. 산화 핵연료와 지르칼로이의 1차 분리 및 대부

분의 경우에 피복관의 제염을 위한 2차 분리에 관한 기술을 검토하 으며, 

절단 공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금속 절단 기술에 대해서도 평가하 다. 탈피

복관 공정의 선택 기준은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의 Actinide 

Recycle Program(ARP)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가. 초우란(TRU) 원소의 회수율 >99.9 % 이며, 대부분의 탈피복관 1차 공  

정의 회수율은 98∼99.5 %(피복관 제염 2차 공정 필요)이다.

나. ARP 공정은 약 5 %의 지르칼로이 피복관 물질이 존재하며, 비정상 연

료봉이 직접 ARP 공정에 투입됨으로 이로 인해 중대한 공정 결함이 없

이도 적은 양의 피복관에 의한 탈피복관의 공정 실패도 야기된다.

다. 기존의 상용 재처리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절단 및 질산에 의한 용해 

방법과 달리 ARP 공정은 정 하게 무게를 측정한 건조한 산화물(UO2) 

형태로 공급한다.

라. 피복관 및 핵연료 집합체 폐기물은 불소 공정을 배제한 ARP 시스템 폐



- 82 -

기물과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탈피복관 공정의 평가로부터 추가 평가에 

의한 검증이 수행될 3∼4가지 방식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의 장

점 및 문제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Roller-straightener + Molten salt wash/leach

  이 공정 개념은 다수의 Roller-straightener 구조를 이용하여 피복관의 원

형을 둥근 형태로 유지하며, 피복관 내부의 핵연료를 분쇄하여 피복관 한쪽 

끝에서 분쇄된 분말을 수거하는 공정이다. 회수율이 99.9 %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융염에 의한 반복적인 세척을 하여야 한다. Integral Fast 

Reactor(IFR)에 사용되는 10 mol  %의 CaF2/CaCl2와 같은 염에 의한 세척

은 핵연료를 습식 상태로 만들었다. TRU 오염의 제거를 개선하기 위해 피

복관의 산화물을 용해하는 염의 조성은 선택적이다. 경수로 핵연료에의 

Roller-straightener 방식은 일본에서 개발 중이다. Roller-straightener 방식

의 장점은 단순하고 비교적 성숙된 기술로서 처리량이 많은 점이며, 단점으

로는 모의 연료만을 대상으로 시험함으로서 실제 적용시에 이 방식의 불확

실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용융염 세척의 장점은 비교적 기술적 

난이도가 낮으며, 후속 공정과 호환된다. 이 방식을 통한 조합 공정을 개발

하기로 결정하 다.

2) Expose fuel, Agitate + Molten salt leach

  이 공정 개념은 피복관을 절단한 후 연료를 흔들어(예를 들면, Ball mill에 

의한 연료봉의 절단 부분의 굴림) 피복관으로부터 연료를 분리하고 작은 조

각으로 쪼개는 공정이다. TRU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용융염에 의한 피복

관 제염을 하여야 한다. 이 공정의 장점으로는 비교적 적은 양의 고준위 또

는 TRU 폐기물이 생성되며, 장비를 소형화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개발이 진

행된 점이다. 단점으로는 처리 속도 및 장비의 유지 보수 문제가 있다. 이 

방식을 통한 조합 공정은 Roller-straightener 및 용융염 세척에 의한 공정보

다 효율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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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ydrochloricnation

  이 공정 개념은 700∼1,100 K의 무수화 가스 혹은 용융염 혼합물 형태의 

염산과 지르칼로이를 반응시켜 ZrCl4와 SnCl2를 생성시키는 공정이다. 이산

화 우라늄 연료는 염산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 사염화 지르코늄은 매우 

휘발성이 강하여 악티나이드 염화물로 부터 쉽게 분리되며, SnCl2는 휘발성

이 적으나 후속 공정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이 공정의 장

점은 하나의 공정만으로 TRU의 높은 회수율을 얻을 수 있으며, 공정 및 폐

기물에 있어 나머지 후속 공정과 호환성을 갖는다. 문제점으로는 이 공정의 

신뢰성 및 설비의 재질, ZrCl4 폐기물의 저준위 폐기물 취급의 허용 등이 있

다. 이 공정의 개발에 많은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고, ZrCl4 폐기물의 허용 문

제 등으로 인해 공정 방식의 선택시에 낮은 지명도를 갖는다.

4) Electrotransport

  이 공정은 ANL에서 개발한 공정으로 연료봉을 그대로 혹은 짧은 길이로 

절단하여 CaCl2-CaF2와 같은 용융염에 담가 놓는 공정이다. 연료봉은 양극

으로 작용함으로써 지르코늄 및 주석은 선택적으로 음극으로 전기 이동된다. 

이 공정은 후속 공정과 매우 높은 호환성을 가지나, 탈피복 속도 및 TRU 

제염 문제로 여러 번의 공정 단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추가 연구 

및 시험 대상 기술로 Roller-straightener 및 용융염 세척/추출의 두 가지 기

술로 요약된다. 1992년에는 고연소도 LWR 연료의 파쇄 및 파쇄 시험 방법

에 관한 자료와 Roller-straightener의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모의 및 조사 

LWR 연료의 적용성을 결정한다. 1993년에는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2. 개요

가. 연구 목적은 사용후 LWR 핵연료의 TRU를 IFR 핵연료 주기에 사용하

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탈피복관 공정을 확립한다.

나. 탈피복관 공정의 요구사항으로는 피복관으로부터 TRU가 완전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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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rgonne 연구소에서 개발중인 산화 환원 공정은 실험실 규모로 금속 산

화물(LWR 연료)을 ARP 공정으로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합한 

금속 형태로 변환하는 공정이다.

라. ORNL에서는 LWR 연료를 IFR 핵연료 주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몇 가지 방식에 관한 개념을 논의하 다.

마. LWR 연료봉

  - 충전 량은 2 kg

  - 제원은 φ 0.382∼0.563 in. × L 148∼161 inch가 된다. 그림 6-2는 웨스

팅하우스의 PWR 핵연료 집합체를 나타낸 것이다. 

  - 피복관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사용 중단)과 지르칼로이를 사용한다. 

지르칼로이 2 (Zr 97.963 %, Sn 1.6 %, Fe 0.15 %, Cr 0.1 %, Ni 0.05 

%)를 사용한다. BWR 연료는 피복관 두께 0.03∼0.037 inch를 사용한다. 

지르칼로이 4(Zr 97.911 %, Sn 1.6 %, Fe 0.225 %, Cr 0.125 %, Ni 

0.002 %를 사용하며, PWR 연료는 피복관 두께 0.0225∼0.03 inch를 사

용한다. Barrier cladding은 연료와 지르칼로이 사이의 지르코늄 내부 

층이 있다. 지르칼로이 피복관의 균열 응력이 완화된다. BWR 연료에 

수요 증대가 예상되며, 전체 피복관의 두께는 0.032 inch, Barrier 두께

는 0.005 inch가 된다.

바. 피복관의 기계적 성질만을 대상으로 평가하 으며, 피복관 재질에 관한 

평가는 추후 할 예정이다.

사. LWR-AR 시설의 탈피복관 시스템의 처리 용량은 사용후핵연료가 연간 

2,500 톤, 연료봉은 연간 1,250,000 톤이다.

아. 탈피복관 공정의 주요 기준은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다.

  - ARP 공정에 산화물 형태로 공급

  -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 봉쇄

  - ARP 공정에 건식 공급

  - 전체 공정(1차 및 2차 취급 공정)의 연료 회수율 >99.9 %, 상용 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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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의 회수율은 약 99.5 %가 된다.

  - ARP 취급 핫셀로 금지된 가스 유입 제한

  - 피복관 및 핵연료 집합체 폐기물은 ARP 폐기물과 같이 취급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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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Argonne National Laboratory Conceptual Process for 

Incorporating LWR Actinides in the APR Fuel Cycle(Salt Transport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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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Westinghouse PWR Fuel Assembly(Source :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Information Brochure).

표 6-1. Primary Criteria for a Decladding Process.

 - The feed to the ARP process must be oxide(UO2)

 - Volatile fission products must be contained

 - The feed to the ARP process must be dry

 - The heavy-metal recovery in the overall process, including primary 

    and secondary treatment, must be >99.9 %

 - No vapors that are incompatible with the ARP cell atmosphere can 

    enter the cell

 - The cladding and fuel assembly wastes must be compatible with the 

    ARP plant wastes



- 87 -

3. 평가 대상 탈피복 공정 기술

가. 공정의 초기 선정

1) LWR 연료의 탈피복관 공정의 방식은 기계적 및 화학적 방식이 있다.

  - 절단 및 질산 용해 방식은 상용 재처리 시설(미국의 West Valley 시설

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프랑스의 LaHague 시설에서 운  중)

  - 지르칼로이 피복관을 이용한 연료에 관한 여러 가지 방식을 조사하 으

며, 연료 형태는 산화물 혹은 금속체, 농축 공정에 적합한 고순도의 UF6

를 생성하기 위한 분리 방법

2) 제안된 공정의 초기 선정 고려 사항(ARP 시스템에의 적용 관점)

  - 시험되지 않은 공정 제외

  - 부식 문제

  - ARP 공정과의 연계

3) 초기 선정 결과는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평가를 수행한 공정

1) 탈피복 1차 공정

가) Roller-straightener

  - Roller-straightener는 그림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료봉이 여러 개의 

로울러 사이를 통과하며 펴짐 및 원형으로의 복원 과정을 이용한다.

  - 연료봉의 구부러짐 및 Radial defomation은 그림 6-4에서보는 바와 같

다. Radial deformation은 피복관 내의 연료 파쇄 및 피복관의 직경이 

적당히 증가한다.

  - 작업 후 연료봉의 한쪽 끝으로부터 파쇄된 연료를 쏟아부어 악티나이드 

Chloride를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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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NL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길이는 6 ft(180 cm)

  - 일본에서 수행한 시험 결과,

    ․연료봉 길이는 1 m 또는 2 m

    ․로울러의 수량은 3∼5개

    ․실험 회수는 300개의 모의 연료봉(Al2O3), 20개의 조사전 연료봉(UO2), 

약 반수는 최적 조건의 결정을 위해 소요

    ․결정된 최적 조건에서 고장 없이 시험 수행

    ․99.9 %의 Al2O3 회수(연료봉의 한쪽 끝 절단 및 충격을 가함)

    ․모의 조사후 핵연료봉 제작을 위한 피복관 처리는 급냉에 의한 변형, 

냉각 변형 후 수소 흡착, 연료봉 파열시의 연신율은 15 %(냉각 변형)

와 5 %(수소 흡착후), 처리 피복관 시험 결과 균열 현상이 없다.

    ․시험후 평균 입자의 크기(Al2O3, UO2)는 약 200 μm

  - 실제 사용후핵연료에 적용시의 문제점

    ․조사후 연료봉과 모의 연료봉의 차이점은 조사후 연료봉은 고온의 수

분에 노출될 경우에 산화 피막이 생성되며 취급시에 산화 피막이 떨

어져 나오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분진을 수집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

이 필요하다.

    ․각각의 로울러 한 쌍으로 강력 윤활유에 의한 4개의 로울러 베어링 

및 2개의 만능 베어링, 회전 부분은 주기적인 교체, 원격 유지보수(베

어링 교환)를 위한 상용 장비를 다시 설계한다.

    ․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연료와 피복관의 결합은 더 

강력한 힘을 가함으로서 피복관의 파손 가능성, 시험결과 연료가 끈적

한 형태로 피복관에 부착되었으나, 실제 적용에는 의문점이 있다.

    ․연료봉의 길이는 시험 연료봉(1 m, 2 m)과 실제 연료봉 길이(3.76 ∼

4.09 m)의 차이로 로울러의 수량이 추가될 수 있으며, 진행 방향으로 

끝 부분의 파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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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Processes Considered for Evaluation.  

Processes selected for evaluation Processes that were screened out

 A. Primary

    Roller-straightener

    Expose fuel, agitate

    Electrotransport

    Chlorination

    Shear, HNO3 leach

    Hydrochlorination

    Expose fuel, oxidize, agitate

 B. Secondary

    Molten salt wash/leach

    ZrCl4/AcClx
* separation

    HF-HNO3 leach

    Zirconium cleaning

    ZrCl4 waste processing

    Nitrate-to-oxide conversion

 C. Metal cutting(plenum)

    Saw, Abrade

    Laser

    Wire electron discharge machining

    Shear

 A. Primary

    Heat fuel pin to expand cladding

    Decladding by melting or alloying

    Zirflex process

    Dissolution in hydrofluoric acid

    Nonaqueous dissolution

    Alcoholic HCl solutions

    Direct dissolution in molten lead

    or zinc chloride

    Liquid-phase hydrofluorination

    in molten fluoride salts

    Molten ZrCl4-POCl3 dissolvent

    Electrolytic dissolution

    Oxidation disintegration

 B. Secondary

    Electrolytic etch(electopolishing)

    Euel removal by agitated or

    ultrasonic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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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Roller-straightener at ORNL.

ROLL

PUEL PIN

No.   4 No.   3 No.   2 No.   1

(a) FLEXING

UPPER ROLL UPPER ROLL

FUEL PINFUEL PIN

LOWER ROLL LOWER ROLL

(b) RADIAL DEFORMATION

ROLL

PUEL PIN

No.   4 No.   3 No.   2 No.   1

(a) FLEXING

UPPER ROLL UPPER ROLL

FUEL PINFUEL PIN

LOWER ROLL LOWER ROLL

(b) RADIAL DEFORMATION

그림 6-4. Operations of a Roller-straight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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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pose fuel, Agitate

  - 연료 노출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 절단에 의한 짧은 부분으로 분할한다.

  - 피복관 절단 후 Ball mill에 투입하여 흔들어 줌으로서 피복관으로 부터 

연료를 분리(프랑스, CEA-R-4469, ORNL-TR-2788) 한다.

    ․5∼10 mm 길이로 절단된 조사후 연료의 시험 결과, 0.14∼0.8 %의 플

루토늄이 손실된다.

    ․Hammer mill에서 취급한 후에 Ball mill에 투입하 을 경우에 가장 

좋은 결과, 절단 연료봉의 길이가 70 mm(2.8 inch)인 경우에도 회수율

은 양호하다.

    ․재처리 시설에의 적용 문제점은 LWR 연료 재처리 시설에의 적용시에 

단일 연료봉 절단은 비효율적이며, 핵연료 집합체 절단시가 문제(특히 

외부 포장된 BWR 연료)가 된다. 연료 파쇄시에 발생되는 휘발성 핵

분열 생성물의 추가적인 방출이 문제점 된다.

다) Electrotransport

  - 전기 이송 및 전기 정련 방식은 ANL에서 이용

  - 전기 이송에 의한 탈피복관 방식

    ․연료 피복관(원형 혹은 절단)은 전해 셀의 양극으로 작용

    ․지르칼로이의 지르코늄 및 주석은 CaCl2-CaF2 용융염을 통해 이송되

어 음극에 부착

    ․ARP 기술 연장(ARP 시스템에 사용되는 물질 이외의 추가 물질은 사

용되지 않음)

    ․문제점으로는 탈피복 속도와 부착되는 지르코늄 및 주석에 함유되는 

핵연료 물질로는 용융염에 용해된 핵연료 물질과 금속체에 혼입된 핵

연료 물질이다.

    ․액상 카드늄 음극은 증류에 의한 지르코늄과 카드늄의 분리, 연료의 

혼입 문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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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적 연구 및 실험 필요

라) Chlorination

  - CaCl2-CaF2 용융염 내의 지르칼로이의 염소화

    ․지르코늄이 없는 경우에는 악티나이드 산화물은 거의 반응하지 않는

다.(열역학적으로 산화물이 염화물보다 안정함)

    ․산화물의 염소화(이산화 우라늄의 AVLIS 초기 취급 공정)는 산소를 

획득하기 위한 물질로 탄소를 추가, UO2 + 2Cl2 + C → UCl4 + CO2

    ․지르칼로이 피복관이 염소화되면, 지르코늄 염화물이 산소를 획득하는 

물질로 작용하며, UO2 + ZrCl4 ⇄ UCl4↑ + ZrO2 가 된다.

    ․문제점으로는 지르코늄 염화물로부터 악티나이드의 분리 공정과 염화

물 시스템의 거의 모든 재질의 용기에 대한 부식성으로 AVLIS 시스

템은 흑연 용기에 접촉되는 성분과 급격히 반응하는 Carbon black을 

용융염에 추가, ARP 시스템 탄소의 미세 입자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마) Shear, HNO3 leach

  - 사용후 LWR 핵연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수하기 위한 상용 

재처리 시설 방식은 핵연료 봉을 짧게 절단하여 핵연료를 질산에 용해

한 후 용매 추출(Purex 공정), 질산용액은 우라늄 산화물과 플루토늄 

산화물로 변환, 피복관 헐(Hull)로의 악티나이드 손실율은 >0.05 % 이

다.

  - 질산염으로부터 산화물 형태로의 변환 공정은 개선된 직접 탈 질화물 

공정 → 수산염(Oxalate) 침전 공정 → 소결 공정이다. 탈 질화물 공정

은 질화물 용액에 암모니아 첨가한 후 용액을 증발, Uranyl nitrate와 

Ammonium nitrate의 복합염 침전(Oxalate, Ammonium nitrate), 가열하

여 UO3의 산화물 형태로 변환(습식 공정 배제)한다.

  - ARP 시스템에의 적용 문제점으로는 습식 공정과 UO3를 ARP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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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UO2로 환원한다.

바) Hydrochlorination

  - 지르칼로이와 Zr-U 합금은 무수 HCl 가스와 700∼1,100 K에서 반응하

여 알칼리 금속과 생성하며, 

    ․Zr(s) + 4HCl(g) → ZrCl4(v) + 2H2(g) ; △H700 = -128 kcal 

    ․Sn(s) + 2HCl(g) → SnCl2(l) + 2H2(g) ; △H700 = -29.3 kcal

      ZrCl4는 휘발성이 매우 강하며, 승화점은 311 K(38 ℃)

      SnCl2는 휘발성이 거의 없으며, 비등점은 885 K(612 ℃) 이며, 이들은 

그림 6-5에서 보는 바와 같다.

  - Zircex 탈피복관 공정

    ․U-Zr 합금 연료의 재처리를 대비하여 개발

    ․LWR 연료의 탈피복 및 유동층 기술과 불소휘발 재처리와의 연계에 

적용(ANL)

    ․Rotary kiln, 알루미나와 같은 불활성 입자의 유동층 반응기, 용융염 

탕(Bath) 이용

    ․ANL에서의 유동층 반응기 실험 결과 반응조건은 80 vol % HCl, < 

350 ℃이며, HCl과 UO2는 반응하지 않는다. 유동층 바닥에 잔존하는 

UO2 분말은 유동층 반응기에서 산화에 의한 분해 및 불소휘발 공정에 

의한 재처리를 한다. 초기 탈피복으로부터 생성된 기체상의 ZrCl4는 

별개의 유동층 반응기에서 350 ℃의 조건에서 가수 분해에 의해 산화

물로 변환되며, ZrCl4(g) + 2H2O(g) → ZrO2(s) + 4HCl(g) ; △H700 = 

-26.1 kcal, ZrO2 분말은 <100 μm (0.3∼3 wt % 염화물 포함)이다.  

염산의 재순환 실험은 20 vol % 수소 및 1,100 ppm의 수분 포함, 

U-Zr 합금 연료의 염화 수소화 속도에는 유해한 향을 미치지 않는

다. Zircex 공정으로부터 생성되는 산화물 형태는 ARP 시스템에 적합

하다. 무수 염화 수소화 반응에 사용되는 용기 재질은 니켈 또는 코발

트 합금이 적합하다. 조사전 연료의 실험실 규모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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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모니늄과 알루미늄 Chlorides의 혼합 용융염에서의 염화수소화 공정

    ․Zircex 공정의 대안으로 1950년대 후반에 개발

    ․용융염 상에서는 열전달이 잘 되며, 지르코늄이 즉시 용해

    ․400℃의 염의 역류 조건에서 ZrCl4는 용융물로부터 휘발

    ․부식 문제(그 당시에는 용기 재질로서 금(Gold)과 Molybdenum만이 

사용 가능)

  - 용융 KCl-AlCl3 용매의 추출 증류에 의한 지르코늄과 Hafnium 

tetrachlorides 분리

    ․운전 온도는 350∼500 ℃

    ․처리 용량은 5,500톤 -ZrCl4/년

    ․운  국가로는 프랑스

  - 용융염 내에서의 지르칼로이의 염화 수소화 반응에 요구되는 용기의 재

질은 가능

  - 기체상의 염산이 존재할 경우에는 검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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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BY
OXIDATION

(450OC, FLUID BED)

SEMIVOLATILE
FP TRAPPING
(C3, Ru, Tc, Te)

FP FLUORIDES
AND TRACE
URANIUM

ACTINIDE
FLUORIDE SALT

RESIDUF,
(Np, Pu, Am, Cm, &
LANTHANIDES)

UF6 DISTILLATION
AND

PURIFICATION

URANIUM
FLUORINATION

(300OC, FLUID BED)

UF6 COLLECTION
(COLD TRAPPING)

TO CYLINDER
STORAGE AND
ENRICHMENT

TO WASTE
TREATMENT

HCI

AIR

BrF5

SPENT FUEL RODS

TO OXID(OR METAL)
CONVERSION AND THEN

ARP PROCESSING

TO CYLINDER
STORAGE AND
ENRICHMENT

ZIRCEX
DECLADDING

(350OC, FLUID BED)

VOLATILE  ZrCL 4
COLLECTION

CONVERT FUEL TO
POWER BY
OXIDATION

(450OC, FLUID BED)

SEMIVOLATILE
FP TRAPPING
(C3, Ru, Tc, Te)

FP FLUORIDES
AND TRACE
URANIUM

ACTINIDE
FLUORIDE SALT

RESIDUF,
(Np, Pu, Am, Cm, &
LANTHANIDES)

UF6 DISTILLATION
AND

PURIFICATION

URANIUM
FLUORINATION

(300OC, FLUID BED)

UF6 COLLECTION
(COLD TRAPPING)

TO CYLINDER
STORAGE AND
ENRICHMENT

TO WASTE
TREATMENT

HCI

AIR

BrF5

SPENT FUEL RODS

TO OXID(OR METAL)
CONVERSION AND THEN

ARP PROCESSING

TO CYLINDER
STORAGE AND
ENRICHMENT

그림 6-5. Major Decladding and Fluoride Volatility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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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pose fuel, Oxidize, Agitate

  - UO2 연료는 등축 정계(Cubic) UO2, 정방 정계(Tetragonal) U4O9-U3O8

는 조 성이 낮다.

  - 휘발성 산화 공정 그림 6-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료가 산화하며 트리튬을 방출함으로 후속 습식 재처리의 트리튬과

의 혼합 방지

    ․절단된 연료를 과잉의 공기 분위기에서 400∼500 ℃로 가열

    ․UO2가 산화되어 U3O8으로 변환되며 수반되는 상변화에 의해 연료 펠

릿을 분해

    ․산화된 연료를 용해조에서 용해 후 지르칼로이 Hull 등을 세척, 폐기

물 처리

    ․ARP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료 및 Hull의 분리 시스템을 개조

해야 하는데, 기계적 분리 후 Hull은 ANL 공정에서 사용하는 용융염

(CaCl2-CaF2)으로 세척하고, 물로 세척할 경우에는 증발에 의한 수분 

완전 제거한다.

  - Airox 공정

    ․산화 반응을 이용하여 탈피복 및 연료 분쇄는 약간의 농축 연료를 혼

합하여 연료 제조 공정으로 직접 재순환 한다.

    ․핵연료 집합체의 밑단의 지지판을 절단하고 각각의 연료봉을 회전 펀

치로 이송하여 산화반응의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작은 구멍을 뚫음(길

이 방향으로 2.5∼4 cm 간격).

    ․400 ℃에서 공기에 의해 산화되면 피복관은 가로 방향으로 관통되며, 

연료는 분쇄된다. U3O8으로의 완전 산화는 불필요하며, 등축정계로부

터 조 도가 적은 정방 정계로 일단 변화되면 부피 팽창으로 인한 피

복관 파열 및 연료 분쇄 현상이 일어난다.

    ․연료 제조에 직접 재순환하기 위해서는 600 ℃에서 UO2로 환원

    ․UO2 회수율은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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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가지 방식 모두 ARP의 용융염 환원 공정의 산화물로 공급 가능

    ․산화비가 높은 산화물은 UO2와 수소로 환원하는 과정 필요

    ․산화 반응을 위한 장시간의 체류 시간 소요(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의 

셀이 필요)

IRRADIATED
FUEL CHOPPING

VOLOXIDIZER
UNIT

FUEL
DISSOLVING

HULLS

H2 OXODIZER GAS
COOLER

DRY AIR GAS
DRYER

REFRIG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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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L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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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Voloxidation Method.

2) Secondary fuel removal process

  - 기계적 연료 회수 방식의 회수율은 99 % 이상(ARP에서 제시된 기준 

>99.9 %)

    ․나머지는 피복관에 부착되거나 화학적 결합(지르코늄 산화물 층 형성)

    ․피복관의 알파 입자에 오염을 제염하여 Hull에 TRU 폐기물의 제거

가) Molten salt wash/Leach

  - 연료가 피복관에 느슨하게 부착된 경우에는 용융염으로 피복관 내부를 

세척하여 제거

    ․염에 불화물을 첨가하여 용이하게 연료를 적심(Wet)

    ․용융염은 CaCl2 염에 10 mol % Ca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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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ZrCl4/AcClx 분리

  - 피복관이 염소와 반응하면, 핵분열 생성물과 ZrCl4 혹은 SnCl2와 반응하

여 AcClx를 생성하며, UO2 + ZrCl4 ⇄ UCl4↑ + ZrO2가 된다.

    ․악티나이드 염화물의 염소화 반응에는 일반적으로 탄소 첨가

    ․휘발성이 낮은 UCl3와 PuCl3 생성 후 증류 공정으로부터 ZrCl4 및 

SnCl2 제거

다) HF-HNO3 Leach

  - 다른 어느 방식도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며, 피복관도 용해되기 

때문에 악티나이드는 침전 후 소결 또는 직접 소결함으로서 회수

라) 지르코늄 Cleaning

  - 전기 이송 방식으로 피복관과 연료를 분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고체 

음극에 부착 혹은 카디늄 음극에 용해된 지르코늄에는 핵연료 물질이 

포함, 사용된 염의 처리를 위해 추가적인 전기 이송 공정 요구

마) ZrCl4 waste processing

  - 염화 수소화 및 염소화 공정을 이용한 피복관과 연료를 분리하는 경우

에 적용

    ․적절한 폐기물 형태로 변환

    ․산소와 반응(염소 생성) 또는 수증기와 반응(염화수소 생성)하여 ZrO2

로 변환되며, ZrCl4 + O2 ⇄ ZrO2 + 2Cl2, ZrCl4 + 2H2O ⇄ ZrO2 + 

2HCl

    ․부식 및 미세 ZrO2 분말 생성 등의 문제점

바) Nitrate-to-oxide conversion

  - 질산 또는 질산/불산 혼합물을 이용한 추출의 경우에, 생성된 질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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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로 변환된다. 질화물의 열분해에 의한 직접 변환과 침전 및 침전

물의 소결(불산을 사용할 경우)

3) Metal cutting(Fuel plenum)

  금속을 절단하는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Saw, Abrade

  - 연마식 톱은 핵연료 절단시 대기중이나 수중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수중 절단은 절단시의 부스러기 확산 최소화 및 지르칼로이 미세 입

자의 불꽃 문제 방지

    ․절단 판을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장비 설계

    ․많은 양의 초미립자(1 μm 이하)가 생성되며, 지르칼로이 분말 수집, 

장비 주변의 분말 누적 방지

나) Laser

  - 핵연료 집합체의 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ORNL)

    ․분진 발생 없이 절단

    ․유지 보수가 필요한 장비는 핫셀 외부 설치(파지 기구와 레이저 절단

기만 내부 설치)

    ․절단 깊이의 미세 제어 문제점

다) Wire electron discharge machining(Wire EDM)

  - 절단되는 금속에 의해 황동선 전극이 통과하고 금속에 전자를 방출

    ․전선은 금속체를 한번 통과한 후 폐기

    ․전선 직경은 φ 2∼12 mils(0.05∼0.30 mm)

    ․전선 길이는 ∼6,000 ft(∼1.83 km)

    ․비교적 간단한 유지 보수(두 개의 전선 감개의 단순한 교환에 의한 전

선 교체)



- 99 -

    ․유전 매체를 공급하기 위해 물 분사(전선의 냉각 문제점)

    ․1 inch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절단 속도는 28 inch/hr(71.12 cm/hr)

라) Shear

  - 핵연료 집합체 및 각각의 연료봉 절단

    ․문제점으로는 절단 장비로부터 제거가 어려운 미세 입자 생성과 연료

가 없는 부분(Plenum end)의 죔 발생

    ․연료가 채워진 부분을 절단할 경우에 절단 부분의 불완전 폐쇄

    ․연료가 없는 부분은 절단하지 않아야 하며, 연료의 회수율 문제와 다

른 방식에 의한 절단

4. 공정 평가

  - 경제성 평가로 개발, 제작(핫셀 요구 공간), 유지 보수, 운 , 폐기물 처

리, 운전 중지, 최종 폐기물 처리 등의 비용

  - 탈피복관 공정의 순위 매김은 다소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 측면

에서 결정된다. 첫 번째는 주 공정 단계의 수(적을수록 유리)와 습식 공

정 포함 여부(습식 공정이 없을수록 유리)이다. 

가. 탈피복관 공정 기준

  - 표 6-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피복관 공정 기준 주어진 6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공정에 대해 기술하 다.

  - ORNL-ANL 검토 결과,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셀 배기 가스로의 유

입이 허용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나, 당분간 LWR 탈피복 공정에는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에 관한 고려 사항은 배제된다.

  - 기준 4는 회수율 >99.9 %으로 대부분의 공정이 만족하지 못하며, 1차 

공정에 연계되는 2차 취급 공정이 요구된다.

  - 기준 5(ARP 취급 셀로의 금지된 가스 유입 제한)는 공정 중에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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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수집 용기가 요구됨(바람직하지 않음), 별개의 제한 시스템 없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공정에 가중치이다.

  - 기준 6(피복관 및 핵연료 집합체 폐기물은 ARP 폐기물과 같이 취급될 

수 있어야 함)은 건식 폐기물(금속 껍질, 산화물, 염화물)로 제한되며,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의 변환 과정 없이 직접 폐기물 처리하는 공정에 

가중치이다.

  - 평가에 적용되는 수정된 탈피복관 공정의 5가지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

다.

    ․ARP 공정에 산화물 형태로 공급(UO2)

    ․ARP 공정에 건식 공급

    ․전체 공정(1차 및 2차 취급 공정)의 연료 회수율 >99.9 %

    ․ARP 취급 셀로의 금지된 가스 유입 제한

    ․피복관 및 핵연료 집합체 폐기물은 ARP 폐기물과 같이 취급될 수 있

어야 함

1) 탈피복관 공정의 2차 기준

  - 지르칼로이의 미세분말 생성 여부 기준 삭제

    ․ANL 셀은 불활성 기체 분위기(지르칼로이 미세 분말에 의한 발화 문

제점 해결)

  - 가스의 생성 여부가 공정 채택 여부의 유일한 기준

    ․2차 포집 용기가 요구되는 가스의 생성이 없는 공정(공정 채택 여부 

기준)

    ․최소의 폐기물 : 고준위 및 TRU 폐기물의 최소화 공정(등급 기준)

    ․장비의 신뢰성 : 공정의 운전 가능 여부(등급 기준)

    ․공정의 단순성 : 공정 기술이 복잡하지 않아야 함(등급 기준)

    ․최소의 셀 공간 : 공정이 차지하는 셀의 공간 최소화(등급 기준)

    ․유지 보수성 : 공정 장비의 유지 보수가 간단하고 교체품의 용이함 및 

저가(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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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기준

    ․전기 화학 또는 화학 공정의 동역학(평가의 정확성이 미비)

    ․기계적 공정 속도는 단위 시간당 처리 연료봉의 수(평가의 정확성이 

미비)

    ․공정 확립에 요구되는 개발 투자 정도

    ․기술적 성공 여부

2) 선택된 기준에 의한 공정 평가

  - 많은 가능한 공정에 대해 대략적으로 평가 수행

  - 초기 단계에서 제외한 공정은 완전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부록 

A에 수록

    ․완전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공정의 충분한 자료 기술

    ․평가에서 제외한 이유 기술

  - 1) 절에서 제시된 기준에 의한 순위 평가

  - 공정 채택 여부 기준(별개의 용기에 가스발생 포집)에 의해 선정된 공정

    ․Primary process : Roller-straightener, Expose fuel, Agitate  

Electrotransport 

    ․Secondary process : Molten salt wash/leach, ZrCl4/AcClx separation, 

Zirconium cleaning 

    ․Metal cutting(Fuel plenum) : Laser, Saw, Abrade, Shear

  - 등급 기준에 대한 공정의 선호도이며, 이는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같은 번호는 거의 동등한 공정

    ․기계적 및 화학적 공정을 함께 평가

    ․1차 공정은 피복관으로부터 연료를 분리(∼99 %)하는 기계적 공정과 

화학 취급 공정이 있다. 

    ․2차 공정은 기계적 공정의 회수율 >99.9 %(화학적 취급)와 추가 화학 

공정(1차 공정에서 질산에 용해한 경우에 2차 공정에서는 질화물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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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로 변환)

  표 6-3. Processing Grading by Criteria.

                   종류      

  공정

Minimum 

waste

Equipment 

reliability

Process 

simplicity

Minimum

cell 

volume

Maintain

ability

 Primary process

  Roller straightener

  Expose fuel/Agitate

  Expose fuel/Oxidize/Agitate

  Electrotransport

  Hydrochlorination

  Chlorination

  Shear and HNO3 leach

 Secondary process

  Molten salt wash/Leach

  Zirconium cleaning

  ZrCl4 waste processing

  HF-HNO3 leach

  Nitrate-to-oxide conversion

  ZrCl4/AcClx separation

 Metal cutting(Fuel plenum)

  Wire EDM

  Laser

  Saw, Abrade

  Shear

1

1

1

2

2

2

2

1

1

1

2

2

3

1

2

2

3

3

2

1

3

3

2

1

1

2

2

1

2

1

2

2

1

3

1

2

4

1

3

3

1

2

2

2

1

2

2

2

3

1

3

1

1

2

1

1-2

1-2

1-2

1

5

3

4

3

2

3

2

1

3

1

2

3

2

4

5

2

2

1

2

1

2

1

3

2

1

4

* Processes are ranked in order of desirability with "1" being the best,

  "2" second best and so on.



- 103 -

3) 공정의 순위

  등급 기준에 의한 수를 합산하고, 기준1(공정 채택 여부)에 의한 채택 불

가 공정에 추가

  - Primary fuel removal or processes

    ․Roller straightener           = 7

    ․Expose fuel/Agitate          = 8

    ․Electrotransport             = 9

    ․Shear and HNO3 leach      = 8.5

    ․Expose fuel/Oxidize/Agitate   = 12

    ․Hydrochlorination            = 14.5

    ․Chlorination                 = 14.5

  - Secondary process

    ․Molten salt wash/Leach       = 7

    ․ZrCl4/AcClx separation       = 9

    ․HF-HNO3 leach              = 10

    ․Zirconium cleaning           = 11

    ․ZrCl4 waste processing       = 11

    ․Nitrate-to-oxide conversion   = 12

  - Metal cutting(Fuel plenum)

    ․Saw, Abrade                 = 6

    ․Laser                        = 11

    ․Wire EDM                   = 12

    ․Shear                        = 16   

  실제 탈피복관 공정은 1차 및 2차 공정의 조합으로 구성 score   

development needed*

  - Roller straightener + molten salt wash/leach   14            H-M

  - Hydrochlorination                            14.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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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ose fuel, Agitate + Molten salt wash/leach  15                M

  - Electrotransport + Zirconium cleaning          20                 H

  - Chlorination + ZrCl4/AcClx separation           23.5               H

  - Hydrochlorination + ZrCl4 waste               25.5    H

  - Shear, HNO3 leach + Nitrate-to-oxide conversion + Molten salt 

wash/leach                                   27.5               M

   - Roller straightener + HF-HNO3 leach + Nitrate-to oxide conversion  

                      29              M-L

   - Expose fuel, Agitate + HF-HNO3 leach + Nitrate-to oxide 

conversion                       30                 L

   - Shear, HNO3 leach + HF-HNO3 leach + nitrate-to oxide conversion  

                                          30                L

   - Chlorination + ZrCl4/AcClx separation + ZrCl4 waste 34.5   H

     ․H = high, M = moderate, L = low

14) 결과 및 고찰

  - 방식 11은 제외 : 가장 낮게 평가, 개발에 대한 투자 정도로 높음

  - 방식 1, 3, 7은 연료의 잔류량을 용융염으로 세척 또는 추출로부터 회수

    ․이 공정은 지르칼로이의 세척 또는 추출에 사용하고자 하는 염에 대해 

검증이 요구됨

    ․피복관에 느슨하게 부착된 연료의 세척을 위한 염은 연료를 적셔야 

하며 약간의 불화물을 첨가한 염화물 이용

    ․연료를 완전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피복관 내의 산화층을 용해하며 지

르칼로이의 용해는 배제한 산화층만을 용해하는 염을 사용

    ․1차 염 세척 후, 같은 염 혹은 다른 종류의 염으로 피복관 재 세척을 

하며, 용해된 연료를 포함하는 염 찌꺼기를 제거, 피복관에 남아 있는 

염에 포함된 연료의 양은 매우 적으나 피복관 폐기물 취급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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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 ANL에서는 Hull을 녹여 위에 뜨는 염을 회수한다.

  - 두 번째 순위인 염화 수소화 공정

    ․연료는 산화물 형태로 남고 지르칼로이는 휘발

    ․문제점으로는 취급 용기 재질 및 염-연료 현탁액의 이송

    ․ZrCl4 폐기물은 저준위 폐기물로서 직접 처분하거나 ARP 폐기물과 함

께 수집하며, 폐기물을 ZrO2로 변환할 경우에는 선호도가 떨어진다.

(방식 6)

  - 세 번째 순위인 연료봉 절단 및 흔들어 연료와 피복관을 분리한 후 용

융염에 의한 세척

  - 방식 7은 비교적 길게 연료봉을 절단하여 질산에 의해 연료를 분리하며, 

질화물을 산화물로 변환 후에 최종적으로 용융염에 의한 세척으로 잔존 

연료 회수

    ․Roller straightener 방식이 불가능하고 용융염 세척이 가능하다면 고

려할 만한 공정

    ․방식 3 및 7 보다 나은 공정은 연료를 짧게 절단하고 흔들어 분리한 

후 질화물을 산화물로 변환(ARP 셀에서의 수용액 취급으로 인한 복

잡성 배제)

  - 방식 8은 Roller straightener 방식을 이용하며, 잔존 연료는 HF-HNO3 

용액으로 회수한 후 질화물을 산화물로 변환

    ․Roller straightener 방식이 가능하고, 용융염에 의한 세척/추출이 불가

능할 경우

    ․수용액으로 추출할 경우에 잔존 연료를 포함하는 피복관을 ARP 셀로

부터 제거

    ․회수된 연료는 산화물로 변환 후 ARP 셀로 재투입

    ․피복관과 같이 TRU 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는 압축 등 적당한 기술로 

처분

  - 전기 이동 방식(방식 4)는 ARP 공정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매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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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피복 속도가 매우 낮음

    ․부착되는 지르코늄에 포함되는 연료는 카드늄 음극을 사용함으로서 

최소화

  - 염화 공정 후 ZrCl4와 AcClx의 분리(방식 5)

    ․대부분의 산화물 형태의 연료는 염화되지 않음(산소 획득자 탄소 등의 

부재)

    ․시스템 내의 지르코늄이 산소를 획득함으로서 우라늄 등의 악티나이

드 염화 가능성

    ․분리되는 ZrCl4는 직접 처분에 적합한 형태이며, ARP 염 폐기물에 혼

입 가능

  - 염화 수소화 공정으로 지르칼로이를 휘발시키고 ZrCl4를 산화물로 변환 

후 최종 처분(방식 6)

  - 방식 7, 8, 9, 10은 수용액 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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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과  및  향후  방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고, 대부분이 에너지 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 중에 있다. 탈피복 장치는 사용후핵

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사용후핵연료봉에서 UO2 펠릿을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본 기술보고서는 기존의 탈피복 방식별 기술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에 적합한 탈피복 방식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은 크게 화학적 방법과 기계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주로 기계적 탈피복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술하

다. 이와 같이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탈피복 공정장치를 개발했으며, 검증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평가하 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향후 대용량의 사용후차세대관리공정 

장치에 맞는 Scale-up용 탈피복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를 도출하는데 

활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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