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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에 따른 핵물질 안전조치 이행ㅇ
최종 설계정보서 제출 및 시설 물질수지 코드 와 의 시설부록- IAEA / (KOV1) ACPF

취득

핵물질 안전조치 시스템 개발 및 성능 평가ㅇ
기반 수동형 중성자 비파괴 측정장치인 를 설계 제작하고 시설- NDA ASNC / ACPF

에 설치한 후 중성자 소스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핵Cf-252 Cold ACP

물질을 측정할 경우 충분한 크기의 카운트 값을 이내의 공간 효율 오Doubles ±2%

차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의 감시용 중성자 모니터 개발 및 격납 감시 시스템 구축- ACPF (ASNM) /

ㅇ 핵물질 시설간 수송 및 임시저장시스템 확립

핵물질 시설간 수송 및 임시저장시스템의 설계 안전성평가 제작 및 시운전을 통하여 핫셀- , ,

시험 폐기물관리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설계자료를 확보함.

실증시험용 핵연료 선정 및 선원항 예측 전산코드 개발ACPㅇ
실증에 적합한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고 단위공정별 에서의 선원- ACP , ACP KMP

항을 예측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개발함.

ㅇ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공정물질 특성 분석

금속우라늄합금에 대한 산화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저장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차폐형- ,

을 이용한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공정물질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을 분석함SEM , .

선진핵연료주기 기술과의 연계성 평가ㅇ
국내 적용가능 핵연료 주기 선정 및 물질흐름 분석-

다요소 효용 함수 이론 및 계층분석과정을 이용한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종합 분석- /

평가

색 인 어
각 개 이상( 5 )

한
글

중성자계수기 안전조치 선원항 차폐형 주사전자현미경 핵연료주기, , , ,

영
어

ASNC , Safeguards Im plem entation , Source term , Sh ie lded SEM , Nuclear

Fuel C 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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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목I.

사용후핵연료 특성계량화 기술개발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II.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을 이용한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협약에 따른 핵물질 안전조치를 이

행하고 핵물질 안전조치 시스템을 개발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핵물질의 시, ,

설간 이송 및 임시저장시스템을 확립하며 선진핵연료주기와의 연계성을 평,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차세대종합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ACPF

는 한 간 협정과 한 미 협정과 같은 국제협약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IAEA /

이 반드시 필요하며 핵물질 안전조치 시스템 개발 및 성능평가를 위해,

기반 핵물질 측정시스템을 구축 및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실시간 핵물NDA ,

질 측정시스템 개발 및 성능평가 시설 격납 및 감시 장비 구축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종합공정 실증시험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및 공정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핵물질 수송 및 임시저장시스템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실증시험용 핵연료 선정 및 선원항, ACP

예측 전산코드 개발,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공정물질 특성 분석등의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선진핵연료주기와의 연계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계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선정 및 물질흐름 분석 선진핵연료주기와의 연계,

성 평가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III.

국제협약에 따른 핵물질 안전관리 이행1.

설계정보서 작성 및 제출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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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록 취득IAEA•

안전조치성 평가ACPF•

사용후핵연료 형질 변경을 위한 이행계획서 작성 및 대미 확보JD•

핵물질 이동 관리 및 시설 계량관리 국제 국내 핵물질 안전조치 수검, /•

핵물질 안전조치 시스템 개발 및 성능 평가2.

기반 핵물질 측정시스템 구축 및 성능시험NDA•

실시간 핵물질 측정시스템 개발 및 성능평가•

시설 격납 및 감시 장비 구축•

금속전환 공정 핵확산저항성 평가 및 공정 시Lab-scale scale-up•

계량관리 기술 타당성 분석

핵물질 시설간 수송 및 임시저장시스템 확립3.

핵물질의 시설간 수송 및 임시 저장시스템 설계 및 안전성평가•

핵물질의 시설간 수송 및 임시저장시스템 제작 및 시운전•

핫셀시험 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설계자료 생산•

실증시험용 핵연료 선정 및 선원항 예측 전산코드 개발ACP•

•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공정물질 특성 분석

선진핵연료주기와의 연계성 평가4.

연계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선정 및 물질흐름 분석•

선진핵연료주기와의 연계성 평가•

연구개발 결과IV.

국제협약에 따른 핵물질 안전관리 이행1.

설계정보서 작성 및 제출ACPF (DIQ) IAEA•

년 월에 최종 설계정보서를 작성하여 에 제출- 2005 4 IAEA

핵물질 반입일정을 변경한 차 개정 설계정보서 제출- 1 (2005. 9)

취급 핵물질의 형태 일정 및 핵물질 이동경로 등의 변경- , ho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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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반영한 차 개정 설계정보서 제출2 (2006. 7)

시설부록 취득IAEA•

로부터 의 시설 및 물질수지코드- IAEA ACPF (KOV1 획득) (2005. 8)

의 시설부록 취득- ACPF (FA draft) (2007. 3. 1)

의 안전조치성 분석 및 평가ACPF•

안전조치기준 만족을 확인하고 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IAEA , MUF

민감도를 평가함

사용후핵연료 형질변경을 위한 이행계획서 작성 및 대미 확보JD•

사용후핵연료 형질변경을 위한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및 회의에서 미국 측의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얻음- PCG JSCNEC

핵물질 이동관리 및 시설 계량관리 국제 국내 핵물질 안전조치 수검, /•

년 월 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이후 총 회에 걸친- 2005 8 ACPF IAEA 5

의 시설방문 및 사찰 수검IAEA DIV/PIV

년 월 천연우라늄을 최초 반입을 포함하여 총 회의 와- 2005 11 14 ACPF

소내 시설간 핵물질 이동관리

년말 현재 시설내 핵물질 재고량은 임- 2006 ACPF 83.314 kg-U .

핵물질 안전조치 시스템 개발 및 성능 평가2.

기반 핵물질 측정시스템 구축 및 성능시험NDA•

기반 핵물질 측정시스템 를 코드를 이용하여- NDA (ASNC) MCNPX

최적화 설계함

시뮬레이션 결과 내 효율은 약 효율분포 상대표준편차는- Cavity 24%,

이내로서 설계목표치를 초과달성함1%

내의 효율 분포를 측정한 결과 길이 및 지름방향에서 각각- Cavity

와 의 값을 얻어 설계20.73% ( = ±1.32%) 21.06% ( = ±0.89%)σ σ
목표치를 달성함

실시간 핵물질 측정시스템 개발 및 성능평가•

비파괴 중성자 측정장치 를 제작함- ASNC

중성자 신호처리 장비인 과 계량관리 프로그램인 를- AMSR INCC

개발하여 등의 핵물질 분석 시스템을 구축함Pu,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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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시간 핵물질 분석 시스템 설치 및 성능평가 완료- ACPF

중성자 선원 측정을 통한 의 불감시간 보정계수 결정- Cf-252 ASNC

장치의 주요 차세대공정 핵물질에 대한 임시 교정곡선 생산- ASNC

교정상수( : k=2.78×105 [counts/s·gCm-244])

시설 격납 및 감시 장비 구축•

의 감시용 중성자 모니터 개발 및 격납 감시 시스템- ACPF (ASNM) /

구축 완료

금속전환 공정 핵확산저항성 평가 및 공정 시Lab-scale scale-up•

계량관리 기술 타당성 분석

핵확산 저항성 항목을 평가하고 방사선량에 대한 정량 평가를- ,

수행하여 배치의 공정물질이 선량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함20kg

시설에서 전용 경로 분석을 통하여 취약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ACPF

보완하기 위한 핵확산저항성 증진방안을 도출함

및 미국 과 공동으로 을 이용한 의 원격감시- KINAC SNL VPN ACPF

시험을 완료함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과- MCNPX multiplicity doubles rate

보정식을 이용하여 된 금속전환체 샘플 최대 에 대한scale-up ( 100kg)

의 핵물질 계량값을 모사함ASNC

핵물질 시설간 수송 및 임시저장시스템 확립3.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종합공정 실증을 위한 사용후연료봉 수송용기 설계

및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송용기는 기존의 수송용기를. Padirac

적용하였으며 수송용기가 중성자차폐체가 없는 고준위폐기물, Padirac

운반용기이므로 수송용기 내부에 중성자 차폐체를 보완 설치하였다.

로부터 핫셀까지 회에 의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PIEF ACPF 1 10 kg

수송절차를 확립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종합공정에서 발생된 금속전환체 및 폐용융염을

밀봉 캐니스터에 장전하여 의 로 수송 저장하는 방안을RWTF monolith

검토하였다 금속전환체 및 폐용융염을 에 저장할 경우에 대한. monolith

임시저장모델을 설정하고 저장시스템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열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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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금속전환체 및 폐용융염의 온도가 허용온도 이하로 계산되어 열

안전성 측면에서 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용융염의monolith .

임시저장 캐니스터 및 취급장치를 제작하여 핫셀에서 원격취급 및

임시저장에 대한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공정에서 발생되는 금속전환체의 임시저장을 위한 캐니스터 및 저장ACP

용기를 설계하고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저장용기는 의 금속전환체를. 100 kg

저장할 수 있으며 방사선차폐 열전달 및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입, ,

증하였다 금속전환체 저장 캐니스터를 제작하여 핫셀에서 원격취급 및. ACP

임시저장에 대한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종합공정 실증을 위한 공정폐기물 수송 저장시스템

을 평가하였다 기준 주요 공정폐기물 발생량은 금속전환체. 100 kgHM 100

폐용융염 약 등이며 금속전환체 및 폐용융염은 밀kg, 500 kg, Hull 20 kg ,

봉 캐니스터에 장전하여 의 저장시설로 이송 저장하는 방안RWTF monolith

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저장시설에 금속전환체 및 폐용윰염을 저장. Monolith

할 경우에 대한 안전성은 입증되었지만 가 핵물질 저장시설로 인허Monolith

가된 시설이 아니므로 공학규모 실증시험을 대비하여 핵물질 저장시설의 개

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에 적합한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고 이 핵연료가 단위공ACP , ACP

정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핵물질의 형태변화에 따른 핵물질의 흐름과정을 모

사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실증시험을 모의하. ACP

고 단위공정별 선원항을 산출하였다, .

사용후핵연료 공정물질 전반에 대한 파괴분석 시험기술 확립을 위해

등 관련 시험시설에 대한 기술계통 및PIEF, IMEF, DUPIC, AECL

을 분석하여 분류절차를 작성하였다Inspection and Test Plan(ITP) sample .

를 이용한 차세대관리 금속전환 공정 부식억제용Induction furnace Ingot

제조 시험 수행을 위해 제조시 사용된 합금은 합금Ingot Ni-Cr-Fe , Ni

함량 조절 첨가 합금 첨가 합금등을 주조하였으며 제조base Ingot, Si , Co ,

된 이들 에 대한 합금을 절단하여 분석 시료로 만드는 제조시험을 수행Ingot

하였다.

금속전환 공정물질 핵특성 분석 기술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차폐형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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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현미경을 개선하였다 브라그 회절을 이용하여 선의 파장을 검출하는. X

파장분산 분광분석 장(Wavelength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 WDS)

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어 차후 사용후핵연료 및 공정물질 핵연료 시편에

대한 표면분석 및 정성 정량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선진핵연료주기와의 연계성 평가4.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현황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네 가지의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직접처분주기 핵연료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핵연료주( , DUPIC , , GEN-IV

기 를 설정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지속가능성 측면 환경친화성 측면 핵확) , ,

산저항성 측면 경제성 측면 그리고 기술성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

그러나 모든 정책결정이 그러하듯이 하나의 특정 핵연료주기가 지속가능,

성환경친화성핵확산저항성경제성기술성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할 수는‧ ‧ ‧ ‧
없으며 그 결과 핵연료주기별 우열의 비교가 쉽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 ,

수이며 복합적인 경우의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지

원하는 의사결정기법 중의 하나인 다요소효용함수이론(MAUT:

과 계층화분석법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AHP: Analytic Hierarchy

을 이용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네 가지의 핵연료주기 시Process)

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네 가지의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GEN-IV

핵연료주기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V.

비파괴 핵물질 측정장치 는 의 핵 사찰에 사용될 예정(ASNC) ACPF IAEA

임 또한 를 개발하면서 축적된 기술은 향 후 개발될 공학규모. ASNC

공정 핵물질의 안전조치 기술 개발에 활용할 것이다Pyroprocess .

핵물질 수송 및 임시저장시스템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실증ACP

시험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물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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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추진될 의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기술개발을pyroprocess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실증시험용 사용후핵연료 선정 및 핵특성 자료는 의 시운전 계획의ACPF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의 단위공정별 핵물질 흐름도를 예측할. ACP

수 있는 프로그램은 향후 수행할 시설의 공정모사 코드 개발에Pyroprocess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여기서 산출한 자료는 핵물질 계량 관리 및 실,

증시험 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방사성 금속전환 공정물질에 대한 특성 분석 관련 자료는 차후 시Active

험에서 발생될 방사성 금속전환 공정물질에 대한 재료특성 시험 및 핫셀에

서의 원격 취급 시험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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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pent Fuel Examination Technolo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is study is aimed, in the course of facilitating R&D on the next

generation type of spent fuel management facility, to develop and evaluate

facility safeguards system, to establish inter-facility transportation and

temporary storage system of spent fuel material, and lastly to evaluate its

compatability to advance nuclear fuel cycle.

It is, by all mean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ACPF process

line not only to implement safeguards under the obligation of Korea/IAEA

and Korea/US bilateral agreements, but also to carry out R&D and

performance evaluation on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by NDA, and

facility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

Additional studies are also necessary on technology development for

safe management of spent fuel and process generated wastes during

active demonstration of the next generation type of spent fuel process

line, on development of computer code for selection mechanism of input

fuel material and source term determination, and on analysis methodology

of metalized process material converted from spent fuel. Other R&D

activities, such as fuel cycle related model scenario selection and its

material flow analysis, and evaluation of compatability to advanced

nuclear fuel cycle, need to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Safeguards implementa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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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Q submission to IAEA

- Conclusion of IAEA's Facility Attachment

- Evaluation of ACPF safeguardability

- Preparation of Joint Determination on alteration of form and contents

of US origin material.

- works for nuclear material transfer, nuclear material accounting for,

and hosting of IAEA inspection

2. Development of Safeguards System for Nuclear Material and

Estimation of Its Performance

Construction o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basen on NDA•

and its performance test

Development of near-real time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and estimation of its performance

Construction of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equipment and its•

performance test

Evaluation of proliferation resistance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and analysis of technological appropriation in case of

process scale-up

3. Establishment of transportation and temporary storage system for

nuclear material

Design and safety analysis of transportation and temporary storage•

system

Fabrication and inactive test of transportation and temporary storage•

system

Performance test and aquisition of design data for transportation and•

temporary storage system

Determination of the spent fuel for the ACP demonstration and•

Development of a computer code for estimating the sourc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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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of metal conversion processing materials of spent•

nuclear fuels

IV. Result of Project

1 Safeguards was carried out under IAEA safeguards agreement.

ACPF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was prepared and submitted•

to IAEA

- original DIQ was made and declared to IAEA on April,2005

- 1st revision of DIQ on change of date of initial nuclear material

introduction (September, 2005)

- 2nd revision of DIQ to reflect on handling of nuclear material type,

hot test schedule, change of nuclear material transfer path (July,

2006)

Acquisition of IAEA Facility Attachment•

- Material balance code was assigned for ACPF by IAEA (August,

2005)

- The draft FA was delivered to ACPF (March, 2007)

Analysis and evaluation of ACPF safeguardability•

- Safeguardability was verified to meet IAEA safeguards criteria and

sensitivity against elements causing affect on MUF was evaluated.

Preparation of a report concerning "alteration of form and contents•

of US origin material and JD negotiation with US

- A JD draft report was transmitted to US

- An affirmative response from US at PCG, and JSCNEC meeting

Routine works for nuclear material transfer, maintaining of facility•

accounting records, reception of domestic and IAEA safeguards

inspection

- Total of 5 each inspections of DIV, routine, and PIV were

performed by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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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different nuclear material transfer occurred since initial natural

uranium introduction in November 2005

- Current inventory of nuclear material in ACPF accounted for 83.314

kg-U as of December 2006

2. Development of Safeguards System for Nuclear Material and

Estimation of Its Performance

Construction o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basen on NDA•

and its performance test

- Optimal design o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based on

NDA by using MCNPX code

- As a result of simulation, the efficiency inside of the cavity is 24%

and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efficiency distribution is less

than 1%. This result satisfies the design target value.

- As a result of measurement of efficiency distribution inside of the

cavity, the efficiency distributions in the longitudinal and radial

directions are 20.73% ( = ±1.32%) and 21.06% ( = ±0.89%),σ σ
respectively. This result satisfies the design target value.

Development of near-real time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

and estimation of its performance

- Manufactured non-destructive neutron measurement equipment,

ASNC

- Developed the neutron signla processing device, AMSR and a

accounting and control program, INCC and constructed assay

system for nuclear material such as Pu and U

- Installed the near-real time nuclear material analysis system at the

ACPF and completed the assessment of its performance

- Determined the deadtime coefficient of the ASNC through the

measurement of Cf-252 neutron sources

- Produced preliminary calibration curves for main AC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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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Calibration constant: k=2.78×10
5
[counts/s·gCm-244])

Construction of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equipment and its•

performance test

- Completed the contruction of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equipment

of the ACPF

- Developed neutron monitors (ASNM) for the surveillance of the

- Carried out the performance test using ASNMs, surveillance

cameras and DAQ system

Evaluation of proliferation resistance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and analysis of technological appropriation in case of

process scale-up

- Self protection for 20kgHM of pyroprocess material is evaluated and

confirmed that the radiation dose of the material meets the self

protection criteria

- Diversion paths for ACPF are analyzed and some weak points are

defined, and appropriate methods for increasing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are propoded

- Remote monitoring system is installed jointly with KINAC and

Sandia National Laboratory, and test of the system is finished.

- Simulated nuclear material accounting value of the ASNC for the

scale-up sample of uranium metal (max. 100 kg) by using the

multiplicity value calculated using MCNPX code and equation for

the correction of doubles rate

3. Establishment of transportation and temporary storage system for

nuclear material

Design and safety analysis of spent fuel transport cask have been

carried out to transport the spent fuel rod-cut for the ACP demonstration.

The Padirac cask was applied for transportation of spent fue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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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rac cask was designed for the transportation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and the cask has no neutron shield layer. Therefore, radiation

shielding capacity was improved through the complement of neutron

shielding in the cask. And the transportation procedure was established

for the spent fuel rod-cuts of 10 kg from the PIEF to the ACPF hot cell.

Metal and salt ingots generated from the ACP demonstration are to be

packed in a canister and then transported and stored in the monolith at

RWTF. Temporary storage model of the monolith were established for

the application of metal and salt ingots. Thermal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monolith and the maximum temperatures of the metal

and salt ingots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allowable values. Therefore,

the temporary storage concept will be applied for the metal and salt

ingots from the aspect of a thermal safety. The storage canister and the

handling tool were fabricated and the inactive test for the temporary

storage have been carried out at the hot cell.

Temporary storage canister and cask were designed for storage of the

metal ingot of 100 kg. Radiation shielding, thermal and structural analyses

were performed for the storage cask. In the results of safety analyses, it

was shown that the storage cask can feasibly accomodate the metal

ingot. Inactive test was carried out for the temporary storage of metal

ingot at the ACP hot cell.

The transportation and storage system of the radioactive waste are

evaluated for the ACP demonstration. 100 kg of metal ingot, 500 kg of

salt ingot and 20 kg of zircaloy hull are generated from the ACP of 100

kgHM. Metal and salt ingots are to be packed in the sealed canister then

transported and stored in the monolith at RWTF. It was found that

monolith storage facility could be adopted for storing the metal and salt

ingots in the aspect of safety. But the monolith is not licensed as a

storage facility of nuclear material. And it is necessary that the storage

facility of nuclear material for the demonstration of engineer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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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er spent fuel for the ACP demonstration was determined and

a computer code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it for simulating the

nuclear material flow in the process of the material transformation

through each unit process of ACP. The source term was obtained from

the simulation using the computer code.

A sample classifying procedure was written in a list analysing the

technical system and Inspection and Test Plan (ITP) at the PIEF, IMEF,

DFDF and AECL for establishing the destructive testing techniques of

the ACP processing materials. The alloys such as Ni-Cr-Fe, Ni based

composition control ingot, Si and Co additions by using the induction

furnace were cast for carrying out a test of an anti-corrosion ingot

fabrication, preparing a sample test of metal conversion process at the

ACPF. Sample making tests for the destructive assay were performed on

the ingots cut from those alloys.

The existing radiation shielde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SEM)

was upgraded for improving its analysing function of the metal

conversion products from the ACP. Wavelength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quipment detecting the X-ray wavelength by Bragg's

diffraction was added to the existing SSEM. The improved SSEM will be

capable of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as well as the surface

analysis on the spent nuclear fuel samples and ACP materials in the near

future.

4. Compatibility Evaluation with Advanced Nuclear Fuel Cycle

As a nation develops strategies that provide nuclear energy while

meeting its various objectives, it must begin with identification of a fuel

cycle option that can be best suitable for the country. For such a

purpose, this paper takes four different fuel cycle options that are likely

ado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 xvi -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the 2nd Comprehensive Nuclear Energy

Promotion Plan (CNEPP) - Once-through Cycle, DUPIC Recycle, Thermal

Reactor Recycle and GEN-IV Recycle. The paper then evaluates each

option in terms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friendliness,

proliferation-resistance, economics and technologies.

Like all the policy decision, however, a nuclear fuel cycle option can

not be superior in all aspects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friendliness,

proliferation-resistance, economics, technologies and so on, which makes

the comparison of the options extremely complicated.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e paper analyzes all the four fuel cycle options using the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MAUT) an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s of Multi-Attribute Decision Making (MADM),

that support systematical evaluation of the cases with multi- goals or

criteria and that such goals are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The analysis shows that the GEN-IV Recycle appears to be most

competitive.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non-destructive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equipment (ASNC)

is planned to be used for the IAEA inspection. Technologies accumulated

through the ASNC development are going to be applied to the

technology for the safeguards of nuclear material of engineering-scale

Pyroprocess that will be developed hereafter.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transportation and

temporary storage system will be used for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material from the ACP demonstration. Also, the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be applied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hot cell

transportation system for the pyroprocess in the research of the nex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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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rmination of the ACP demonstration spent fuel and the nuclear

material data seem to be useful for the operation of ACPF. The computer

code which estimating the nuclear material flow in each unit process of

ACP is expected to be the basis of the development of the computer code

for simulating the pyroprocessing and the simulation data will be used as

a basis data for the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nstration procedures.

The result of compatibility evaluation with advanced nuclear fuel cycle

w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determination of back-end nuclear fuel

cycle policy in Korea in the future.

The analysed results obtained from the non-radioactive metal ingots

will be able to usefully apply to the characterization of radioactive metal

conversion products of ACP materials in the active tests of ACPF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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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공정개발을 위한 선결 요건은 국제협약의 이행

을 통한 핵물질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 차세대 관리 공정개발과 관련하여 이행하여 할 국제협약은 크게

한 간 협정과 한 미간 협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시설운영IAEA . ,• •

자는 한 간 협정에 의거하여 안전조치 대상인 핵물질과 핵물질을 취, IAEA ,•

급할 시설에 대한 설계정보서 를(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DIQ)

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부터 당해 시설의 시설부록IAEA , IAEA

을 취득하여야 비로소 시설에서 핵물질을 이용한(Facility Attachment, FA)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설운영자는 핵물질 사용 및 이전에 관.

한 한 미간 협정에 의해 미국 원산 핵물질의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 미간 공동결의, (Joint Determination,•

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 한미간 원자력협정 조 항 하여야 하고 이를 통JD) ( 8 C ) ,

해 미국 원산 사용후핵연료의 형질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당해 단계 연구기간 내에 로부터 시설부록을IAEA

확보하기 위해 년 월에, 2005 4 ACPF 시설에 대한 최종 설계정보서의 제출을 시

작으로 IAEA의 현장조사 및 최초 DIV(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 DIQ)

를 수검하고 회에 걸쳐 개정 설계정보서를 제출하여 마침내 년 월, 2 2007 3 1

일자로 의 시설부록 을 접수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형질ACPF (FA draft) . ,

변경을 위한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핵물질이행계획서 보고서(JD )

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으며 한 미간 핵주기 포럼회의와 한미, •

안전조치상설조정그룹회의 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 미국 측에 설명(PCG) JD

하였다 년 월에는 한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회의에서 공. 2006 5 (JSCNEC)•

식 의제로 논의하고 년 월에 제 차 한 미간 핵주기 포럼회의를 통, 2006 10 2 •

하여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설에 대한. ACPF JD

는 년 에서 미국 측의 재검토 후 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을2007 JSCNEC , 2008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핫셀간 사용후핵연료

의 수송 공정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밀봉 포장 및 수송 핫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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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저장 또는 시설내 장기저장을 위한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이 필monolith

요하다 핵물질 수송 연구 분야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및 사용후핵연료. PWR

의 금속전환 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물을 기존의 를 이용하Padirac cask

여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에 도입된 는 중성자 차폐. Padirac cask

체가 없어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기 위해 중성자 차폐를 보완하였으며,

의 최대 운반용량은 연료봉 약 으로 분석되었다 폐Padirac cask PWR 10 kg .

용융염 및 금속전환체의 임시저장과 관련하여 원자력연구소의 폐기물 저장

고인 에 대한 저장모델 설정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안전monolith ,

성 측면에서 공정폐기물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개발된 핵물질 수송 및 임시저장기술들은 향후 추진될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설계 제작 혹은 건설 운영 및 보수 기술 등에 크게, ,

활용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폐.

기물을 처리하고 안전하게 수송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산업체로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 금속전환체의 저장안전성 평가로 수립된.

해석기술은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스템의 설계 안전성평PWR ,

가 및 시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연구소 혹은 산업체는 고준위 폐기물저장.

기술의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원자력 정책은 년까지, 201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완료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 과제에서,

수행하는 핵물질 또는 고준위폐기물의 임시저장시스템 설계 및 안전성평가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공정 실증에 사용할 최적의 사용후핵연료 선정을 위해 사용후핵연료ACP

의 핵적특성분석이 필요하며 의 선원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의, ACP

할 수 있는 전산코드의 개발이 필요하다 실증시험을 모의하여 실증시험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공정 수행 모의 전산코드를 활

용하여 규모의 장치 설계시 신뢰도 높은 선원항 자료를 제공할 수Scale-Up

있다 또한 선원항을 전산 모의함으로써 장치 설계시의 시행착오를 줄. ACP

일 수 있고 실험적인 검증업무를 감축시킬 수 있으며 선원항 모의 전산 프, ,

로그램은 유사한 목적의 장치설계에 필요한 선원항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

구비 절감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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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 외 기술개발 현황2 •

미국의 는 에 의해 발생되는 저준위 폐기물AFCI Electro-refining process

로는 우라늄을 고준위폐기물로는 금속폐기물과 세라믹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금속 폐기물의 주성분은 및 로 구성되며 세. cladding, noble metal FP ,

라믹 폐기물의 주성분은 와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zeolite, FP glass . ,

의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은 단순히 전기환원공정이므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르다 년 예비개념설계 자료에 따르면. 2003 AFCI , PWR

사용후핵연료의 전체질량에 대한 질량은 약 로 중요한 상업적 가치U 74 %

를 갖고 있어 회수할 필요가 있으며 질량은 약 로서 매우, cladding 22.6 %

크므로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처분되지 않도록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발표하

고 있다 미국에서는 년대 초 에 있는 에서 수. 1980 Idaho Falls ANL EBR-Ⅱ
십 년에 걸쳐 조사된 핵연료를 에 위치한ANL-W Radioactive Scrap and

의 로 수송하여 저장하였으며 또Waste Facility(RSWF) Below-Ground Silo ,

한 에 대량의 사용후핵연료를Hanford 200 Area TRU Asphalt Storage Pad

수송저장하기 위해 설계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시스템에 적재하여‧
에서 설계한 에 저Hanford Long Term Retrievable Storage Utilizing System

장하여 왔다 미국은 에서 발생한 공정 폐기물 및 재순환 연료의. Pyroprocess

저장과 운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은 와 핫. INL FCF HFEF

셀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공정 을 수행하고 있다EBR-II (Pyroprocess) .

이 공정에서 발생한 염폐기물 일반 폐기물 및 관련 폐기물 등을 중간, TRU

저장시설과 처분시설로 이송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운반용기를 개발하

였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로 운반하는 운반용기와. , EBR- HFEF GE-2000Ⅱ
및 에서 를 저장시설로 운반하는 운반용기HFEF FCF Scrap waste HFEF-14

는 핫셀 바닥에 수직으로 접속하는 구조를 갖는다HFEF .

대표적인 수평접속방식의 핫셀 운반시스템은 프랑스의 에서LA-Calhene

개발한 및 이며 이 용기는 핫셀의 벽면에 접속하여Padirac RD-10 AGNES ,

방사성물질을 핫셀 내외로 반입 혹은 반출할 수 있다 원자력연구소의. PIEF,

핫셀에서 사용되는 운반용기는 용기이다IMEF Padirac RD-15 .

사는 핫셀 운반용기로 등과 같은 다양한 모Transnuclear TN TM-106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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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용기의 특징은 수평접속방식의 다른 종류로 개폐,

방식을 볼 밸브형식으로 구조 및 작업성에서 단순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밖에 핫셀 운반용기로 독일은 에서 개발한 벨기에GNB MOSAIK 80T,

의 미국의 및 운반용기 등이 있다Transnubel BG 18, GA-4 GA-9 .

영국에서는 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해 라는 저장시스템을MAGNOX MVDS

개발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라는 저장시스템을 개발, CASCAD

하여 연구용 원자로인 로부터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HTGR .

미국 의 에서는 의 의 일환으로 용 표준INL INTEC DOE NSNFP Pyroprocess

캐니스터를 개발하였으며 우라늄 을 에 저장하기 위, ingot ANL-W Building

한 저장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표준 캐니스터의 용도는 개의 고준위. 3 ~ 4

방사성물질 용기를 담은 내부 캐니스터를 스테인레스 강의 표준 캐니스터에

장전하여 수송 처분하는데 있다 표준 캐니스터 연구내용은 운반 저장 및. ,

처분이 가능한 다목적 용도의 캐니스터의 안전성평가 사고해석 낙하충격 완( ,

충설계 소성해석 및 시험 등 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 전력중앙연구소, ) .

는 년부터 년까지 콘크리트 용기에 대해 열제거 시험 캐니(CRIEPI) 2000 2003 ,

스터의 낙하시험과 축소모델의 내진시험 등의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1/3 .

최근에는 다목적 캐니스터의 응력 부식균열 원형크기의 콘크리트 용기 내진,

시험 가스켓 부분의 장기 격납과 충격하중에 대한 격납시험 및 금속용기 뚜,

껑 구조물의 충격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

발생 방사성물질의 저장을 위한 캐니스터 표준화를 위해 다양한pyroprocess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국내 실증을 위해 저장방식에 대한. pyroprocess

연구와 함께 캐니스터의 표준화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에서는 년대에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사용후핵연료 수1980-90 PWR

송용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 년대 이후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주 의, 2000 ( )

주도 하에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를 개발하고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PWR ,

방사성물질이 발생하는 핫셀과 같은 특수한 목적의 운반시스템은 개발된 바

가 없어 국산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소는 사용후핵연. PWR

료 개 집합체 용량의 운반용기를 개발하여 조사후시험 시편 운반목1 KSC-1

적으로 현재 활용 중이고 개 집합체 운반용량의 운반용기는 고리, 4 KSC-4

원자력발전소 소내 운반에 활용한 경험이 있다 헌수원에서는 원전 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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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년에2002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개를 운반할 수 있는 수송용기 기를PWR 12 KN-12 2

설계 제작하여 소내 운반에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 ,

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용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시험절차를 수립하였고 년부터 산업자원부 기술2003

표준원으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시험품질보증KOLAS ISO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안전성시험기술에 대하여 과,

학기술부로부터 년에 원자력안전마크를 획득하였다2004 .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 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폐PWR

기물을 기존의 를 이용하여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Padirac cask .

에 도입된 는 중성자 차폐체가 없어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기Padirac cask

위해 중성자 차폐를 보완하였으며 의 최대 운반용량은, Padirac cask PWR

연료봉 약 으로 분석되었다 및 공학규모 실증시험에 활용하기10 kg . ACPF

위해서는 운반용량이 증대된 핫셀 운반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는 월성 원전의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콘크리트 사일로 방식이 있으며 한수원에서는 년도부터 조, 2001

밀 건식저장 시스템인 모듈을 과 공동으로 개발MACSTOR/KN-400 AECL

하여 월성원전에 적용하기 위해 상세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경수.

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시스템 기술개발은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소 공동

으로 년부터 년까지 단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콘크리트 저장용기2002 2005 1 ,

방식에 대하여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다발 용량에 대한 기본설계PWR 24 ,

안전성해석 및 시험 등을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용융염 및 금속전환체의 임시저장과 관련하여 원자력연

구소의 폐기물 저장고인 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바 있으며monolith ,

연구소의 폐기물 저장시설은 핵물질 저장시설로 인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공정폐기물 임시저장을 대비한 핵물질 저장시설의 개발이 필요Pyroprocess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혁신원자로 시스템 및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병

행하여 여러 기술 옵션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평가는 경제.

성 환경영향 핵확산저항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세기 환경, ,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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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적합한 핵연료주기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예로.

서 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을 통해, 10 GEN IV (GIF)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필수 요건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제 세대 원자력 시4

스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의 기술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정의하. Gen IV

고 있음 즉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과 신뢰성 핵 확산저항성과 자체방호성. , , , ,

등이다 에서는. IAEA 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를 통해 세기 지속가능한 혁신 원자력시스템 및Reactors and Fuel Cycles) 21

관련핵연료 주기 도출을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을 목포로 국제공동연구를

실시 중에 있다 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현재 가 수. 2001 INPRO Phase 1B

행중인데 혁신 원자로 및 관련 핵연료주기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 .

가 항목으로 핵확산저항성 경제성 폐기물 및 환경 안전성 등을 설정하였으, , ,

며 현재 평가 방법론을 검토하기 위한 국가 를 실시 중에 있다, case study .

이 외에도 는 국제적인 전문가그룹을 결성하여 선진핵연료주기, OECD/NEA “

가 방사선폐기물관리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가 지난 년간 수행되어” 3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역시 지속가능한 원자력 에너지를 위한, IAEA “

핵물질 관리 전략 이라는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선후행 핵연료주기 전략을” , .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에서 개발되고 있는. IAEA VISTA

코드가 물질 흐름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바 있다 세계 기술현황을 토대로 우.

리나라도 우리 환경에 적합한 핵연료주기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매우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환경영향 경제성 핵확산저항성 등 고려. , ,

한 핵연료주기 최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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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의 내용 및 결과3

제 절 국제협약에 따른 핵물질 안전관리 이행1

설계정보서 제출 및 시설부록 취득1.

원자력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 보고에 관한 규정324

과학기술부 고시 제 호 에 의거하여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특정핵물질( 96-30 )

사용시설에 대한 설계정보 및 설계정보서를 과 같이 설계정보서Table 3.1.1

의 종류 및 보고 기한에 따라 과학기술처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3.1.1].

동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과제의 단계 연구 에서는 차세대관리, 3 (2004-2006)

종합공정 시설 에 대한 설계정보서(ACPF)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를 경유 에 제출하였다DIQ) , IAEA .

제출한 시설의 설계정보서 주요 내용은 와 같으며 설계ACPF Table 3.1.2 ,

정보서의 작성 및 제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고 종류 보고 기한 보고 내용

초기설계정보
건설 계획 허가 후/

개월 이내1

초기사업계획 예비설계 건설 및, ,

운전개시일 등

상세설계정보

초기 설계정보보다 상

세한 건설계획 확정 후

개월 이내1

초기설계정보 보다 상세한 단계별

설계정보

초기 설계정보서 건설시작 개월 이내7
건설계획에 근거한 개괄적 설계정

보서로서 기구가 정한 서식

최종 설계정보서
최초 특정 핵물질 반입

개월 이전까지7

건설된 설계내용에 따른 상세한

설계정보서로서 기구가 정한 서식

Table 3.1.1. The Class of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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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에 시설에 대한 초기 설계정보를 제출한 이후 년2003 11 ACPF , 2004

월에 상세 설계정보를 제출하였으며 년 월에 초기 설계정보서를 제7 , 2004 12

출하였다 년초 핫셀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정 및 안전조치 장비를. 2005

설치 완료함에 따라 초기설계정보서의 내용 중 핫셀내 설치된 주요장비에,

대한 정보 공정 및 핵물질 흐름 계량관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

년 월에 최종 설계정보서를 에 제출하였다2005 3 IAEA .

년 월초에는 사찰관이 방문하여 시설에 대한 현장 조2005 8 IAEA ACPF

사 를 실시한 후 가(Preliminary 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 , IAEA 2005

년 월 일에 시설의 시설 코드 및 물질수지코드8 17 ACPF (KOV1 를 부여하여)

시설에서 핵물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년 월초에는 처음으ACPF . 2005 9

로 ACPF 시설에 대해 IAEA에 의한 설계정보검증(DIV, Design Information

항 목 주요 기술 내용세부항목

시 설
•시설내부 평면도/물질 이동 루트, 공정 설명도

•연구소주변, 소내 건물, ACPF 주변 지도/도면

•시설명

•가동목적

•가동 개시일

•관련 도면

•시설 주변 도면

핵물질

•Cold Test : 천연 우라늄 량

•Hot Test : PWR 사용후연료 량

•고체, 기체, 액체 폐기물 발생량

•공정내에서 재사용되는 폐기물 량

•품목계수, 무게측정, 화학분석

•핫셀에 설치될 장비(제조장비, 저울, NDA 장비), 

핵물질 저장/이송 용기

•재고 주요측정지점 별 최대 저장량 명시

•Flow KMP/Inventory KMP 

•시설내 최대 사용량

•물리적/화학적 형태

•농축도/Pu함량

•폐기물발생량, 형태

•순환용 폐기물 량

•핵물질 확인방법

•핵물질 취급장비

•공정별 핵물질 량

•핵물질 흐름도

핵물질
계량관리

• 이동/저장시 필요한 계량관리 자료 명시

• 물질형태별 Fissile 총량/U-235량 계산방법

명시(무게측정, 화학분석, Code 계산값, NDA 측정) 

- ICR, PIL, MBR 등의 서식

• 일반 사항

• 공정별 계량자료 수집 방법

• IAEA제출 보고서서식

Table 3.1.2. The Main Contents of ACPF D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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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 그러나 측에서 최초 핵물질 반입일을 개월 연Verification . IAEA 2

장할 것을 요청하여 핵물질 반입일을 연장하는 내용 당초 반입예정일인, (

년 월에서 년 월로 변경 과 장비 정보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2005 8 2005 10 )

년 월에 설계정보서를 다시 제출한 후 년 월 초에는 를 방2005 9 , 2005 11 IAEA

문하여 의 공정 및 설계정보서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고 마침내ACPF ,

년 월 일자로 시설에 최초로 천연우라늄을 반입하여 핵물질2005 11 16 ACPF

을 이용한 실험 을 시작하게 되었다(cold test) .

년 월에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원산 사용후핵연료의 형질2006 7 .

변경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나 당초 계획했던, 2006

년 월까지 미국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지 못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시5

험 일정을 년 연기하는 내용과 취급 핵물질의 형태 및 이동 경로(hot test) 2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차 개정 설계정보서를 제출하였다2 .

시설에 대한 시설부록 을 취득하기 위해ACPF (Facility Attachment, FA)

관련 규정 및 협정에 의거하여 설계정보서를 에 제출한 것 외에도 미IAEA ,

국과 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제회의를 통하여 관계자들에게 시설IAEA ACPF

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과 함께 직접 설명하는 등 시설부록 취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년 월에는 한미 간 안전조치 협력회의. 2006 3 . .IAEA

을 통해 한국 미국 자간 의 안전조치 접근방안, , IAEA 3 ACPF (Safeguards

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년 월에는 과기부와 간 안전Approach) , 2006 6 IAEA

조치 기술검토회의를 통하여 의 시설부록 취득에 관해 논의하였고ACPF ,

년 월에 한 간 시설부록 최종 검토회의를 열기도 하였다2006 10 , IAEA .

이와 같은 시설부록 취득을 위한 활동 결과 년 월 일자로, 2007 3 1 Fig.

와 같이 시설부록 초안을 접수하게 되었으며 초안에 대한 우리 측의 검3.1.2 ,

토의견을 송부함으로써 시설부록을 얻기 위한 절차는 모두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시설에 대한 설계정보서 제출 시설부록 취득 사찰 수검 등과 같ACPF , ,

은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요약하면 과 같다Fig.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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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cell 공사및장치설치: ’04.4 – ’05.1

. Mechanical  test : ’05.2 – ’05.11

. Cold test : ’05. 11. 16 –

. Hot test : ’08. 5 -
☞IAEA 추가의정서발효에따른확대신고: 원격장치개발관련(2004.5 – 2006)

<참고사항>

기본설계 상세설계 인허가
핫셀공사/ 
장치설치

공정별시운전 Cold test (NU)

1차설계정보서개정(9.20)

초기설계정보(10/22)

상세설계정보(7/2)

최종설계정보서(3/23)

• IAEA 현장점검(8.7)
• 시설/MBA 코드획득(8.17):KOV1
• IAEA DIV(9.7)

초기설계정보서(12/8)
2차설계정보서개정(7.3)

• IAEA 사찰수검(3.3)
•Technical Visit (3.29)
•신임사찰부서장의업무파악/ 
SGs 현안사항협의(5.8)

IAEAPIV 및DIV(8.1)

FA draft 접수(3.1)

JD 보고서제출(4.10)

최초핵물질반입
2005.11.16

. Hotcell 공사및장치설치: ’04.4 – ’05.1

. Mechanical  test : ’05.2 – ’05.11

. Cold test : ’05. 11. 16 –

. Hot test : ’08. 5 -
☞IAEA 추가의정서발효에따른확대신고: 원격장치개발관련(2004.5 – 2006)

<참고사항>

기본설계 상세설계 인허가
핫셀공사/ 
장치설치

공정별시운전 Cold test (NU)

1차설계정보서개정(9.20)

초기설계정보(10/22)

상세설계정보(7/2)

최종설계정보서(3/23)

• IAEA 현장점검(8.7)
• 시설/MBA 코드획득(8.17):KOV1
• IAEA DIV(9.7)

초기설계정보서(12/8)
2차설계정보서개정(7.3)

• IAEA 사찰수검(3.3)
•Technical Visit (3.29)
•신임사찰부서장의업무파악/ 
SGs 현안사항협의(5.8)

IAEAPIV 및DIV(8.1)

FA draft 접수(3.1)

JD 보고서제출(4.10)

최초핵물질반입
2005.11.16

Fig. 3.1.1. Safeguards Implementation of the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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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Letter of the Draft Facility Attachment for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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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형질 변경을 위한 이행계획서 작성 및 확보2. JD

차세대관리 공정개발을 위한 필수적 요건은 사용후핵연료 물질 취급에 있

어서 국제협약의 이행을 통한 핵물질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

라 할 수 있으며 관련 국제협약은 크게 한 간 협정과 한 미간 협정으, /IAEA /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간 협정에 의거하여 시설운영자는 안전조치. /IAEA

대상인 핵물질과 핵물질을 취급하는 대상시설에 대한 설계정보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또한 시설운영자는 핵물질 사용 및 이전에 관한 한 미간 협정에. , /

의해 미국 원산 핵물질의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미국의 사전동의가 필요하

며 이를 위해 한 미간 공동결의 를 위한 보고서를, / (Joint Determination, JD)

제출 한미간 원자력협정 조 항 하여야 한다( 8 C ) .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형질변.

경을 위한 미국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핵물질이행계획서 보고서 작(JD )

성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년 월부터 보고서를 작성 년 월, 2005 7 , 2005 11

관련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연구소내 유관부서 및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

다 또 년 월에 열렸던 제 차 한 미간 핵주기 포럼회의와 년 월. , 2006 1 1 / 2006 3

에 열렸던 한미안전조치상설조정그룹회의 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PCG) JD

미국 측에 설명하였으며 년 월 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회, 2006 5 (JSCNEC)

의에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고 년 월에 제 차 한 미간 핵주기 포럼회, 2006 10 2 /

의를 통하여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설에. ACPF

대한 는 년 에서 미국 측의 재검토 후 년도에는 확보할JD 2007 JSCNEC , 2008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물질 계량관리 및 사찰 수검3.

시설에 최초로 천연우라늄을 반입하여 핵물질을 이용한 실험을 시ACPF ,

작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핵물질 이동 및 재고 현2005 11 16 2006 12 31

황은 과 같으며 사찰 수검 및 사찰관 방문현황은Table 3.1.3 , IAEA Table

와 같다 당해 단계 연구기간 동안 와 연구소내 시설간 총 회의3.1.4 . ACPF 14

핵물질 이동이 있었으며 회의 사찰 및 시설방문이 이루어졌고, 5 IAEA , 2006

년말 현재 시설내 핵물질 재고량은 이다83.314 k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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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구분 배치명 물질형태 무게(kg-U)

‘05.11.16 반입
CNFA037A UO2 Pellet 21.914

CNFA037B U3O8 Powder 14.942

‘05.11.29 반출 CNFA037C UO2 Pellet,U LiCi salt＋ 8.48

‘05.12.22 반출 05VQ-1 U LiCi salt＋ 0.018

‘05.12.23 반출 05VQ-2 U 0.014

‘05.12.28 반출 05VL-1 U 0.029

‘06.07.19 반출
06VQ-1 U LiCi salt＋ 0.046

06VQ-2 U LiCi salt＋ 0.009

‘06.07.19 반출
06VL-1 U 0.005

06VL-2 U 0.007

‘06.09.04 반입
Lab2-9A UO2 Pellet 35.26

Lab2-11 U3O8 Powder 19.792

‘06.09.26 반출 06VQ-3 U LiCi salt＋ 0.011

‘06.10.09 반출 06VQ-4 U LiCi salt＋ 0.018

‘06.10.16 반출 06VQ-5 U LiCi salt＋ 0.086

‘06.12.11 반출 06VL-3 U 0.004

‘06.12.14 반입 06VL-3 U 0.004

‘06.12.14 반출 06VL-4 U 0.016

재고량 일 현재(2006.12.31 ) 83.314

Table 3.1.3. Nuclear Material Transfer of ACPF

수검일 사찰 활동 내용 사찰관 국적( )

‘05.09.07 설계정보검증-ACPF (DIV) 우간다Kamya( )

‘06.03.03
핵물질 재고검증-

감시장치 설치관련 협의-IAEA
우간다Kamya( )

‘06.03.29
설치 위치 확인-IAEA Cabinet

감시장비 설치 위치 확인-IAEA
프랑스A. Lebrun( )

‘06.05.08
안전조치 현안사항 협의-

신임 사찰부서장의 업무파악-

이집트Tolba( ),
체코Zaruchi( )

‘06.08.01
물자재고조사 설계정보검증- /

환경시료 채취 핫셀 내부- ( )

일본Shingeto( ),
불가리아Andreev( )

Table 3.1.4. The Status of IAEA Inspection for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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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핵물질 안전조치 시스템 개발 및 성능 평가2

개 요1.

안전보장조치 의 정의는 핵무기확산 금지조약( , Safeguards)安全保障措置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헌장 중에서 에 위임된 국제핵확산(NPT) (IAEA) IAEA

방지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는 기술적인 수단의 제도를 말한다 원자력(

용어사전집 안전조치에는 핵의 평화적 이용 군사적 용도의 전용). (1) , (2)中

방지 그리고 에 의해 수행되는 핵물질의 계량 격납감시 사찰 등, (3) IAEA , ,

의 일들이 포함된다 국제사회에 사용후핵연료의 부피감소를 위한 평화적 목.

적의 핵물질 이용인 공정의 핵투명성을 보여주고 내에서의 원활ACP ACPF

한 공정 수행을 위해서는 핵물질 안전조치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제 절에서는 의 핵물질 안전조치를 위한 기반 핵. 2 ACPF NDA

물질 계량관리 및 격납감시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기반 핵물질 측정시스템 개발2. NDA

가 핵물질 계량의 원리.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는-
238
Pu,

240 및Pu
244 등Cm (even

의 핵물질의 자발핵분열number isotopes) (Spontaneous Fission, SF)

에 의한 중성자 nsf,
241 등의Am (α, n) 반응에 의한 중성자 nα 그리고,

마지막으로 nsf와 nα 중성자에 의한 유도핵분열(Induced Fission, IF)

에 의한 중성자 nif 등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중 우리가,

계량관리 하고자 하는 238
Pu,

240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Pu

nsf 이므로 전체적으로 나오는 중성자 중 nif, nα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중성자 검출에 의한 핵물질 계량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 nsf, nif, nα 등이 함께 섞여서 나오는 상황에서 우선 동시발생 되는 시(

간상관적인) nsf, nif 중성자를 랜덤하게 시간독립적으로 발생되는 중( )

성자 nα 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라는 장비로 제Shift Register(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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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할 수 있는데 이것은, nsf, nif는 둘다 에 의한 중성자로서 한fission

번의 당 평균 개의 중성자가 동시에 방출되기 때문에fission 2-3 (α, n)

반응에 의한 시간적으로 랜덤한 발생분포를 갖는 nα 중성자를 제거해

낼 수 있다 중성자 측정에 의한 핵물질 계량관리 원리는 과. Fig. 3.2.1

같다.

- nsf, nif 중성자가 시간상관적으로 동시발생하게 되지만 이들이 갖는

시간축에서의 중성자 증배 분포 는(neutron multiplicity distribution)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를. Multiplicity Counter(MC)

이용하여 중성자 증배 분포를 측정하고 nsf, nif를 서로 구별하여 nsf

값만을 구함으로써 244 를 계량할 수 있다Cm .

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중성자의 대부분은 자발중성자이며 또 이- ,

들 자발중성자들의 대부분은 244 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이다 따라서Cm .

에서 구하게 되는 자발중성자는MC
244 의 중성자인데Cm ,

244 와Cm

239 의 비Pu ,
244 와Cm

235 의 비 등이 사용후핵연료의 과 냉각U burnup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비 를 를 이용, (Cm Ratio) ORIGEN code

하여 구한 다음 244 의 계량된 양으로부터Cm
239 와Pu

235 의 질량을 구U

할 수 있게 된다.

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은- Multiplicity Counter (MC) singles rate,

의 세 가지 인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doubles rate, triples rate ,

같다.

라고도 하며 에서 측정되는- Singles rate: Totals rate , MC Real

에 의한 시간상관적인 중성자 값 와count(fission count ) Accidental

count((α, n) 반응에 의한 시간독립적인 랜덤한 값 를 합한 값count )

이다. (nsf + nif + nα)

로부터 값을 뺀 값이다- Doubles rate: Totals rate Accidental count .

따라서 에 의한 값 만이다fission real count . (nsf + nif)

값의 시간분포로부터 자발중성자- Triples rate: Real count multip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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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분포만을 분리해낸 값이다. (nsf)

아래 그림은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중성자가 중성자 측정장치의-
3
He

기체와 반응하여 발생한 신호가 증폭기 등을 거쳐PDT , OR Box

에는 이 설치되어 있음 에서SR(Shift Register, ACPF AMSR ) reals,

값을 읽어내고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원하accidental count , INCC

는 값을 얻게 된다 각 핵물질에 대해서singles, doubles, triples rate .

미리 구해놓은 를 이용하여 핵물질 속에 포함되어Calibration Curve

있는 244 의 질량을 구한 후 이 값을 코드나 화학분석을Cm ORIGEN ,

통해 알고 있는 에 곱하여 의 양을 계산하게 된다Cm ratio Pu . ASNC

를 이용한 핵물질 계량관리의 중성자 신호 흐름도는 와 같Fig. 3.2.2

다.

중성자 측정에 의한 핵물질 계량관리 원리Fig.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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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singles rate,

- D = doubles rate,

- T = triples rate,

- F = spontaneous fission rate, 473 fission/s-g
240
Pu, so that m240 = effective

240
Pu mass,

- = neutron detection efficiency,ε

- M = neutron leakage multiplication,

- α = (α, n) to spontaneous fission neutron ratio,

- fd = doubles gate fraction,

- ft = triples gate fraction,

- νs1, νs2, νs3 = first, second, and third reduced moments of the spontaneous fission

neutron distribution,

- νi1, νi2, νi3 = first, second, and third reduced moments of the induced fission neutron

distribution.

를 이용한 핵물질 계량관리의 중성자 신호 흐름도Fig. 3.2.2. ASNC

수식 1 에 대한 이론적 계산식. Singles, doubles, triple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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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물질 측정 장치의 설계.

차세대 관리 종합 공정의 물질 흐름은 과 같다 공정- Fig. 3.2.3 . ACP

의 안전조치성 분석을 위한 기준 사용후핵연료는PWR 45,000

의 년 냉각된 것을 대상으로 했다 공정을MWd/MTU burnup 10 . ACP

통해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열 방사능 등이 약 로 감소하PWR , , 1/4

게 된다 차세대 관리 종합 공정에서 안전조치 대상이 되는 주요 핵.

물질은 각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자발핵분열에 대한 (α, n) 반응에 의

한 중성자의 비 (α 값이라 함 와 중성자 값에 따라) multiplicity (1)

금속전환 우라늄 잉곳 폐용융염 잉곳 사용후핵연료 절단봉, (2) , (3) ,

사용후핵연료 UO2, U3O8 파우더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 hull

다.

공정의 물질 흐름Fig. 3.2.3. ACP

첫 번째 그룹인 금속 우라늄 잉곳은 공정을 거치면 산화물 사- ACP ,

용후핵연료는 금속핵연료로 바뀌고 상당량의 핵분열 생성물이 폐용융

염 속에 녹아 금속전환체에서 제거된다 따라서 악티나이드 원소에서.

나오는 알파선과 반응하여 중성자를 방출하는 산소 불소 등의, (α, n)

반응을 일으키는 원소가 제거되어 α 값은 거의 에 가까운 값을 나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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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며 악티나이드 원소들의 유도핵분열 반응에 의한 중성자,

값은 금속전환체 잉곳에 대해서multiplication 20 kg 1 < M 의< 2

값을 나타낸다.

두 번째 그룹인 폐용융염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제거되어 나오는 핵분-

열 생성물과 LiCl, Li2 등이 주를 이루며 소량의 악티나이드 원소들O ,

도 포함하게 된다 소량의 악티나이드 원소에 의한 중성자.

은 거의 의 값을 나타내며 폐용융염에는 산소 리튬multiplication 0 , , ,

염소 등의 가벼운 원소의 (α, n) 반응에 의한 α 값은 0 < α 사< 1

이의 값을 갖게 된다.

세 번째 그룹인- UO2, U3O8 파우더 등은 보다 조금 큰1 multiplication

값과 0 < α 사이의< 1 α 값을 갖게 된다. MCNPX, ORIGEN,

코드 등을 이용한 이들 세 그룹 핵물질의SOURCES multiplication

값과 α 값에 대한 계산 결과를 에 정리하였다Table 3.2.1 .

핵물질을 중성자 동시 측정 장치로 측정하였을 때 얻어지는- ACP

를 구하기 위한 식을 살펴보면singles, doubles, triples rate singles,

의 연립방정식을 풀기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미지doubles, triples rate

수는 F, M, α 의 세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핵물질의.

과multiplicatoin α 값을 토대로 중성자 계수 값을 예측해보면 금속전,

환체 잉곳에 대해서는 α 값을 으로 두고0 F, M 두 값을 구하면 되고,

폐용융염에 대해서는 M 값을 으로 두고0 F, α 의 두 값을 구하고,

세 번째 그룹인 UO2, U3O8 파우더 등에 대해서는 M 값을 MCNPX

코드로 구한 값으로 가정하고 F, α 의 두 값을 구하면 된다 따라서.

중성자 동시 측정장치로 핵물질을 계량하는 것은ACP singles,

두 식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를 측정할 필요doubles rate triples rate

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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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away Time ( s)µ α Net Multiplicity, M

Metal Ingot

(20 kg) 78 0 1.178

Metal Ingot in a case

without Cd

(20 kg)
100 0 1.179

Salt Waste

(10 kg) 71.2 0.656 1.001

Salt Waste

(3 kg) 73.8 0.656 1.001

Salt Waste

(1 kg) 75 0.656 1.001

UO2 Powder

(100 g) 72 0.016 1.022

U3O8 Powder

(100 g)
72 0.230 1.019

등의 코드 계산을 통한Table 3.2.1. MCNPX, ORIGEN, SOURCES ACP

핵물질의 중성자 동시 측정을 위한 주요 변수들.

핵물질을 계량관리 하기위한 비파괴 중성자 측정장치는- ACP

측정을 하는 전통적인 중성자 동시 계수기의 형singles, doubles rate

태로 설계되었다 일반적인 중성자 동시 계수기의 성능 요건은 측정.

하는 공간내에서의 균일한 공간 계수 효율 반응과cavity doubles

를 적절한 시간 안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히 큰 중성자rate

계수 효율 보통 등이다 핵물질에는 감마선을 방출( 20 30%) . ACP～
하는 핵분열 생성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성자 계수에 방해되는

감마선을 차폐하기 위한 방안도 설계에 포함되었다 핵물질의. ACP

안전조치용 중성자 동시 측정장치 (ACP Safeguards Neutron

의 중성자 계수 효율 등의 계산을 위한 코Counter: ASNC) MCNPX

드의 입력 는 와 같다geometry Fig.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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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 형태는 원기둥 모양으로 설계되었는데 의 전체- ASNC , ASNC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중성자 검출을 위한 개의 기체검출기, 24 He-3

와 프리앰프 중성자 감속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PDT110A , , cavity

내에서 중성자를 반사하여 전체 효율을 균질하게 하고 높여주는 니켈,

흑연 반사체 감마선을 차폐하기 위한 폴리에틸렌 내 외부를 둘러싼, /

납 중성자 흡수를 위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성자 검출, Cd liner .

을 위한 기체 검출기는 인치 직경의 원형 튜브의 형태로He-3 1 4

기압의 기체가 충진되어 있고 로는 감마 파일업He-3 quenching gas

에 강한 저항성을 보여주는 이 포함된 것을 선택하였다 이Ar . 30 cm

상의 공간을 커버할 수 있도록 튜브 길이는 인치를 선택하cavity 20

였으며 중성자 측정 불감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튜브 하나 당 하나의

핵물질 측정장치의 중성자 계수 효율 계산을 위한 입Fig. 3.2.4. ACP MCNPX

력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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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앰프를 연결하였다 프리앰프는 이PDT110A . PDT110A 1 Mrad

상의 방사선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모델이라 핫셀 환경에서 운영되

는 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델은 전원ASNC . PDT110A DC 5 V

공급으로 동작하며 여러 개의 프리앰프의 출력 신호, PDT110A TTL

가 논리 형태로 연결되어 최종 프리앰프의 출력OR PDT110A TTL

단에서는 합쳐진 신호가 출력되게 된다.

기체가 중성자와 반응하여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원리는- He-3

잘 규명되어 있는데 핵분열에 의해 방출되는 고속중성자가 중성자 감,

속재에 의해 감속되어 열중성자로 바뀐 후 기체와 반응He-3 (n, p)

을 일으켜 중성자는 사라지고 과 이 생성되게 된다 이proton tritium .

이온들은 운동 에너지가 높아서 기체 내에서 고속으로 이동하He-3

면서 기체들과 충돌하여 기체를 이온화시키고 에너지를He-3 He-3

잃어 정지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이온들은 높은 전압에 의해. He-3

검출기 내에 작용하고 있는 강한 전기장에 의해 전자는 방향으anode

로 이온화된 는 방향으로 각각 이동하면서 주로 가속, He-3 cathode ,

이 많이 되는 전자의 고속 이동에 의해 더 많은 기체가 이온화He-3

되어 중성자 신호를 주변의 백그라운드나 감마선 신호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형태로 출력하게 된다.

핵물질은 의 내에 넣고 측정하게 되는데 핵물질이- ACP ASNC cavity ,

장착되는 위치의 불확실성에 의한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

기둥 모양의 내에서 효율이 균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설cavity .

계 방법은 효율이 가장 높이 나타나는 의 중심부는 중성자 흡cavity

수체인 를 두어 원기둥 길이 방향에서 효율분포가 평탄하게Cd liner

나타나도록 했으며 위 아래에 면에 중성자 반사체를 두어 중, cavity /

심부에 비해 낮은 양 끝 단의 효율을 높여 주었다 의 크기. Cd liner

및 위치 반사체의 크기 등은 코드의 계산을 통해 최적화되, MCNPX

었다 와 는 각각 코드를 이용해 계산된. Fig. 3.2.5 Fig. 3.2.6 MCN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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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방향과 반지름 방향에서의 중성자 계수 효율 분포를 보여준다.

길이 방향의 효율 분포는 길이 에 대해서 평균 효율 평32 cm 23.5%,

균값에 대한 상대 표준편차 이며 반지름 방향 효율 분포는0.96% ,

중심에서의 반지름 에 대해서 평균 효율 평균값cavity 10 cm 23.8 %,

에 대한 상대 표준편차 로 계산되어 원기둥 모양의 내에0.68% cavity

서 중성자 계수 효율의 공간 오차가 미만이 되도록 설계하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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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로 계산된 의 길이방향 효율분포Fig. 3.2.5. MCNPX AS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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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로 계산된 의 반지름 방향 효율분포Fig. 3.2.6. MCNPX ASNC

감마선 차폐를 위한 납 차폐체는- 후35500 MWd/MTU burnup 연소

도의 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공정을 통해 만10 PWR ACP

들어지는 금속전환체 잉곳 에 대해서 감마 파일업 현상을 방지20 kg

하기 위해 튜브에 대해서 미만의 조사선량이 되도록 납He-3 10 R/h

차폐체의 두께를 설계하였다 은. Fig. 3.2.7 35500 MWd/MTU burnup

후 냉각기간 년이 지난 사용후핵연료 에서 방출되는 감마선10 1 MTU

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으며 은 튜브와 에 대Fig. 3.2.8 He-3 PDT

한 조사선량 계산을 위한 코드 계산의 입력 를 보MCNPX geometry

여준다 두께 의 금속전환체 에서 방사되는 에 대. 3cm Pb 20 kg -rayγ
한 차폐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로 정리하였으며 감마선의Table 3.2.2

조사에 대한 와 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계산결He-3 tube PDT .

과 두께의 납 차폐체로 금속전환체 에서 방출되는 감마선3 cm 20 kg

을 튜브 표면에서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He-3 10 R/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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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냉각기간 년Fig. 3.2.7. 35500 MWd/MTU burnup 10

이 지난 사용후핵연료 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1 MTU

스펙트럼 기준 기준. (1MTU 6.5294E15 /s, 20kgγ
금속전환체 기준130E12 /s, 20kg 2.98E12 /s)γ γ

금속전환체에서 방사되는 감마선에 대Fig.3.2.8. 20 kg

한 두께의 차폐체의 차폐효과 계산3 cm Pb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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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Mrad

(600만년이상)

< 10 R/h

(만족)

차폐기준

0.00217.03E-16
3cm Pb

(PDT)

0.451.496E-13
3cm Pb

(He-3 Tube)

18.16.07E-12
Without Pb

Shield

R/h for 20kg 

Ingot
R/h for 1 γ

두께 차폐체의 감마선 차폐결과Table 3.2.2. 3 cm Pb

고 방사성 환경인 핫셀 내에서 오랜 기간 운전에 의한- ACPF ASNC

의 전자부품 튜브 프리앰프 커넥터 케이블 등 의(He-3 , PDT110A , , )

방사선 조사로 인한 기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ASNC

의 효율 등의 성능 저하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는 핫셀의 원격조작기를 이용해 전자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ASNC

두가지 면에서 특별히 설계되었다 그 첫째는 의 프리앰프 및. ASNC

연결된 커넥터 케이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의 수직 기둥,

구조에서 수평으로 를 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 주요ASNC . ASNC

전자부품을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핵물질을 에 삽, cavity

입하고 제거하는 작업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는 수. Fig. 3.2.9

평으로 누운 구조의 의 차원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원격유지ASNC 3 .

보수를 위한 두 번째 아이디어는 프리앰프 및 커넥터들을 서로 연결

해 주는 기존의 타입의 커넥터를 모두 커넥터로 교체한BNC LEMO

것이다 이 커넥터는 원격조작기로 연결 해체가 용이하도록 특. LEMO /

별히 설계된 모델로서 고방사성 환경에서 원격유지보수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의 전자부품이 손상되면 납으로 된. ASNC

의 전방 를 열고 손상된 프리앰프의 커넥터를 원격ASNC hood L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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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로 해체한 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

공정물질에서 나오는 백그라운드 중성자를 차폐하기 위하여- ACPF

외부에 두께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중성자 반사체를 두ASNC 6 cm

었다 코드로 중성자 차폐성능을 계산한 결과 차폐체가 없을. MCNPX

때에 비하여 중성자 차폐능력이 두배 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과 은 외부 중성자 차폐체를 설치하였을 경. Fig.3.2.10 Fig. 3.2.11

우의 내에서의 중성자 계수 효율과 백그라운드 중성자 차폐cavity

능력에 대한 코드로 계산한 중성자 트랙의 결과이다MCNPX .

수평으로 누운 구조의 의 차원 모델Fig. 3.2.9. ASNC MCNP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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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이용한 차Fig. 3.2.10. MCNPX background

폐체 설치 경우의 효율 계산ASNC

코드를 이용한 차폐Fig. 3.2.11. MCNPX background

체 설치 경우의 차폐성능 계산ASNC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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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물질 측정 장치의 제작.

은 로 그린 의 설계 도면이다 는 수- Fig. 3.2.12 AutoCAD ASNC . ASNC

평형으로 되어 있으며 고밀도 폴리에틸렌 납 차폐체 등은 설치 해체, /

가 용이하게 모듈형으로 제작되었다 전체 크기는 길이 약. 81.5 cm,

원통형의 직경 이고 핵물질을 삽입하기 위한 을83.2 cm basket

로부터 뺐을 경우에는 이다 전체 무게는 약 톤가량cavity 154.6 cm . 2

이며 이 무게의 대부분은 납 차폐체가 차지한다, .

의 설계 도면Fig. 3.2.12. ASNC AutoCAD



- 30 -

의 개의 신호는 네 그룹으로 각 그룹 당 개의- ASNC 24 A, B, C, D 6

튜브와 프리앰프가 서로 체인의 형태로 연결되어He-3 PDT daisy

있다 그룹은 번째 프리앰프 그룹은. A 1, 5, 9, 13, 17, 21 PDT , B 2,

번째 프리앰프 그룹은6, 10, 14, 18, 22 PDT , C 3, 7, 11, 15, 19, 23

번째 프리앰프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번째 프, D 4, 8, 12, 16, 20, 24

리앰프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한 그룹이 고장daisy .

이 나서 신호를 출력하지 못해도 다른 그룹들이 원형으로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어 중성자 계측 효율의 공간 균질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프리앰프의 출력 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

록 각 프리앰프의 출력마다 펄스 신호가 주어지도록 하여 핫셀LED

의 윈도우를 통해서 핫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 신호 출력 상ASNC

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은 실제로 제작. Fig. 3.2.13

된 를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의 속에 테스트ASNC . ASNC cavity

용 중성자 선원이 들어 있어 그 반응에 의한 불빛을 확Cf-252 LED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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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Fig. 3.2.13. ASNC

제작된 는 핫셀에 설치하였다 은 핫셀에- ASNC ACPF . Fig. 3.2.14, 15, 16

설치된 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AS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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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에 설치된 를 핫셀 윈Fig. 3.2.14. ACPF ASNC ACPF

도우를 통해서 본 모습

핫셀에 설치된Fig. 3.2.15. ACPF

를 핫셀 내부에서ASNC ACPF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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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에 설치된 의 를Fig. 3.2.16. ACPF ASNC front hood

한 모습 내부의 커넥터를 연결 해open : Junction box LEMO /

체할 수 있음.

라 핵물질 측정 장치의 성능 시험.

에 설치된 는 본 과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한- ACPF ASNC Cf-252

선원(CVN101, 10～ 4 과 에서 되어 에nps) LANL cross-check KAERI

입수된 선원Cf-252 (C7-427, 10～ 6 의 두 중성자 선원을 이용하nps)

여 중성자 계수 효율 중성자 계수 불감시간, die-away time, , shift

의 길이 방향 지름방향의 효율 분포 등을register gate width (GW), ,

측정하였다 은 를 증가시켜가며 각 튜브 프리앰. Fig. 3.2.16 HV He-3 -

프 조합의 중성자 계수 효율을 하나의 조합의 계수 효율에 일치시키

기 위해서 측정한 그래프이다 는 약 정도에서 시. HV plateau 1680 V

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간섭.

에 의한 감마 파일업을 대비하여 의 작동 는 로 세ASNC HV 1650 V

팅하였다 이 는 후에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감마파일업. HV

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각 프리앰프의 전압이득을 조. PDT

정하여 전체 튜브 프리앰프 조합의 중성자 계수 효율을 일치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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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보면 네 그룹의 효율이 거의 일치하는Fig. 3.2.17 A, B, C, D

것을 알 수 있고 개 전체가 연결되었을 때의 효율에 대해서24 PDT

한 것을 보면 네 그룹과 전체 연결된 것의 효normalize A, B, C, D

율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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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가시키며 각 튜브 프리앰프 조합Fig. 3.2.17. HV He-3 -

의 중성자 계수 효율을 측정한 그래프

를 에 설치하여 중성자신호처리 장비인- ASNC ACPF ASNC AMSR

을 이 설치될 위(Advanced Multiplicity Shift Register) IAEA Cabinet

치에 놓고 전원 신호 케이블 등을 연결하였을 때 개의HV, 5V , 24

중 번째 가 다른 에 비해 간헐적으로 깜박임을 발견LED 23 LED LED

하였다 이 문제는 긴 라인과 의 전류사용에 의해. cable PDT AMSR

의 전원이 끝단에서 까지 떨어져 따로 전압 가변의5 V PDT 4.1 V

전압 공급장치에 전원을 연결하여 해결한 후 성능 시DC PDT 5 V

험을 수행하였다 위치에서 전압 공급을 까지 올렸. ASMR DC 6.7 V

을 때 개의 에 의 전압이 공급되었다24 PDT 5.05 5.1 V .～
은 의 최적 를 찾기 위한 값- Fig. 3.2.18 ASNC Gate Width reals count

과 그 오차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의 값이 약 일 때. Gate Width 64 s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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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 오차가 최소가 됨을 확인하여 를reals count Gate Width 64 sμ
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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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적 를 찾기 위한Fig. 3.2.18. ASNC Gate Width reals

와 그 오차를 측정한 그래프count

선원을 이용하여 내의 길이방향 지름방향에서 측정한- Cf-252 cavity ,

중성자 계수 효율 분포는 과 같다 전체 효율은 약Fig. 3.2.19, 20 . 21%

이고 그 효율의 공간분포 오차는 이내이다 따라서 의1.5% . ASNC

내의 핵물질이 어떤 곳에 위치하더라도 위치에 의한 측정오차cavity

이내의 값을 얻을 수 있다1.5% .

두 중성자 소스 과 을 이용하여 의- Cf-252 CVN101 C7-427 ASNC

을 측정하였다 수식 는 에 의한 값의 오차deadtime . 2 deadtime count

를 보정하기 위한 계산식인데 여기서, Sm, Dm 은 측정된 singles,

값이고doubles rate S0, D0는 이 보정된deadtime singles. doubles

값이고 는 이다 측정된 의 값은rate A, B deadtime coefficient . A, B

각각 이다 의 성능 테스A = 0.8227E-6 and B = 0.1679E-12 . ASNC

트 결과를 에 정리하였다Table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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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길이방향에서 측정된 중성자 계수 효율분포Fig. 3.2.19.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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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지름방향에서 측정된 중성자 계수 효율분포Fig. 3.2.20. Cavity

167.824E-9
Multiplicity deadtime
coefficient

4 atm(d) Gas fill

A = 0.8227E-6 
B = 0.1679E-12

Deadtime coefficient1 inch(c) Diameter

1650 VOperation HV20 inch(b) Active length

0.4921Double gate fraction, f-d24 ea(a) Number

63.0954 μsecDie-away timeReuter-Stokes®3He tubes

4.5 μsecPredelayPDT110A® (24 ea)Preamp

64 μsecGate width
Inner lead: 6 cm
Outer lead: 6 cm

Gamma-ray shield

33 cm (σ: ±1.32%)Flat counting zone72 cmOutside diameter

21.04%Efficiency (HV @1650 V)20 cm
Cavity diameter 
(Inner diameter of basket)

SpecificationItemSpecificationItem

167.824E-9
Multiplicity deadtime
coefficient

4 atm(d) Gas fill

A = 0.8227E-6 
B = 0.1679E-12

Deadtime coefficient1 inch(c) Diameter

1650 VOperation HV20 inch(b) Active length

0.4921Double gate fraction, f-d24 ea(a) Number

63.0954 μsecDie-away timeReuter-Stokes®3He tubes

4.5 μsecPredelayPDT110A® (24 ea)Preamp

64 μsecGate width
Inner lead: 6 cm
Outer lead: 6 cm

Gamma-ray shield

33 cm (σ: ±1.32%)Flat counting zone72 cmOutside diameter

21.04%Efficiency (HV @1650 V)20 cm
Cavity diameter 
(Inner diameter of basket)

SpecificationItemSpecificationItem

의 성능 테스트 결과Table 3.2.3. AS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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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 유지보수 절차. ASNC

- 는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고방사선 핫셀 환경에서 다년간 사ASNC

용되기 때문에 에 이상이 발생하면 에서 원격조ASNC Operation Area

작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수리를 해야만 한다. 의 구성 부품ASNC

중 고장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고방사선 환경에서 취약한

전단 증폭기이다 이 증폭기를 원격으로 교체하기 위해서PDT . PDT

원격조작기로 조작이 용이한 커넥터를 채택하였으며 그 유지LEMO ,

보수하기 위해 를 하고 커넥터를 연결hood open (Fig. 3.2.21) LEMO

하는 모습은 와 같다 의 와 단일Fig. 3.2.22 . ASNC Junction Box PDT

교체 순서는 에 각각 정리하였다Table 3.2.4, 5 .

Junction BoxJunction Box

의 전 좌 과 후 우 의 가 드러난 모습Fig. 3.2.21. ASNC hood open ( ) open ( ) junction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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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 의 커넥터 연결 모습ASNC Junction Box LEMO

유지보수 순서 구분
시야
확보

작업장치/

필요공구
비 고

준비Crane 선행작업 필요시 이용

전원Shift Register off 선행작업 오픈IAEA Cabinet

해체LED Panel LEMO 육안
MSM or

TSM

을 로부터 완전히 분리Basket ASNC 육안
MSM and

Crane

의 옆으로 치워ASNC

둠

전방 오픈hood 육안 MSM

해체PDT LEMO 육안 MSM 쌍 모두 해체24

제거He-3 Tube 육안 MSM 개 모두 제거24

제거된 를 로Tube maintenance cell

이동
육안 Crane

를 에 연결Junction box Crane 육안 TSM

분리Junction box 육안
Crane and

MSM

을 윈도우 방향Crane

으로 조금씩 천천히
이동

를 로Junction box maintenance cell

이동
육안 Crane

의 교체 순서Table 3.2.4. ASNC Junction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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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순서 구분
시야
확보

작업장치/

필요공구
비 고

준비Crane 선행작업 필요시 이용

전원Shift Register off 선행작업 오픈IAEA Cabinet

전방 오픈hood 육안 MSM

필요시 을Basket

로부터 완전히ASNC

분리

해체PDT LEMO 육안 MSM 이상있는 것만 해체

제거He-3 Tube 육안 MSM 이상있는 것만 제거

제거된 를 로Tube maintenance cell

이동
육안 Crane

단일 교체 순서Table 3.2.5.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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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핵물질 분석 시스템 개발3.

공정 핵물질의 계량관리용 실시간 핵물질 분석 시스템을 중성- ACP

자 계수기인 와 계수된 중성자 신호를 처리하는 장비인ASNC AMSR

에 연결하여 공정중에 발생하(Advanced Multiplicity Shift Register)

는 핵물질을 실시간으로 계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량(Fig. 3.2.23).

관리 프로그램인 INCC(International Neutron Coincidence Counting)

코드를 이용하여 값을 계산한 후 미리 구해singles, doubles, triples

놓은 교정곡선 와 를 이용하여(calibration curve) Cm ratio Pu, U-235,

등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U .

교정곡선은 의 질량 증가에 따른 의 측정- Cm-244 ASNC doubles rate

값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실제 사용후핵연료가 로 반입되기 전, ACPF

까지 임시적으로 사용될 임시 교정곡선을 코드를 이용하여MCNPX

구하였다 과 는 그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3.2.6 Fig. 3.2.24 . Fig.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 바로 교정 상수 이며 그 값은3.2.24 k 2.78×10
5

이다 이 교정 상수는 핫 테스트 초반에[counts/s·g Cm-244] . ACP

표준 핵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로 사용될 예정이다A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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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NC

AMSRINCC

•Total count

•R+A count

•A count

•Singles rate

•Doubles rate

•Triples rate

Cm-244 [g]

D
o
u
b
le
s
 

ra
te

Calibration Curve Cm Ratio

•Pu/Cm

• 235U/Cm

•U/Cm

Cm Ratio

•Pu/Cm

• 235U/Cm

•U/Cm

ACPF Hot Cell

Mass of Mass of 

PuPu, , 235235U, U, 

and U and U 

실시간 핵물질 분석 시스템의 구성Fig. 3.2.23.

5.93911.962

νs2

(spontaneous fission 

second reduced 
moments)

0.211 
(MCNPX)

0.208 
(Measured)

ε
(neutron detection 

efficiency)

4.11 x 1066.23 x 1011
F

(spontaneous fission 

rate/g)

Cm-244Cf-252

5.93911.962

νs2

(spontaneous fission 

second reduced 
moments)

0.211 
(MCNPX)

0.208 
(Measured)

ε
(neutron detection 

efficiency)

4.11 x 1066.23 x 1011
F

(spontaneous fission 

rate/g)

Cm-244Cf-252

교정곡선 생산을 위한 코드 계산Table 3.2.6. MCN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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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격납 및 감시 장비 구축4.

시설과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핵물질 안전조ACPF

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연구 분야에서. IAEA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

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제반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적 제약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접.

근방법은 핵물질 계량관리를 기본으로 하며 보조적 수단으로 격납 감시 기, /

법을 이용한다 가장 바람직한 격납 감시 방법은 수용 가능한 비용으로 정상. /

적인 시설 운전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시설의 격납 및 감시시스템의 구축은 시설을 이용한 연구개발 활ACPF ,

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 투명성의 확보 및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핵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해 적용되는 연속 무인 감시시스템은 많은 양의 영상 및 방사선 감시 데

이터를 생산하게 되며 이러한 자료로부터 핵물질의 전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핵물질 감시시스템은 시설.

로부터 취득한 감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핵물(

질 전용 또는 신고되지 않은 활동 등 을 적시에 추출해 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전 단계

의 연구에서 격납 감시 감시시스템을 설계하고 당해 단계에서 시스템 구축/ ,

에 필요한 감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 시설에 대한 격납 감시 시, ACPF /

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

가 중성자 모니터 설계 및 제작.

의 에서의 핵물질의 반입 반출을 감지하기 위한 중성자 모ACPF rear door /

니터 를 코드를 이용(ACP Safeguards Neutron Monitor, ASNM) MCNPX

하여 설계하였다 는 의 중성자 계수 효율을 계산하기 위한. Fig. 3.2.25 ASNM

모델이다 의 중성자 계수 효율을 코드를 이용하여MCNPX . ASNM MCNPX

계산하였는데 에 설치되어 있는 보다 상대적으로 약 증, DFDF DSNM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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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중성자 계수 효율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은(Fig.3.2.26). Fig. 3.2.27

의 설계도와 실제 제작된 모습의 사진이다ASNM . Fig. 3.2.28은 의ACPF

위에 설치된 의 모습이다Rear door ASNM .

의 모델Fig. 3.2.25. ASNM MCN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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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수 효율을 계산ASNM



- 46 -

760 mm

190 mm

설계도면과 제작된 의 사진Fig. 3.2.27. ASNM

의 위에 설치된Fig. 3.2.28. ACPF Rear door AS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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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시시스템 구축.

감시 장비의 설치 및 시스템 구성(1)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격납 및 감시시스템의 구성은 과 같ACPF Fig. 3.2.29

이 대의 카메라와 대의 중성자 모니터 온도계 그리고 대3 CCD 2 (ASNM), , 1

의 중성자 측정장치 와 데이터 취득 서버로 구성하였다 핫셀(ASNC) (DAQ) .

내에 설치한 중성자 측정장치 는 핵물질 계량관리 장비이나 감시시스(ASNC)

템에서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시 대상시설인 시설의 구조적 특징 및 격납 특성ACPF

을 고려하여 감시 장비는 와 같이 배치하였다 시설에는 핵Fig. 3.2.30 . ACPF

물질 이동이 가능한 개의 주요 경로 즉 핵물질 및 폐기물의 반출입이 이루2 ,

어지는 주 출입구 와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구 가(rear door) (side door)

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출입구의 맞은편에 카메라. Fig. 3.2.30 , CCD

를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를 검출하여 핵물질의 움직,

임을 감시하는 장비인 중성자 모니터를 각 핫셀 출입구의 위쪽에 설치하였

다 또한 핫셀 내부의 온도를 감시하기 위해 시스템에 온도 측정 기능을 추. ,

가하였으나 시설 여건상 현재는 핫셀 외부에 설치하였다, .

데이터 취득 장치(2) (DAQ)

데이터 취득 서버에는 및 그리고 온도계로부터 입(DAQ) ASNM ASNC,

력되는 방사선 신호와 온도 값을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카운터 카드와 카메

라로부터 취득한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영상을 수집

하는 영상보드를 장착하였다.

가 디지털 카운터 카드( )

디지털 카운터 카드는 의 신호를 입력받아 일정한 신호가5V TTL reset

들어올 때까지 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buffer RAM .

이터 수집 장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사의National Instrument NI PCI-

카드를 사용하였다 카운터 카드는 개의6602 counter/timers . NI PCI-6602 32

호환 디지털 라인을 제공하며 다양한 카운터 타이머 작업TTL/CMOS I/O , /

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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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SNL, KI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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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Configuration of Containment/Surveillance System for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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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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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RAC

Neu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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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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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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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0. Layout of Containment/Surveillance Equipment for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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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적용한 카운터 카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NI PCI-6602 .

Up to eight 32-bit counter/timers•

80 MHz maximum source frequency(125 MHz with prescalers)•

Debouncing and glitch removal•

NI DAQ driver simplifies configuration and measurements•

•Operating Systems :

- Windows 2000/NT/XP/Me/9x

- Mac OS 9*

- Real-time performance with LabVIEW

•Recommended Software

- LabVIEW

- LabWindows/CV

- Measurement Studio for Visual Basic

•Other Compatible Software

- Visual Basic

- Visual C/C++

•Driver Software (included)

- NI-DAQ

나 디지털 영상 캡쳐 보드( )

감시 시스템에 적용되는 카메라는 영상을 외부로 출력하기 위해CCD

또는 과 같은 신호방식을 사용하며 나 비디오를 통해 영상을NTSC PAL TV

보여준다 이런 영상 신호를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 PC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영상을 캡쳐하기 위해서는 통상 라는 영상 보드를 사용해 왔frame grabber

다 사진 정지영상 과 같은 데이터는 입력에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지 않으. ( )

나 비디오 동영상 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변하기 때문( )

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 처리하여야 한다 비디오 데이터는. 640×480•

해상도의 화면 하나만 하더라도 가까운 메모리를 필요로 하며 초당0.9 MB

프레임을 입력할 경우 약 초의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30 27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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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정보량을 가 처리하여 내의 버스로 전송하기에는 너무 부담이CPU PC

크다 따라서 입력되는 즉시 영상을 압축하여 압축된 데이터를 디스크로 보. ,

내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하드웨어를 영상 캡쳐 보드라 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상 캡쳐 보드는 사의 제품으로 영Illusion & Hope

상 보드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Video Format Support

- Encode bit-rate : 64k-2M bps

- Frame rate : 1-30 f/s selectable

- Format : support CIF Mpeg4 encoder/Mpeg4 sample profile codec

•Audio Format Support

- Audio Codec : PCM

•Connector

- I/O : 4 channels (DC 5V/10mA)

- Video input : 4 channels BNC connector

- Audio input : 4 channels BNC connector

감시 소프트웨어(3)

가 개요( )

의 감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를 기반으로ACPF Windows XP Microsoft

를 이용하여 개발하였고 영상처리를 위해 의Visual C++ , DirectX 9.0 SDK

를 사용하였다(32bit) . 원격 감시 및 시스템 제어를 위해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라고 하는 원격제어용 를 이용하였다Ultra VNC freeware .

시스템의 주 화면은 과 같이 영상을 보여주는 창 과Fig. 3.2.31 , ASNM

에서 취득한 방사선 신호 중성자의 수 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는ASNC ( )

창 그리고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수집되는 중성자의 수 및 핫셀 내의 현재,

온도를 보여주는 창 등으로 구성하였다.

감시 장비로부터 취득한 영상 방사선 온도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컴퓨터, ,

화면에 출력되고 영상 신호는 움직임 감지 기능을 두어, (motion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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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저장된 영상과 비교 후 변화된 영상만을 형식으로 시간정보와, JPEG

함께 저장하도록 하여 영상 데이터로 인한 기억장치의 소모를 최소화하였다.

방사선 신호와 온도 데이터는 시스템 운영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텍스

트 파일형식으로 저장되고 시스템 운영자가 사전에 설정한 비정상적인 시설,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설 운영자 및 유관 기관 혹은 등 에 자(IAEA KINAC )

동으로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기능과 시설의 상황을 원격으로 감시

하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두었다.

시스템의 운영 환경설정 즉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취득 간격 영상비교 기, ,

준 비정상 상황판단 기준 및 통보대상자의 메일주소 설정 등은 주 화면에서,

메뉴를 이용하여 설정하도록 하였다"Configuration" .

핵물질 격납 감시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기능 중 하나인 데이터의 재/

검토 기능은 주 메뉴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일자별로 재검토할"Review"

수 있게 하고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영상 데이터를 형식으, JPEG MPEG

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 메뉴 이용 을 두어 영상 데이터의 재(“JPG to AVI" )

검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소프트웨어의 구성( )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의 구성은 데이터 취득 및 처리 원격감시,

및 제어 재검토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데이터의 취득 및 처리 부분은 카드 및 영상보드를 제어해 방사선 온DAQ ,

도 및 영상 데이터를 취득한 후 작업계획을 검토하고 영상과 방사선 및 온,

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핵물질의 움직임을 알아낸다 또한 감시데이터를 저. ,

장하고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이 발생하면 시설 담당자 및 원격감시자에게,

통보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원격제어 처리부분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

에서 시설의 상황을 감시하고 서버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한DAQ

다 데이터의 재검토 기능은 감시시스템의 핵심 기능으로서 사후에 핵물질. ,

의 움직임이나 비정상적인 상황 전용 또는 미신고 원자력 활동 등 의 존재( )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각각의 모듈별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3 -

Fig. 3.2.31. Main Form of Containment/Surveillance System for ACPF.



- 54 -

데이터 취득 및 처리①
데이터를 취득 처리하는 과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소프트웨어의 흐,

름은 에 제시된 바와 같다Fig. 3.2.32 .

시스템의 시작되면 영상 캡쳐 보드 및 카운터 카드가 초기화되며 실시간 영상,•

과 텍스트 데이터를 주 화면에 표시한다.

일정시간 운영자가 정한 시간 간격 이 지나면 현재의 시간을 로부터 읽은( ) PC•

후 각 카메라의 이미지를 캡쳐하고 방사선 및 온도 데이터를 읽어 들인다, , .

취득한 방사선 및 온도 데이터가 시스템 운영자가 설정한 임계값을 초과하는•

지 확인한다 만일 임계값을 초과하면 사전에 신고한 작업인지 확인한다 사전. .

에 신고한 작업이 아니면 시설 담당자 및 관계자에게 현재의 상황을 메일로 통

보하고 다음 과정을 진행한다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거나 사전에 신고한 작업.

일 경우에도 다음 과정을 진행한다.

현재 시간 방사선 및 온도 등 카운터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

영상처리를 통해 기준영상과 이전영상을 비교 을 수행 하고(motion detection )•

변화된 영상인 경우 해당 영상을 형식으로 저장한다JPEG .

카운터 카드 및 영상 캡쳐 보드를 하고 데이터를 읽는다reset .•

데이터 파일은 기록 시간 및 해당되는 영상파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영.

상 파일은 현재 크기의 칼라 이미지로 저장되며 파일 크기는 정320×240 , 15 20 KB～
도이다 일상적인 경우에는 일일 평균 이하이므로 최근의 저장장치의 용량. 5MB , PC

을 고려할 때 기준인 일의 연속 감시 성능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IAEA 180 .

원격 감시 및 제어②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원격 감시 및 제어를 위해,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라고 하는 원격제어용 를 이용하였Ultra VNC freeware

다 는 상용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가 윈도. UltraVNC

우 에서 제공하는 원격 접속 기능 보다 뛰어난 기능들을 지원한다XP . 동 소프

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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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Flowchart of Containment/Surveillance System for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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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의 컴퓨터에 접속해 원격 제어 가능•

편리한 파일 전송•

비디오 드라이버 와 프레임 버퍼 메모리를 바로 연결(UltraWinVNC )•

지원MS Logon•

뷰어 툴바 및 자바 뷰어 지원•

여러 대의 모니터 지원•

뷰어에서 보이는 원격화면 크기 설정 가능•

텍스트 채팅 지원•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어를 할 컴퓨터와 제어를 당할 원격 컴

퓨터에 각각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는 설치 및 사용방UltraVNC . UltraVNC

법이 비교적 쉬으므로 설정과 에 대해서만 간략히, UltraVNC Server Viewer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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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은 원격 제어를 당해야 하는 컴퓨터에서 실행되어UltraVNC Server

야 한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설정 화면에서 제공되는 옵션. Server

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서 를 지정하고, Incoming connections Port

에서 비밀번호를 적고 를 클릭해 간단하게 사용할 수도Authentication Apply

있다 이 설정 화면에서 지원하는 옵션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Options 설 명

Incoming

connections

포트 설정 옵션 기본은 이며 다른 컴퓨터에서 서버. Auto ,

컴퓨터로 접속할 때 열려있는 포트를 자동으로 찾아 들어

오는 것을 말한다.

When last client

disconnects

보통은 사용자가 원격 제어를 마친 후 아무 것도 하지 않

고 접속을 끊지만 원격 제어로 서버를 관리할 때에 보안,  

적인 이유로 잠그거나 로그오프하기 위해 설정한다.

Query on incoming

connection

다른 사용자가 접속을 시도할 때 팝업 대화창을 표시해준

다.

Keyboard & Mouse 및 로컬의 키보드 입력을 중지시킨다Viewer .

Multi viewer

connections

한 개의 뷰어만 접속할지 여러 개의 뷰어를 접속할지 설

정한다.

Authentication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에서 접속시 이 비밀번VNC . Viewer

호로 접속된다 은 유저나 그룹별로 계정을 생. MS Logon

성해 레벨을 설정할 수 있다.

File Transfer
파일 전송 허용 기본적으로 에 체크가 되어있으므( Enable

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

DSM Plugin
플러그인이 설치되어DSM (Data Stream Modification)

있다면 사용법을 설정 할 수 있다.

Misc
바탕화면 그림 제거 및 트레이 아이콘 사용안함 등 의 설

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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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버로 접속해서 접속된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UltraVNC Viewer

한다 아래 그림에서 접속할 서버의 주소와 포트를 적으면 바로 접속이. IP

된다 퀵 옵션에서는 서버에 접속했을 때 보일 화면의 최적의 값을 설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동 검색하도록 선택되어 있으며 서버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면 이나 로 설정하고 느리다면 그 이하의 옵션 중 하나LAN ULTRA ,        

를 선택하면 된다.

다음의 그림은 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감시시스템Ultra Viewer ACPF

서버의 주소와 암호를 입력하여 시스템에 접속하는 화면이다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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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재검토③
데이터의 재검토 기능은 감시시스템의 핵심 기능으로서 핵물질의 움직임,

이나 비정상적인 상황 전용 또는 미신고 원자력 활동 등 의 존재 여부를 일( )

정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하는 기능이다.

감시시스템의 재검토 기능은 영상 데이터와 방사선 및 온도 데이터ACPF

터를 분리하여 재검토하도록 구현하였다 취득된 감시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

장될 때 방사선 및 온도 데이터는 일자별로 생성된 폴더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고 영상 데이터는 일자별 폴더의 하위 폴더로 카메라별로 저장된다, .

또한 영상 데이터는 영상의 변화가 없으면 즉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

않으면 하루에 한 개의 영상 파일만 저장되고 반대로 움직임이 많으면 수많,

은 파일이 저장된다 반면 방사선 및 온도 데이터는 운영자가 정한 시간 간. ,

격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영상과 방사선 및 온도 데이터를 시간에

연동하여 재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자별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되 영상데이터,

는 카메라별로 첫 번째 취득한 영상만 화면에 보여주고 방사선 및 온도 데,

이터는 하루 단위로 그래프와 함께 화면에 보여주도록 재검토 기능을 구현

하였다 이와 같이 구현함으로써 재검토하는 사람은 방사선이나 온도 데이터.

를 확인한 후 관련 영상 자료를 검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자의 카메라,

별 폴더로 이동하여 형식의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JPEG .

한 영상자료 파일의 수가 너무 많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

해당 카메라 폴더의 영상 파일을 형식의 동영상 파일 파JPEG MPEG (AVI

일 로 변환하여 재검토할 수 있는 기능도 두었다) .

또한 시스템 운영자가, 설정한 방사선 및 온도의 임계값을 초과하고 미리 신고

하지 않은 작업 즉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재검토하고자 할 때에는, DAQ

상의 전자메일의 보낸 편지함에 남아 있는 기록을 이용하여 해당 일server

자의 감시데이터만 재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이 설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재검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은 재검. Fig. 3.2.33

토 기능을 실행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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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Review Form of Containment/Surveillance System for ACPF.



- 61 -

사용자 인터페이스④
감시 프로그램의 주 화면과 메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ACPF

같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g. 3.2.31 주 화면의 상단에는 “Configuration”,

등 개의 주요 가“Work plan”, “Plotting”, “Jpg to AVI”, “Review” 5 Menu

있다 메뉴 밑에는 각 카메라로부터 실시간으로 취득한 영상을 보여주는 개. 3

의 영상 윈도우가 있고 그래프를 보여주는 부분과 방사선 및 온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부분과 스크롤바가 있다.

영상 윈도우에서 영상을 최대크기로 확대하여 보기를 원하면 해당 윈도,

우의 제목 부분을 마우스를 더블 클릭 왼쪽버튼 하면 되며 다시 더블클릭( ) ,

하면 원래 크기로 환원된다 또한 카메라의 기능을 조절하기를 원하면 마우.

스의 휠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에 나타난 팝업 메뉴를 이용하여 비디오 관련,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선 및 온도 데이터를 수치로 보여주는 부. ,

분에서 스크롤바를 이동하면 화면에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도 볼 수 있으며,

마우스를 이용하여 의 칼럼 넓이도 조절할 수 있다 주 메뉴별로data grid .

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nfiguration•

메뉴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메뉴와 멈출 수 있는“Configuration” “Run”

메뉴 그리고 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설정하는 메뉴를 가지“Stop” , “Set up”

고 있다 메뉴를 실행하려면 먼저 메뉴를 선택한 다음 실행. “Set up” “Stop”

한다 즉 먼저 시스템을 멈추고 시스템 운영환경을 설정한다 환경설정을 마. , .

친 후에 감시시스템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메뉴를 선택하여 다시 프“Run”

로그램을 구동해야 한다 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 메. “Set up”

뉴를 선택하면 와 같이 환경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난다Fig. 3.2.34 .

대화상자의 각 환경설정 항목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화상자의 좌,

측 상단에 있는 에는 방사선 및 온도 데이터가 저장될Radiation Data Folder

폴더를 지정한다 지정된 폴더에는 년 월 일 폴더가 생성되고 생성된 폴더. “ _ _ ”

에 년 월 일 파일이 생성되어 방사선 및 온도 데이터가 일자별로“ _ _ -NM.txt”

저장된다 에는 영상 데이터가 저장될 폴더를 지정한다. Image Data Folder .

지정된 폴더에는 다시 카메라별로 하위 폴더가 생성되고 그 폴더 내에 해당



- 62 -

카메라로부터 취득한 영상 파일이 시 분 초 카메라명 파일로 저장된다“ _ _ _ .jpg” .

마지막으로 에는 감시데이터의 파일 만들거나 유Share Data Folder backup

관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위해 데이터의 복사본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한다.

는 옵션 항목이기 때문에 복사본이 필요치 않으면 우측Share Data Folder

체크박스를 공란으로 두면 된다.

좌측 하단의 카메라 관련 설정 항목에서 에는 카메라“RGB Level(1-255)”

별로 영상비교를 위한 임계값을 설정하며RGB Level , “Image Detection

에는 영상파일 저장을 위한 기준영상과 비교영상의 픽셀 차Points(1-76800)”

이 수를 설정하되 이상의 수를 설정한다RGB Level . “Capture Interval

에는 영상 취득 시간 간격을 초단위로 설정하며 초 이상의 값만(Sec.>=5)” , 5

입력할 수 있다 영상 데이터는 빛에 민감하므로 움직임 감지 영상 파일이.

너무 많이 저장될 경우 과 의 값을 적절RGB Level Image Detection Points

히 조정한다.

우측 상단의 항목은 감시시스템에 온도 센서가 설치되어“Temperature”

있을 경우에만 설정하며 를 체크하면 온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Disp., Store”

그래프와 온도 값을 에 표시하고 그 값을 방사선 데이터와 함께 저data grid

장한다 항목에는 방사선과 온도 데이터 즉 카운터 카드. “Acquisition Data” ,

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시간 간격을 초단위로 설정하며 초 이상의 값만5

입력할 수 있다.

우측 하단의 항목은 방사선 및 온도 값이 임계값 운영자가“Mail Trigger” (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한 값 보다 클 경우 항목에 설정) “Mail Addr.”

된 주소로 시설의 현황을 통보해주기 위한 환경을 설정하는 곳이다 각 감시.

장치 즉 및 온도계에 대해 란에는 초기, ASNM1, ASNM2, ASNC “STD”

임계치를 란에는 차기 임계치의 증분치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온도, “INT” .

값의 경우 평상시 핫셀의 내부온도가 인데 시설운영자의 관점에서 내, 25 ,℃
부온도가 이상 올라가면 비정상적인 경우로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30℃
취하고 싶을 때 의 란에 초기 임계치 을 설정한다“TEMP.( )” “STD” 30 .℃
감시 시스템은 이 값을 참고하여 핫셀의 내부온도가 가 되면30 “Mail℃

항목에 설정된 주소로 시설의 현황을 통보해주게 된다Ad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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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 Setup Dialogue of Containment/Surveillance System for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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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온도가 계속 이상으로 유지되면 시스템은 운영자가30 ,℃
항목에서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과도하게 전자메일을 보“Acquisition Data”

내게 된다 즉 데이터 취득 시간 간격이 초로 설정되어 있다면 매 초 마. , 5 5

다 자동으로 메일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계속 이상으로 유지되더라도 일정기준 이상으로 추가하여 상승할 때30 ℃
에만 메일을 다시 보내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란에 설정되는 차기 임계치의 증분치이다 즉 직전 임계치와 란“INT” . , “INT”

의 증분치를 더한 값이 차기 임계치가 된다 따라서 란이 로 설정되. “INT” 5

어 있다면 시스템은 핫셀의 내부온도가 추가로 변화할 때마다 즉, 5 , 3℃
로 올라갈 때에만 시설의 현황정보를 항목0 , 35 , 40 , “Mail Addr.”…℃ ℃ ℃

에 설정된 전자메일 주소로 보내게 된다.

Work plan•

시설과 같이 민감한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는 핵물질의 이동ACPF

이나 핵물질을 이용한 실험을 할 때에는 관련 작업계획을 사전에 안전조치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시설운영자는 물론 핵물질 안전조치 부서는 작업.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해당시설에 대한 핵물질 계량관리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 이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뉴는 이와. “Work plan”

같이 시설에서 수행할 실험 또는 핵물질 이동과 같은 작업계획에 관한 정보

를 입력하는 곳이다.

와 같이 작업계획 입력대화상자에서는 작업일자와 시간 작업부Fig. 3.2.35 ,

서 작업내용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이 정보는 메, , . “Configuration”

뉴의 항목에서 설정한 폴더의 하위 폴더인 폴더에Image Data Folder date

년도 파일에 저장되며 신고하지 않은 핵물질의 이동이나 실험과 같은“ .txt” ,

비정적인 상황을 추출해내는 기준이 된다 즉 메뉴의. , “Configuration” “Mail

항목에서 설정한 방사선이나 온도 값이 조건에 해당Trigger” mail trigger

되어도 사전에 신고된 작업기간 내에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을 발송mail

하지 않으며 작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벤트에 대해서만 을 발송한다, mail .

Plotting•

이 메뉴의 부 메뉴인 을 체크하면 방사선 및 온도 그래프를“Log Plo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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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Work Plan Dialogue of Containment/Surveillance System for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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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나타낸다 이때 방사선 및 온도 값은 변화 없이.

파일에 저장된다.

Jpg to AVI•

이 메뉴는 정지영상인 형식의 파일을 동영상인 파일로 만들어JPEG AVI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지영상을 동영상으로 만들게 되면 영상 데이터를.

재검토하는 시간이 절약되어 영상 자료를 이용한 시설의 감시를 보다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메뉴의 부 메뉴인 를 선택하면“Avi Transfer” 과 같이 정지Fig. 3.2.36

영상을 동영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대화 상자의 항목에는 동영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지영Image Data Folder

상이 있는 폴더를 입력하고 항목에는 만들어진 동영상을, Avi Output Folder

저장할 폴더를 입력한다 항목에는 정지영상을 동영상으로. Set Frame Rate

보여줄 때 초당 보여줄 의 수를 입력한다 정지영상은 영상이 저장된1 frame .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동영상으로 변환되며 정지영상이 동영상으로 변환되는,

동안 진행상태가 윈도우 하단의 에 나타난다Status bar .

Review•

이 메뉴는 감시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데이터의 재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메뉴이다 이 메뉴를 이용한 재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주 화면에 있는 메뉴의 부 메뉴인 를 선택하면“Review" “Run Review”

과 같은 윈도우가 나타나게 된다 이 윈도우의 유일한 메뉴인Fig. 3.2.37 .

의 부 메뉴로는 과 가 있다 메뉴는 재“Review File” “File Open” “Exit” . “Exit”

검토를 마치는 기능을 수행하고 메뉴는 재검토할 감시데이터, “File Open”

파일을 열어주는 메뉴이다 재검토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메뉴. “File Open”

를 선택한다 열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감시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 “ ”

를 선택한 후 재검토하고자 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날짜 폴더를 선택한다, .

그 다음 과 같이 해당 날짜폴더에서 년 월 일 파일을Fig. 3.2.37 “ _ _ -NM.txt”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과 같이 해당 날짜의 영“ ” . Fig. 3.2.33

상 방사선 및 온도 데이터를 재검토할 수 있는 윈도우가 나타난다 이 윈도, .

우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방사선 및 온도 데이터의 변화를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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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 Avi Transfer Dialogue of Containment/Surveillance System for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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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Review Form of Containment/Surveillance System for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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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시 계량관리 기술 타당성 분석5. scale-up

의 배치 용량을 에서 으로 증가된 배치용량을 가정하- ACP 20 kg 100 kg

고 용량증가에 따른 주요 핵물질에 대한 증가를 고려ACP multiplicity

한 샘플에 대한 핵물질 계량값을 보정하였다scale-up .

을 가정하여 코드로 계산된 금속전환체에 대한- Scale-up MCNPX

의 예상 관계 그래프는 와 같다 이 그ASNC doubles rate Fig. 3.2.38 .

래프에서 구한 된 샘플의 값과 보정scale-up multiplicity doubles rate

식 수식 을 이용하여 된 샘플에 대해서도 로 측정이( 3) scale-up ASNC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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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정하여 코드로 계산된 금속전환체에 대한Fig. 3.2.38. Scale-up MCNPX

의 예상ASNC Double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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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 가 존재하는 된 에 대한 보정식. Multiplicity scale-up sample

결론6.

한국원자력연구소 핵물질 안전조치 연구실에서는 수년간 핵물질 계량관리

뿐만 아니라 계량관리를 위한 비파괴적 핵물질 측정장치 개발을 위해 노력

해왔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비파괴적 핵물질 측정장치 는 사용후핵. (ASNC)

연료 차세대관리공정에서 나오는 금속전환체 금속 등의 계량, , ingot Pu, U

관리를 위해 개발된 것이다 핵물질로부터 발생되는 중성자에 대한 의. ASNC

계수효율 계산은 에서 개발되어 지금까지도 널리Los Alamos National Lab.

사용되고 있는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그 설계를 바탕으로MCNPX .

실제로 제작한 의 제원은 와 프리앰프가 각각ASNC He-3 tube PDT110A 24

개 고밀도 중성자 반사체 흑연 니켈 흡수체 그리고 감마선, PE, ( , ), (Cd liner),

차폐체인 납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드를 이용해 중성자 계수효율MCNPX ,

의 두께 튜브의 위치 의 크기 납의 두께 흑연 니켈 반사PE , He-3 , Cd liner , , ,

체의 두께 등을 설계 요건에 맞게 최적화하였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차폐하기 위한 납의 두께도 코드를 이용해 튜브와MCNPX He-3

에 조사되는 선량을 평가하여 로 설계하였다 는 고방PDT110A 6 cm . ASNC

사성 환경인 핫셀에서의 운전에 의한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ACPF

데 모든 유지보수 작업은 작업구역에서 원격조작기로 수행하여야만 한다, .

이를 위해 를 기존의 수직 원기둥 구조에서 수평구조로 설계하였으며ASNC

타입의 모든 커넥터를 원격조작기로 조작이 용이한 커넥터로BNC LEMO

교체하여 유사시에 원격조작기로 고장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를 제작한 후 에 설치하여 중성자 계수 효율 등의 성능 테스트ASNC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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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다. 증가에 따른 계측 효율변화 측정결과 동작 를HV HV 1650

로 세팅하였다 의 개의 에 전압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V . ASNC 24 PDT 5 V

도록 의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따로 전압 가변의 전압 공급AMSR 5 V DC

장치에 를 연결하여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PDT . 선원을 이용하여Cf-252

내의 길이방향 지름방향에서 측정한 중성자 계수 효율 분포를 측정한cavity ,

결과 전체 효율은 약 이고 그 효율의 공간분포 오차는 이내였다21% 1.5% .

따라서 의 내의 핵물질이 어떤 곳에 위치하더라도 위치에 의한ASNC cavity

측정오차 이내의 값을 얻을 수 있다 공정 핵물질의 계량관리를1.5% . ACP

위한 실시간 핵물질 분석 시스템을 와 신호처리 장비인 계량ASNC AMSR,

관리프로그램인 등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의 질량 증가에 따INCC . Cm-244

른 의 측정값의 관계를 나타내는 교정곡선을 코ASNC doubles rate MCNPX

드를 이용하여 구하였는데 그 교정상수 값은, k 2.78×10
5

[counts/s·g

이다 이 교정상수는 핫테스트 초반에 임시적으로 사용될 예Cm-244] . ACP

정이다 의 용량증가를 대비하여 를 이용한 계량관리 기술의 타당. ACP ASNC

성 분석을 위해해 된 샘플의 값과 보정식scale-up multiplicity doubles rate

과 코드로 된 금속전환체에 대한 의 예상MCNPX scale-up ASNC doubles

값을 구하여 된 샘플에 대해서도 로 측정이 가능하도록rate scale-up ASNC

하였다 다음 단계에는 의 원격 유지보수성 향상을 위해. ASNC Junction

를 수정할 예정이며 사용후핵연료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실제 교정곡선을Box

구하고 로부터 인증을 받아 의 계량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IAEA ACPF

작업 등이 필요하다 의 개발을 통해서 축적된 중성자 측정장치 기술. ASNC

은 단계에서 수행하게 될 전해정련 공정물질의 비파괴 측3 Pyroprocessing

정장치 개발에도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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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핵물질의 시설간 수송 및 임시저장시스템 개발3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개발1.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종합공정 실증시험을 위하여 에서PIEF ACPF

핫셀까지 연료봉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용기 설계 안전성평가 및 수송절차를,

확립하였다.

가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설계.

사용후핵연료 종합공정 실증시험을 위하여 조사후시험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실증시험시설 핫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회PWR 1

운반용량을 결정하였으며 연료봉 운반캡슐 설계하였다, .

연료봉 운반을 위한 수송용기는 수송용기를 사용할RD-15 Padirac

예정이며 수송용기는 및 핫셀의 후면에 수평으로, RD-15 PIEF ACPF

접속할 수 있는 수송용기로서 관리구역내 에서는 으로, (on-site) A type

관리구역외 에서는 단열 및 충격완충의 기능을 가진 재포장 용기를(off-site)

사용할 경우 으로 사용허가가 났다 그러나 용도 면에서 방사성B type .

고체폐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차폐체로 의 납이, 150 mm

사용되었다.

자유낙하조건 및 화재사고조건 하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기9 m 800 ℃
위하여 충격완충체로 의 와 단열재로 의100 mm balsa wood 50 mm

이 사용되었다 수송용기는 와 핫셀에 수평으로limestone . RD-15 PIEF ACPF

접속할 수 있는 수평접속형 운반용기이며 및 핫셀 후면에는, PIEF ACPF

수송용기를 접속할 수 있는 접속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은Padirac . Fig. 3.3.1

수송용기를 나타내며 총 중량은 용기본체의 길이는RD-15 , 2,580 kg, 853

직경은 에 이른다 용기 본체는 주조강으로 제작되어 있으며mm, 750 mm . ,

내부 과 외부 사이의 공간은 납으로 채워져 차폐체 역할은 한다shell shell .

외부 의 무게중심 부위에 를 체결하기 위한 체결장치가shell lifting f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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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다 바스켓은 콘테이너가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도어 개폐를 위해 위해 단순. ,

회전운동으로 에 콘테이너가 체결되는 구조를 갖는다cell wall ring .

콘테이너는 직경 길이 를 갖는다250 mm, 400 mm .

Item Designation Item Designation

1

2

3

4

5

6

7

8

Roller

Safety latch

Transfer container

Shielded sliding door of the cask

Drilled holes

Ball locking system

Lead shield

Telescopic guiding system

9

10

11

12

13

14

15

16

Container basket

Spigot of basket

Bottom plug

Internal shell

External shell

Bosses for lifting fork

Stop : door close

O-ring

Fig. 3.3.1. Padirac RD-15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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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시험 공정에서는 연소도 냉각기간이 약 년인 고리35,500 MWd/tU, 18

호기의 핵연료집합체를 사용할 예정이나 연료봉 수송을 위한 기준1 G23 ,

핵연료는 보수적으로 연소도 냉각기간 년인43,000 MWd/tU, 10 PWR

사용후핵연료를 고려하였다 실증시험 단계에서 수행될. 20 kg, 5 batch

시험을 위해서는 당 길이의 연료봉 개가 필요하며 연료봉batch 25 cm 130 ,

운반 시 취급이 용이하고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봉을 밀봉

캡슐에 담아 운반하도록 하였다 조사후시험시설 핫셀 내 원격조종기의 취급.

여건을 고려하여 개의 캡슐에 길이의 연료봉 개를 담는 것으로1 25 cm 5

하였으며 회에 개의 캡슐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당 수송횟수를, 1 13 batch

회로 설정하였다 연료봉 운반캡슐은 외경 두께 의 알루미늄2 . 40 mm, 2 mm

재질을 사용하여 중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중량은 개의 연료봉을, 5

장전할 경우 약 이다1.2 kg .

수송용기는 방사성폐기물 수송용기로 중성자 차폐체가 없으므로RD-15 ,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콘테이너 내부에 중성자 차폐체로 12

의 를 고려하였다 는 연료봉 운반캡슐 및 중성자mm HDPE . Fig. 3.3.2 Padirac

차폐체를 나타내고 있다.

Fig. 3.3.2. Rod-Cut Transport Capsule and Padirac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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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안전성평가.

수송용기는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Padirac ,

용기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할 경우에는 방사능 및 발열량Padirac

특성 변화에 따른 방사선차폐 및 열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

방사선차폐 안전성평가1)

기존의 수송용기는 방사성폐기물 수송용기로 중성자Padirac

차폐체가 없으며 차폐해석에서는 과 같이 중성자 차폐체가 없는Fig. 3.3.3

경우와 두께의 폴리에틸렌을 콘테이너 내부에 삽입한 경우에 대한12 mm

해석을 수행하였다 차폐해석 시 개씩의 연료봉이 장전된 개의 캡슐이. 5 13

수송용기 콘테이너의 한쪽 방향을 쏠린 것으로 가정하여 보수적인 해석을

수행하였다.

은 차폐해석 결과를 나타내며 중성자 차폐체를 고려하지 않을Table 3.3.1 ,

경우 용기 표면 선량률은 중성자에 의한 선량률이 에0.942 mSv/h, photon

의한 선량률이 로 계산되었음 또한 중성자 차폐체로0.116 mSv/h . , PE 12

두께의 폴리에틸렌을 고려할 경우에는 중성자 및 에 의한mm photon

선량률이 각각 로 계산되었다 수송용기 내부0.675 mSv/h, 0.017 mSv/h .

콘테이너에 중성자 차폐체를 적용할 경우 용기 표면 선량율이 약 정도40 %

감소되었으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수송법규에서 규정하는 표면 허용선량율,

보다 났게 나타나 방사선차폐 안전성이 유지되었다2 mSv/h .



- 76 -

Fig. 3.3.3. Shielding Analysis Model.

Radiation source
Dose rates (mSv/h)

without neutron shield with neutron shield

Gamma-ray 0.116 0.017

Neutron 0.941 0.675

Total 1.057 0.692

Allowable 2.0 2.0

Table 3.3.1. Maximum Dose Rates for RD-15 Cask

열안전성 평가2)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의 열적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상조건

에서는 핵연료로 부터 방출되는 붕괴열 을 외부로 적절하게 열전(decay heat)

달시켜야 하고 반면에 화재사고조건에서는 외부 화염으로 부터 유입되는 열,

을 적절히 차단하여 설계압력 및 차폐체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수송용기는 붕괴열이 없는 고체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RD-15

으며 따라서 수송용기를 이용하여 붕괴열을 갖는 사용후핵연, RD-15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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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운반하기 위하여 수송용기의 열적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수송조건 중 고온조건 및 가

상 화재사고조건하에서 수송용기의 열적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수송용기의 구조재로는 탄소강을 감마선 차폐재로는 납을 사용하RD-15

였다 또한 수송용기의 설계기준 방사성물질의 종류는 형 운반물이. , RD-15 B

며 따라서 화재사고 조건시 고온으로 부터 감마선 차폐체를 보호하기 위해,

외각에 열전도율 이 다소 낮은 석고를 사용하여 적절한 열(k = 0.92 W/m )℃
차폐 효과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수송용기는 충격완충을 목적으로. ,

로 전면을 감싸주고 있으며 이 는 열전도율Balsa wood , Balsa wood (k =

이 매우 낮아 역시 열차폐 효과를 갖는다0.05W/m ) .℃
수송용기에서의 대류열전달은 용기 내부의 밀폐된 내부공간의 자연대류

현상과 용기의 외부표면에서 대기에 의한 자연대류 열전달이 있다 열해석.

에서는 이러한 대류열전달계수를 실험적으로 혹은 이미 연구된 결과를 인용

하여 얻는다.

내부공간 및 용기 외부표면에서의 자연대류 열전달계수는(inner cavity)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정의된다[3.3.1].

 


------------------------ (1)

 


---------------------- (2)

여기에서,

 
 ∆

 
 ∆ 

k : Thermal conductivity (W/m K)

a : Expon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c : Coeffici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and geometry

g : Acceleration of gravity ( m/s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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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Diameter length (m)

: Gap clearance between capsule and inner shell (m)δ
: Coefficient of volumetric expansion (1/K)β

T : Temperature difference (K)△
: Dynamic viscosity ( /s)υ ㎡

위와 같은 관계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대류 열전달계수를 얻

을 수 있었다.

내부공간이 공기일 경우- : h nc = 1.50(ΔT) 0.250 --------- (3)

수송용기의 외부표면- : h nc = 1.00(ΔT ) 0.333 --------- (4)

수송용기 외부표면에서 복사열전달이 일어나며 복사열전달은 다음 식으,

로 설명된다.

q = AσεF (T 4
s - T 4

a) ----------------------------------- (5)

여기에서,

q : Heat flow (Watt)

A : Heat transfer area (m 2 )

: Stefan-Boltzmann constant (= 5.669E-8 W/ Kσ ㎡ 4
)

: Emissivity of surface materialε
F : Geometric view factor

Ts : Surface temperature (K)

Ta : Ambient temperature (K)

이와 같은 복사열전달은 주로 고온에서 크게 일어나며 같은 온도에서,

는 재료의 방사율 에 영향을 받는다 수송용기의 외부 은(emissivity) . casing

노란색으로 도색된 탄소강으로 구성되며 정상수송조건에서는 용기표면의 방,

사율을 로 적용하였다 또한 화재사고조건에서는 용기표면의 방사율 을0.8 . , (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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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부화염으로 부터의 흡수율 을 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화재사고0.9 ( ) 0.8 .α
조건에서 용기표면의 유효방사율 은 다음과 같이 정의(effective emissivity)

된다[3.3.2].

ε eff = 1
( 1/ε - 1/α - 1 )

= 0.735 ------------------------ (6)

또한 태양복사열은 법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표면이 곡면일 경, [3.3.3]

우의 태양열유속 을 고려하였다400 W/ .㎡
열해석을 위한 해석조건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수송조건중 고온

조건 및 가상 화재사고조건을 적용하였다 즉 초기조건은 주변온도가. , 38℃
이고 태양열유속이 최대인 고온조건이며 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분, 30

동안 로 화염이 진행된 후 자연냉각 되는 조건에 대한 해석모델을 구800 °C

성하였다 로 절단된 핵연료봉 개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은 로. 25 cm 65 16 W

하였고 용기 표면에 유입되는 태양열 유속은 용기 상부면에서 측, 800 W/ ,㎡
면에서 을 고려하였다 수송용기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로 운반하기400 W/ .㎡
때문에 해석모델에서 용기 하단으로는 단열되는 조건으로 가정하였다.

열해석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은 범용 열유동해석 코드인 를FLUENT[3.3.4]

사용하였다 는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수송용기 주요 부위의 최대. Table 3.3.2

온도를 나타내며 는 과도시간에 따른 수송용기의 온도분포를 보여, Fig. 3.3.4

주고 있다 주변온도 인 정상조건에서 용기표면의 온도가 로 나타. 38°C 64 °C

난 것은 핵연료봉의 붕괴열이 로 미세하므로 주로 태양복사열에 영향16 W

이라 판단된다 핵연료봉의 온도는 정상조건에서는 화재사고조건에서. 113°C,

는 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화재사고조건에서도 핵연료봉의 온도117 °C , 800°C

상승이 미미한 것은 및 석고의 열전도율이 아주 낮아 열을 차단Balsa wood

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화재사고조건에서도 핵연료봉의 최고온도는 로. 122 °C

서 핵연료봉의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되리라 판단된다 납 차폐체의 온도는.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각각 로 계산되어 납의 용융온도83 , 89 327℃ ℃ ℃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송용기로 연료봉을 운반할 경우. R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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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Location
Maximum temperature ( )℃

Normal Fire

Rod-cut

Lead shield

Lime stone

Balsa wood

Outer surface

113

83

81

80

64

117

89

104

765

800

Table 3.3.2. Maximum Calculated Temperatures for RD-15 Cask

Fig. 3.3.4. Temperature Contour under Fire Accid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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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후핵연료 수송절차 확립 및 시운전.

사용후핵연료 수송절차 확립1)

사용후핵연료 차세대종합공정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수송절차는 Fig.

와 같이 조사후시험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연료봉을 인출하여3.3.5

핫셀에서 감마스캐닝 시험 수행하며 핫셀에서 연료봉을 절단하고9404 , 9405

핫셀로 이동한 후 에 설치된 에9406 rear door Padirac adaptor RD-15

수송용기를 접속하여 연료봉을 장전하여 실증시험시설 핫셀까지 운반하도록

한다.

Fig. 3.3.5. Transportation Procedure for Spent Fuel Rod-Cut.

에서 핫셀로의 사용후핵연료 수송절차는 다음과 같다PIEF ACPF .

연료봉 운반캡슐 준비o

연료봉 운반캡슐 개 을 핫셀로 투입한다- (13 ) PIEF 9406 .

핫셀의 랙에 저장된 의 연료봉 개의 운반캡슐에- 9406 25 cm (rod-cut) 1

개씩 장전한 후 캡슐 뚜껑을 체결한다5 .

개의 연료봉 운반캡슐을 준비한다- 13 .

수송용기 준비o RD-15

를 수송용기 몸체에 연결하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다- Lifting fork .

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를 수평방향으로 위치시- Indexing finger cask

킨다.

를 잠근다- Indexing finger .

에 받침대가 적합하게 안착되어 있는지- Supporting table sliding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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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에 수송용기를 안착시키다 용기를 안착시킬 때는- Supporting table .

받침판의 에 몸체가 적합하게 삽입sliding door connecting pin cask

되는 것을 확인해가면서 안착시킨다.

수송용기는 안착시킨 테이블을 셀 벽면에 닿도록 전진시키다- .

통로의 개폐 및 연료봉 캡슐 장전o Transfer

를 사용하여 바닥면의 보호판을 제거한다- L-wrench cask .

전원을 연결하고 가 열리도록 구동스위- Supporting table sliding door

치를 동작시킨다 이때 및 의 가. cell sliding door cask sliding door

열리게 된다 는 상단 리미트 스위치에 자동으로 정지되. (sliding door

지만 작업자는 작동중이라도 항상 긴급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과정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선단의 보호캡을 제거하고 에- Push rod transfer system spigot push

를 체결한다 요철표시는 상부에 위치해야 하며 핸들은rod . ( Push rod ,

수평으로 한다.

바스켓 라쳇를 해제시키고 를 정지할 때 까지 밀어 넣는다- push rod .

를 왼쪽 방향으로 각도만큼 돌린다- Push rod 15° .〫
가이드레일을 따라 바스켓 를 정도 민다- Push rod( ) 100 mm .

를 다시 수평위치로 놓고 셀 플렌지가 닿을 때까지 밀어 넣- Push rod

는다.

용기의 콘테이너와 셀 플렌지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왼쪽방향으로-

각도만큼 돌리고 를 약간 밀면서 원위치로 놓는다15° push rod .〫
셀 플렌지에 콘테이너 뚜껑부분 를 체결하기 위해 오른쪽방향으로- ( ) 60〫

돌린다.

핫셀 도어 를 열고 연료봉 운반캡슐을 콘테이너에 장전한- (double port)

다.

핫셀 도어를 닫는다- .



- 83 -

를 왼쪽방향으로 돌린다- Push rod 60° .〫
를 약간씩 끌어당기며 내부에 있는 시험축의 위- Push rod Push rod

치를 확인한다.

손잡이를 수평으로 놓고 의 바닥에 닿을 때까지 끌어- Push rod cask

당긴다.

바스켓을 가이드레일에 위치시키기 위해 를 왼쪽방향으로- Push rod

돌린다15° .〫
손잡이를 수평으로 놓고 바스켓 라쳇을 잠근다- Push rod .

연료봉 캡슐의 장전이 완료되면 수송용기를 핫셀로 이송하며- ACPF ,

하역절차는 장전절차의 역순으로 한다.

사용후핵연료 수송시스템 제작 시운전2)

조사후시험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실증시험시설PWR

핫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연료봉 운반캡슐 제작 수송용기 중성자,

차폐체 제작 설치하고 시운전을 수행하였다inactive .

연료봉 운반캡슐의 치수는 외경 길이 이고 중량 최소화를55 mm, 290 mm

위하여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였다 과 같이 연료봉 운반캡슐 및. Fig. 3.3.6

모의 연료봉을 제작하여 핫셀에서 시운전을 수행하였다inactive . 연료봉

운반을 위한 수송용기는 수송용기를 사용할 예정이며RD-15 Padirac ,

수송용기는 고준위 폐기물 수송용기로써 중성자 차폐체가 없으므로RD-15 ,

과 같이 수송용기 컨테이너 내부에 두께의 폴리에틸렌을Fig. 3.3.7 12 mm

제작 설치하여 수송작업 시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Fig.

은 핫셀에 접속된 수송용기를 보여주고 있다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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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Fabrication and Inactive Test for Rod-Cut Capsule.

Fig. 3.3.7. Supplement of Neutron Shield for Padirac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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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Padirac Cask Connected with Hotcell.

다 공정폐기물 수송절차 확립.

핫셀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물은 고준위폐기물로 금속전환체ACPF ,

폐용융염 등이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로는 필터류 폐기자재 작업폐기, Hull . , ,

물 등이 있으며 폐기물 드럼에 장전하여 의 폐기물 저장고로 운반 저, RWTF

장한다 고준위폐기물의 수송은 고체폐기물 수송용기 를 이. (solid waste cask)

용하여 의 로 운반하며 핫셀에는 고체폐기물 수송용RWTF monolith , ACPF

기의 접속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준위폐기물의 수송은 먼저 핫셀에. ACPF

서 된 밀봉 캐니스터를 수송용기를 이용 핫셀로packing RD-15 IMEF M4

운반한다 핫셀에서 캐니스터를 하역하여 고체폐기물 컨테이너에. IMEF M4

장전한 다음 에 접속되는 고체폐기물 수송용기를 이용하여roof door

로 운반 저장한다 는 공정폐기물의 수송절차를 나타내고Monolith . Fig. 3.3.9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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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Transportation Procedure for Radioactive Waste.

은 고체폐기물 수송용기를 나타내며 은 고체폐기물Fig. 3.3.10 . Fig. 3.3.11

컨테이너를 나타낸다 고체폐기물 수송용기는 차폐체로 의 납이. 150 mm

사용되었으며 용기 하단에 미끄럼 도어가 설치된 수직접속형 수송용기이다, .

Fig. 3.3.10. Solid Waste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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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Solid Waste Container.

는 와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배열의 개Monolith Fig. 3.3.12 27 x 6 172

의 로 구성된다 각각의 에는 개의 컨테이너well . well 7 ( 400 mm x 500Φ
를 저장할 수 있으며 총 저장용량은 컨테이너이다 배수는 모든mm) , 1,134 .

의 바닥에 관을 연결하여 저장고 입구에 위치한 집수갱에 모이게well PVC

되며 집수갱은 콘크리트 뚜껑으로 차폐된다, 35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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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Monolith Storag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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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용융염 임시저장시스템 개발2.

가 폐용융염 임시저장시스템 설계.

실증시험 과정에서 금속전환체 및 폐용융염 기타, zircaloy hull,

작업폐기물 등이 발생하며 이들 공정 폐기물 중에서 발생량이 가장 많고,

방사능 준위가 높은 폐용융염 및 금속전환체 캐니스터 설계 및

임시저장시스템 모델을 설정하였다.

폐용융염은 당 약 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를batch 70 100 kg ,～
재활용함으로써 실증시험 단계에서 에 해당하는 이3 batch 210 ~ 300 kg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폐용융염의 발생량이 적을수록 단위체적당 방사능.

및 발열량이 증가하므로 임시저장시스템 설계에서는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의 폐용융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금속전환체는 의210 kg . 5 batch

실증시험 과정에서 총 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00 kg .

폐용융염 및 금속전환체의 직경은 핫셀 내부의 와storage vault ASNC

치수를 감안하여 로 설정하였다 폐용융염의 길이는 로170 mm . 200 mm

설정하여 총 개의 폐용융염이 발생하며 금속전환체는 당 개씩22 , batch 1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길이를 로 설정하였다47 mm .

은 폐용융염 및 금속전환체 임시저장 캐니스터를 나타내며Fig. 3.3.13 ,

캐니스터의 외경은 로 설계하였다 잉곳은 스테인레스강 캐니스터에180 mm .

하여 밀봉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용기 뚜껑부위에 원격취급을 위한packing ,

홈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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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Storage Canister for Salt Waste and Metal Ingot.

폐용융염 및 금속전환체는 실증시설 핫셀 내부의 에 임시storage vault

보관된 후 향후 저장고에 저장방안을 검토하였다 에monolith . Monolith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내경 길이 의 전용394 mm, 400 mm monolith

컨테이너가 사용되며 개의 컨테이너에 개의 폐용융염 또는 개의, 1 2 5

금속전환체 캐니스터를 저장할 수 있다 는 피치. Monolith 1.25 m, 27 x 6

배열을 갖는 개의 로 구성되고 개의 에는 개의 콘테이너가162 well , 1 well 7

저장되며 개의 콘테이너에는 폐용융염 캐니스터 개 개의 콘테이너에는, 6 12 , 1

금속전환체 캐니스터 개가 저장되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는5 . Fig. 3.3.14

임시저장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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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Temporary Storage Model for Salt Waste and Metal Ingot.

나 폐용융염 임시저장시스템 안전성평가.

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되고 의 상부에Monolith well 850 mm

두께의 콘크리트 뚜껑이 체결되므로 방사선차폐 안전성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어 폐용융염 및 금속전환체의 붕괴열로 인한 열적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폐용융염 및 금속전환체의 붕괴열을 각각 로. 39.0 W, 42.7 W

고려하였으며 열해석 모델은 의 이 무한 배열되었다고, monolith well

가정하여 측면 방향으로의 열전달을 무시하고 상부로만 열전달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는 에 대한 열전달해석 결과 폐용융염의 온도는Fig. 3.3.15 Monolith 119 ～
로 용융온도인 보다 훨씬 낮았으며 금속전환체의 온도도122 614 , 126℃ ℃
로써 허용온도로 설정된 보다 낮으므로 임시저장시스템의129 150～ ℃ ℃

안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 92 -

Fig. 3.3.15. Temperature Contours for Monolith.

다 폐용융염 임시저장시스템 제작 및 시운전.

사용후핵연료 종합공정 실증시험 단계에서 발생되는 폐용융염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임시저장 캐니스터를 제작하고 시운전을

수행하였다.

폐용융염 캐니스터의 치수는 핫셀 내부의 와 치수를storage vault ASNC

감안하여 외경을 높이를 로 설계하였다 캐니스터의 재질은186 mm, 260 mm .

스레인레스강을 사용하여 장기 저장 시 부식을 최소화하고 본체 상부 면에,

을 설치하여 장기저장시 밀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Viton-Oring .

핫셀 내부에서 폐용융염 저장 캐니스터의 뚜껑 체결 및 원격 취급을 위한

을 제작하였으며 원격 취급 을 이용하여 핫셀에서 캐니스터의tool , tool ACP

뚜껑 체결 및 원격조작 시운전을 수행하였다. 핫셀 하부에 설치된ACP

에 폐용융염 캐니스터의 임시저장을 위한 시운전을 성공적으로storage vault

완료하였다 은 폐용융염 캐니스터 및 핫셀에서 임시저장 시운전. Fig. 3.3.16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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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Fabrication and Inactive Test of Storage Canister for Salt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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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전환체 임시저장시스템 개발3.

가 금속전환체 저장용기 설계.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종합공정 실증시험 시 발생되는 금속전환체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설계하였다 실증시험 공정에서는 연소도.

냉각기간이 약 년인 고리 호기의 핵연료집합체를35,500 MWd/tU, 18 1 G23

사용할 예정이나 금속전환체의 수송 및 저장 안전성 평가에서는 기준 핵연,

료는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연소도 냉각기간 년인43,000 MWd/tU, 10 PWR

사용후핵연료를 고려하였다 실증시험 공정에서 당 개의 금속전환. 1 batch 1

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금속전환체의 중량은 치수는 직경20 kg,

높이 로 설정하였다 금속전환체 임시저장 캐니스터의 치수160 mm, 70 mm .

는 외경을 높이를 로 설정하여 개의 에 개186 mm, 105 mm 1 storage vault 5

의 금속전환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 금속전환체 저장캐니스터 및 용기를 나타내고 있다Fig. 3.3.17 .

저장용기는 개의 금속전환체 캐니스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5 ,

감마선 차폐체로 의 납을 중성자 차폐체로 의 를100 mm , 76 mm PE ,

구조재로는 두께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였다1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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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Storage Canister and Cask for Metal Ingot.

나 금속전환체 저장용기 안전성평가.

금속전환체 저장용기에 대한 방사선차폐 열전달 및 구조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차. 폐해석 결과 저장용기의 표면 방사선량률이 0.78 mSv/h,

저장시설로부터 떨어진 관리구역 외부에서의 선량률이100 m 2.2E-4 mSv/h

허용치 로 계산되었다( 2.85E-5 mSv/h = 0.25 mSv/y) .

열전달해석은 정상운전 및 화재사고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정상조건은,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대기온도 에서 최대 태양열이 유입되는 조건을38 ℃
적용하였다 금속전환체 개에서 발생하는 총 붕괴열은 로 하였고. 5 42.7 W ,

용기 표면에 유입되는 태양열 유속은 을 고려하였다400 W/ .㎡ 금속전환체의

최대온도는 정상조건에서 로 계산되어 허용온도인 보다 낮았고91 150 ,℃ ℃
사고조건에서도 최대 로 허용온도로 설정된 보다 낮게146 200℃ ℃
나타났다 납 차폐체의 온도는 정상조건에서 화재사고조건에서. 74 , 193℃
로 계산되어 납의 용융온도 보다 낮으므로 저장용기의 열적327℃ ℃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Fig.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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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Temperature Contours of Storage Cask under Fire Condition.

금속전환체는 캐니스터에 적재되어 밀봉된 후에 저장용기에 저장된다 저.

장용기의 구조해석은 먼저 캐니스터를 저장용기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캐니,

스터가 저장용기 내부에 낙하되는 조건을 고려하였다 는 저장용. Fig. 3.3.19

기 내부로의 캐니스터 사고낙하조건에 대한 해석의 모델 응력분포 및 최대,

응력선도를 보여준다 대칭성을 고려하여 개의 요소와 개의 절점. 6,908 11,432

으로 이루어진 차원 절점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저장용기의 본체3 8 .

가 강체에 놓여 있으며 캐니스터에 저장용기의 내부 높이인 의 높이75 cm

에 해당하는 초기 속도를 적용하였다 모든 표면은 접촉을 한다고 가정하였.

으며 강체는 고정하였다, .

캐니스터는 격납경계를 이루는 부재로 에ASME Sec. III, Division 3[3.3.5]

따라서 평가하였다 캐니스터에서의 응력을 스테인레스강의 사고조건. Tresca

에서의 허용응력인 과 비교하였다 그림 에서 보여331 MPa(2.4Sm) . 3.3.19(b)

주는 바와 같이 캐니스터의 하단부에 주로 응력이 발생되며 저장용기에서는

충돌부에서 주로 응력이 발생된다 그림 에서 보여주는 위치에서 가. 3.3.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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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응력이 발생되며 이러한 응력은 충돌 초기에 나타나며 이후에Tresca

는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캐니스터에서의 최대 응력은. Tresca 244.4 MPa

로 허용응력인 에 비하여 낮은 값으로 안전함을 보인다331 MPa .

하나의 캐니스터가 적재된 저장용기에 또 다른 캐니스터가 적재되는 과정

에서 캐니스터가 저장용기 내부에 낙하되는 조건을 고려하였다. Fig. 3.3.20

은 이러한 조건에 대한 해석의 모델 응력분포 및 최대 응력선도를 보여준,

다 그림 의 모델을 수정하여 모델을 작성하였다 첫 번째 캐니스터의. 3.3.19 .

초기 속도를 으로 가정하고 두 번째 캐니스터를 첫 번째 캐니스터에 낙하0

시킨다고 가정하여 의 높이에 해당하는 초기 속도를 적용하였다 그60 cm .

이외의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캐니스터의 최대 응력을 고려하였다 그Treaca .

림 에서 보여주는 위치에서 최대값이 나타나며 이러한 위치에서의3.3.20(c) ,

응력선도를 보여준다 최대 응력은 로 허용응력치인Tresca . Tresca 288 MPa

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이므로 안전함을 보인다331 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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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b) stress contour

(c) maximum Tresca stress

Fig. 3.3.19. Structural Analysis of Accident Canister Drop for the Storage

Cask of Metal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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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b) stress contour

(c) maximum Tresca stress

Fig. 3.3.20. Structural Analysis of Accident Canister Drop for the Storage

Cask of Metal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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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스터를 모두 적재하고 있는 저장용기의 취급 중에 사고로 떨어지는

조건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저장용기가 수평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낙하 높이.

에 따르는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고려하였다 낙하높이는 까지. 300 600 mm∼
간격으로 고려하였다 은 저장용기 수평낙하조건에 대한100 mm . Fig. 3.3.21

해석 모델을 보여준다 저장용기의 캐니스터와 본체 및 뚜껑을 대칭성을 고.

려하여 만 모델링 하였다 총 요소수 및 절점수는 개와 개이1/2 . 10,132 16,932

다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저장용기의 상부와 하부의 충격부에. Fig. 3.3.22

서 큰 응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위치에서의 최대 응력값은 낙하 높. Tresca

이에 따라서 과 같다 높이에서 낙하하여도 저장용기의 최Table 3.3.3 . 60 cm

대 응력값은 허용응력 이하로 안전함을 보인다 그러므로Tresca 331 MPa .

저장용기를 높이에서 취급을 하다가 사고로 떨어져도 저장용기는 안60 cm

전함을 보인다.

Fig. 3.3.21. Model for Accidental Drop of Storage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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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esca Stress Contour

(b) Max. Tresca Stress

Fig. 3.3.22. Tresca Stress Contour and Curve for Accidental Drop of

Storage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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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Maximum Tresca stress with the drop heights

The drop height

[cm]

Maximum Tresca stress

[MPa]

Stress Limits

[MPa]

30 278.9

331
40 289.4

50 300.5

60 306.3

다 금속전환체 수송용기의 안전성평가.

핫셀에서 발생된 금속전환체를 외부로 인출하기 위하여ACP RD-15

수송용기를 사용할 예정이며 수송용기에 개의 금속전환체Padirac , Padirac 2

저장 캐니스터를 운반할 경우에 대한 방사선차폐 및 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송용기의 차폐해석 결과 용기 표면 방사선량률은 중성자에 의한Padirac

선량률이 에 의한 선량률이 이하로 계산되어1.6 mSv/h, photon 0.001 mSv/h

수송법규에서 규정하는 허용 선량률 보다 낮게 나타났다2 mSv/h .

열전달해석은 법규에서 규정하는 정상운반조건 및 화재사고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의 금속전환체 개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은 로, 20 kg 2 17.1 W

고려하였다 열전달해석 결과 정상 및 화재사고조건에서 금속전환체의.

온도는 각각 로 계산되었고 납 차폐체의 온도는 각각115 , 119 , 84 ,℃ ℃ ℃
로 계산되어 허용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송용기를90 . Padirac℃

이용하여 금속전환체를 운반할 경우 수송용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금속전환체 임시저장시스템 제작 및 시운전.

금속전환체 저장 캐니스터를 과 같이 설계 제작하였다 저장Fig. 3.3.23 , .

캐니스터의 재질은 스레인레스강이며 치수는 직경 길이 이, 186 mm, 105 mm



- 103 -

다 금속전환체의 산화 방지 및 장기저장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활성.

가스 충전시스템을 고려하였고 케니스터 뚜껑 체결부위에 을Viton O-ring

설치하여 격납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와 같이 원격. Fig. 3.3.24

취급용 을 이용하여 핫셀에서 캐니스터의 뚜껑체결 불활성 가스tool ACP ,

충전에 대한 원격취급 시운전 및 핫셀의 에 금속전환체ACP storage vault

임시저장에 대한 시운전을 수행하였다.

Fig. 3.3.23. Storage Canister for Metal Ingot.

Fig. 3.3.24. Test of Remote Operation and Temporary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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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 폐기물 관리시스템 성능평가 및 설계자료 생산4.

가 폐용융염 수송저장시스템 포장특성 및 설계자료 생산.

는 핵물질 수송 저장평가에서 기준연료로 설정된 연소도Table 3.3.4

냉각기간 년인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환하였을 경43,000 MWd/tU, 10 PWR

우에 대한 방사능 및 발열량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금속전환체의 방사능준.

위 및 발열량은 사용후핵연료 대비 약 로 감소하며 나머지 의PWR 1/4 , 3/4

대부분은 폐용융염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폐용융염은 고방사성. ,

고방열성 핵종을 포함하므로 밀봉포장 수송 및 임시저장 시 방사선차폐 및,

열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폐융융염은 산화성이 강하므로 내부식성. ,

이 강한 밀봉 캐니스터에 하여 격납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폐packaging .

용융염의 밀봉포장 및 수송저장을 위한 임시저장 캐니스터 및 원격취급 tool

을 설계 제작하여 시운전을 수행함으로서 폐용융염 수송 저장시스템에 대한,

설계자료를 확보하였다.

Radioactivity Decay heat

Spent PWR fuel 9,930 Ci 32 W

Metal ingot 2,260 Ci 8.5 W

Waste salt 7,670 Ci 23.3 W

Table 3.3.4. Radioactivity and Decay Heat for Metal and Salt Ingots

(20 kg batch)

나 공정폐기물 발생현황 및 운영체계평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종합공정 실증시험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

물의 발생 현황 및 수송 저장시스템에 대한 운영체계를 평가하였다/ . 100

기준 주요 공정폐기물 발생량은 금속전환체 폐용융염 약kgHM 100 kg, 500

약 이며 고준위폐기물은 밀봉kg, Hull 20 kg, Magnesia membrane 90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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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스터에 하여 를 이용 로 운반 저장하는 방안을packing Padirac Monolith

검토하였다 저준위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드럼에 장전하여 의 폐기물. RWTF

저장고로 운반 저장할 예정이다 는 고준위폐기물의 운반 및 임시. Fig. 3.3.25

저장 운영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수송용기의 중성자 차폐체를 보완하고 운반용량을 최적화Padirac RD-15

함으로서 규모의 실증시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및 공정폐기물20 kg/batch

의 운반시스템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파이럿규모 실증시험. (100 kgHM/batch)

에서 기존의 수송용기를 적용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및 공정폐기물RD-15

운반 횟수가 크게 증가하여 운반용량이 증대된 수송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저장시설에 금속전환체 및 폐용윰염을. Monolith

저장할 경우에 대한 안전성은 입증되었지만 가 핵물질 저장시설로Monolith

인가된 시설이 아니므로 파이럿규모 실증시험을 대비하여 핵물질 저장시설

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3.25. Transportation and Storage System for Radioactiv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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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4 실증시험용 핵연료 선정 및 선원항 예측 전산코드 개발ACP

의 실증시험은 사용후핵연료집합체에서 사용후핵연료봉을 인출하는 것ACP

에서부터 출발해서 금속인곳을 제조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험적으로 실증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에 적합한 사용후핵연료 이하 핵연료라 함. ACP ( )

를 선정하고 이 핵연료가 단위공정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핵물질 분리 및, ACP

형태변화에 따른 핵물질의 흐름과정을 모사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를 이용하여 단위공정별 에서의 선원항을 산출하였다ACP KMP .

1. 실증시험용 핵연료 선정 및 핵특성 분석

조사후시험시설의 풀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집합체 중에서 ACP

실증시험에 적합한 집합체를 선정하고 배치별 씩 배치용 핵연료봉을 선, 20 kg 6

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핵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

가. 실증시험용 핵연료 선정

1) 실증시험용 핵연료 선정기준 설정 및 고려사항

실증시험시설의 차폐능을 감안하여 설계기준 핵연료 농축도(3.5 wt% , 43

및 년 냉각 의 방사능 세기이하의 방사능을 갖는 핵연료로 선정기준GWd/tU 10 )

을 정하였다 이 기준을 근거로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코드로. , ORIGEN2

조사후시험시설에 장전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대상으로 방사능 세기를 구하고,

이 방사능 세기가 실증시험용 핵연료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 또한.

안전조치를 위한 핵물질 측정시의 오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사용후핵연료봉 간

의 연소도 차이가 적은 핵연료를 선정하여 각 별 의 연소도가 균질batch Rod-cut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봉 양단의 저연소도 부분을 절단 제거시켜. /

간의 연소도 차이를 저감토록 하였다Rod-cut .

2)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선정

현재 조사후시험시설에는 고리 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개 고리1 6 ,

호기 및 울진 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각각 개씩 총 개의 사용2 1&2 1 8

후핵연료집합체가 저장되어 있다 고리 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초기농축. 1

도가 모두 약 이고 연소도는 범위에 있으며 냉각기간은3.2 wt% , 17 37 GWd/tU ,～
모두 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합체는 연소도 보다15 . K23 50 GWd/tU

높아 실증시험시설의 설계기준 핵연료보다 방사능 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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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호기의 및 집합체와 고리 호기 집합체는 조사후 시험1 A17, A39 F02 2 J44

자료가 부족하여 위치 선정이 어렵다Rodcut .

감마스케닝 등의 조사후시험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핵특성에 대한 정보가 기

확보된 집합체는 고리 호기의 및 집합체이며 특히 는 여1 G23, C15 J14 , G23 10

개의 사용후핵연료봉을 핵연료 제조에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핵특성DUPIC

분석자료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 실제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합. Fig. 3.4.1 G23

체에는 핵연료봉을 뽑아서 사용한 것이 많아 핵연료가 없는 빈 곳이 많이 있다.

는 사용후핵연료봉별 연소도가 고른 편이라서 핵물질 계량에 유리하지만 평균J14 ,

연소도가 높아 일부 사용후핵연료봉만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에 제시된, . Fig. 3.4.2

바와 같이 는 평균연소도가 낮아 모두 설계기준을 잘 만족하지만 낮은 연소도C15

로 인하여 실증시험용 핵연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집합체를 실증시험에 최적인 핵연료로 판단되어 집합체를 공정시G23 G23 ACP

험용 핵연료로 선정하였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A ● ● ● ● ● ● ● ● ● ● ●

B ● ● ● ● ● ● ● ● ● ● ●

C ● ● X ● ● X ● X ● ● X

D ● ● ● ● ● ● ● ● ● ● ●

E ● ● ● X ● ● ● ● X ● ● ●

F ● ● X ● ● ● ● ● ● ● ● X ● ●

G ● ● ● ● ● ● ● ● ● ● ● ●

H ● ● ● ● ● ● X ● ● ● ● ● ● ●

I ● ● X ● ● ● ● ● ● ● X ● ●

J ● ● ● ● X ● ● ● ● X ● ● ●

K ● ● ● ● ● ● ● ● ● ● ● ●

L ● X ● ● X ● ● X ● ● X ● ●

M ● ● ● ● ● ● ● ● ● ● ● ●

N ● ● ● ● ● ● ● ● ● ● ●

Fig. 3.4.1. Current Situation of Spent Fuel Rods in the G23 Assembly.

3) 사용후핵연료봉의 최적 절단 제거 위치 결정/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상하부는 연소도가 낮고Fig. 3.4.3 . ,

중심은 평탄한 형태의 연소도 분포도를 갖는다 사용후핵연료봉의 축방향 중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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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해당되는 연소도 평탄 영역에서의 최저 연소도와 동일한 값을 갖는 핵연료

봉 양단의 특정 지점을 절단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에는 사용후/ . Fig. 3.4.4

핵연료봉 별로 각각에 대해서 연소도 최저 혹은 최고인 위치에서의 연소도와ID

양단을 절단한 경우에 대한 연소도들의 경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소도 분포도.

의 경향을 근거로 중심부분 를 씩 잘라서 개의 를, 3000 mm 250 mm 12 Rod-cut

만드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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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Distribution of the Rod-averaged Burnups in the Seven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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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Burnup Distributions of the Spent Fuel Rods in the G23 Assembly.

4) 실증시험용 사용후핵연료봉 선정

집합체에 포함된 사용후핵연료봉 중에서 이미 사용한 것과 결함핵연G23

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후핵연료봉을 평균연소도 순으로 나열하여 개의 핵연11

료봉을 배치로 묶어 실증시험용 사용후핵연료봉을 선정하였다 배치당1 . 20 kg

개의 이 필요하다 집합체에서 배치용 사용후핵연료봉을 선정하130 roduct . G23 6

였다 양단을 제거했을 때 평균연소도 증가에 따른 오차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최대 연소도가 기준 연소도 을 넘지 않는 핵연료봉 중40 GWd/tU( : 43 GWd/tU)

에서 선정하였다 집합체로부터 선정된 배치별 실증시험용 핵연료는. G23 Table

에 제시하였다3.4.1 .

Batch

1 2 3 4 5 6

Rod Id Burnup Rod Id Burnup Rod Id Burnup Rod Id Burnup Rod Id Burnup Rod Id Burnup

A6 29.686 G11 33.959 D5 36.084 H9 37.178 I9 38.280 H5 38.677

A5 29.778 F9 33.968 L14 36.193 F7 37.377 L13 38.317 I10 38.735

B8 29.798 F8 34.015 J13 36.240 F6 37.400 F2 38.349 K12 38.994

D13 29.869 G9 34.055 E1 36.571 E4 37.580 G6 38.426 J8 39.094

A4 29.982 C1 34.082 H12 36.644 F1 37.698 H6 38.426 N13 39.099

F14 30.157 C5 34.258 E6 36.722 H8 37.841 I7 38.430 G3 39.262

B9 30.174 F11 34.343 E2 36.725 G5 37.853 G4 38.432 I6 39.388

A3 30.301 C4 34.401 H11 36.863 F5 37.993 M13 38.497 H4 39.502

A2 30.587 F10 34.410 H10 36.947 N14 38.016 H7 38.501 J7 39.512

G14 30.701 C2 34.564 K13 36.980 I8 38.119 F4 38.545 H1 39.786

E13 30.863 J14 34.570 M14 37.010 J12 38.268 I11 38.591 K11 39.786

M-Diff 1.070 M-Diff 0.555 M-Diff 0.841 M-Diff 0.991 M-Diff 0.283 M-Diff 1.008

AVG 30.17 AVG 34.24 AVG 36.63 AVG 37.76 AVG 38.44 AVG 39.26

Table 3.4.1. Spent Fuel Rod ID and Burnup of the Six Batches for the ACP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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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입력 선원항 산출

앞에서 선정한 각 배치별 사용후핵연료봉에 대해서 기준으로 방, 20 kg

사능을 계산하고 각 배치별 실증시험용 핵연료의 방사능량이 설계기준, ACPF

핵연료 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3.5 wt%, 43 GWd/tU, 10 year cooling)

다.

1) 별 선원항 산출Batch

코드를 사용하여 각 배치별 평균 연소도를 기준으로 공ORIGEN2 ACP

정에 입력할 선원항을 산출하였다 즉 배치 별 핵종량 방사능 및 열출력. , (20 kg) ,

각각에서 주요한 핵종 개를 선정하여 이들의 절대량과 상대적인 비율을 산출65

하였다 각 배치별 시료에 포함된 핵종의 핵종량 방사능 및 열출력의 자료를 데. ,

이터베이스화 하였다.

Batch Average Burnup

Fuel Rod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B
u
rn

u
p
(G

W
d
/t

U
)

30

32

34

36

38

40

42

44
Batch 1

Batch 2

Batch 3

Batch 4

Batch 5

Batch 6

Reference Fuel

Fig. 3.4.5. Six Batch-Averaged Burnups Compared with the

Referenced Spent Fuel's Burnup.

2) 기준 핵연료와의 비교

에서는 각 배치별 의 실증시험용 의 평균연소도를 기Fig. 3.4.5 20 kg rodcut

준핵연료의 연소도와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연소도들이 기준핵연.

료의 연소도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비교를 수행. Fig. 3.4.6

하였다 에서 볼 수 있듯이 개 배치의 의 방사능이 모. Fig. 3.4.6 , 6 20 kg rod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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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준핵연료의 방사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는 첫 배치 에 포함된 핵종들의 양을 제시하였다Fig. 3.4.7 20 kg rodcut .

주로 이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며 산소와 순으로 높은 함U-238 , U-235, Pu-239

량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전체 배치에 대한 핵종. Fig. 3.4.8 6

량을 제시하고 있다 배치별로 핵종량의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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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Comparison of the Radioactivities of Six Batches with the Referenced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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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 Isotopic Compositions Contained in the Spent Fuel Rods in the First B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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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erms in Six B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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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Isotopic Compositions Contained in the Spent Fuel Rods in the Six Batches.

2. 환원공정에 대한 모사 프로그램 개발Li

의 단위공정별 핵물질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코드를 개발하기에 앞서ACP ,

환원공정에 대한 전산모사 코드를 개발하여 코드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Li GC

금속전환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증하였다.

가. 에 의한 금속전환 방법Li

1) 공정과 환원 및 회수공정Li Li

가) 공정Li

미국 에서 개발한 공정은 사용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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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핵연료 산화물을 금속 또는 염화물로 변환시키는 공정으로서 이 공정은 에, Li

의한 환원공정 환원공정에서 생성된, Li Li2 를 으로 재환원하는 공정 백금족O Li ,

및 우라늄을 분류하기 위한 공정 그리고 초우(noble metal: NM) electrorefining ,

란 및 일부 희토류 의 금속 추출을 위한(transuranium: TRU) (rare earth: RE)

추출공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공정이다 이 공정의TRU [3.4.1]. Li flow

를 에 제시하였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은 사용후sheet Fig. 3.4.9 . Fig. 3.4.9 Li

핵연료의 구성물질을 또는 에 의해 금속 또는 염화물 등으로 변환시킨 후Li LiCl ,

여러 공정을 거쳐 혼합되어 있는 생성물에서 동일 특성을 갖는 핵물질을 분리하

여 회수하는 공정이다.

나) 환원공정Li

공정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원공정을 포함하여 여러Li Fig. 3.4.9 Li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위공정. Li

중에서 환원공정과 회수공정만을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한다 환원공정을Li Li . Li

통해 금속과 염화물 등의 생성물을 일차적으로 생성하고 에 녹아있는 생성물, LiCl

을 회수공정으로 이동시켜 그 중Li Li2 로부터 을 회수한다 여기서 회수된O Li . Li

을 다음 배치의 환원공정에 공급함으로써 여러 배치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공

정이 연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공정의.

를 에 제시하였다flow sheet Fig. 3.4.10 .

환원공정에서는 의 용융염 속에 녹아 있는 에 의하여 사용후핵Li 650 LiCl Li℃
연료 산화물을 금속 또는 염화물로 전환시킨다 금속전환물은 용액으로부터. LiCl

분리되어 회수되어지고 이때 금속 사이로 염화물이 소량 딸려오는데 그 양은,

과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염화물의 이다 그 외 염화물은 에 용해Fig. 1 2 2.3 % . LiCl

된 상태로 회수공정으로 이동된다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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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Flow Sheet of the Pyrochemical Process Simulated in GC

Code

Fig. 3.4.10. Flow Sheet of the Li Reduction and the Li Recovery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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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수공정Li

환원공정으로부터 생성된 생성물들은 염화물을 포함하여 에 용Li LiCl

해된 용액상태로 가 회수공정으로 이동되었고 이 중97.7% Li Li2 를 으로 재환O Li

원시키는 공정이 회수공정이다 회수공정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카본Li . Li

을 이용하여 전기적인 화학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을 환원시킨다 회수된 은(C) Li . Li

다음 배치의 환원공정에 투입된다Li .

라) 순환 염화물

금속전환물과 함께 딸려온 의 염화물은 금속과 분리시켜 다음 배2.3%

치의 환원공정에 반영된다 마찬가지로 회수공정에서 을 환원시키고 남아Li . Li Li

있는 그 외 생성물은 산화화합물을 제거한 나머지 염화물을 를 이용하Li Zeolite

여 약 를 제거시킨 후 다음 배치의 환원공정에 반영시킨다1 % Li .

2) 화학평형상태 모사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가) 깁스자유에너지

화학반응은 서로 다른 물질이 반응함으로써 그 성질이 변하여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 사이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조건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며 반응물질과 다른 물리화학적 성질을 갖는 물질이 생성된다, .

깁스자유에너지 는 원자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분자를 생성할(gibbs free energy)

때 발생하는 결합에너지이다 분자들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정의되는 깁스자유에너.

지를 반응 깁스자유에너지라고 한다 반응 깁스자유에너지는 반응크기. ( 의 함수) ,

∆이다 화학반응의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러 반응물질[3.4.2].

이 혼합되면서 달라지는 반응 깁스자유에너지 값이고 이 값에 의해서 화학반응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즉 반응 깁스자유에너지가 음의 값을 가지면 반응은 생성.

물을 계속 생성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양의 값을 가지면 생성물이 생성되었다가,

다시 역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나) 화학평형상태

반응 깁스자유에너지 값이 이 되는 상태를 화학적 평형0 (chemical

상태라고 한다 화학적 평형상태에서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은 반응equilibrium) .

크기 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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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속전환공정 모사 프로그램

공정을 전산 모사한 컴퓨터 코드에는 코드 가 있다 코Li GC [3.4.1] . GC

드에서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화학반응의 평SLG(simple but robust algorithm)

형상태를 시뮬레이션한다 평형상태를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에는 및. NASA

와 같은 유명한 코드가 있으나 이들 코드는 여러 상태 를SOLGAS (multi phase)

포함하는 화학반응을 시뮬레이션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어 코드는GC

알고리즘을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였다 이 알고리즘에서는SLG .

기법을 이용하여 화합물의 여러 상태를 고려하여 정의된 반응Newton -Raphson

깁스자유에너지 값이 인 해를 수치적으로 구하여 평형상태에 해당하는 반응크기0

를 구한다. 최근 들어 코드와 유사한 코드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GC

[3.4.3-5].

라) 알고리즘SLG

일반적으로 임의의 반응 에 대한 화학반응식을 다음과 같이 상징적

으로 표현한다.


∈

  (1)

식 에서 반응(1) 에 속하는 에 대하여, 는 화학 시료(chemical species) 이고,


 는 생성물 의 화학량론 계수 이고(products) (stoichiometric coefficient) , 

 

는 반응물 의 화학량론 계수다(reactants) .

반응 에 대한 깁스자유에너지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2)

식 에서 상태별 화학적 포텐셜 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2) (chemical potential) .

 
  ∈ 


 ∈


  ∈

(3)

식 에서(3) 
는 표준상태에서의 화학적 포텐셜, 는 활동계수(activity coefficient),

는 부분압력 그리고(partial pressure), 는 몰비율 이다 즉 고체와(mole ratio) .

같이 변함이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화학적 포텐셜이 표준상태의 값을 그대로 유

지하는 반면 기체나 액체와 같은 물질들은 유동적이므로 화학적 포텐셜이 식, (3)

과 같이 정의된다 식 에서 응축상태 는 액체를 의미한다. (3) (condensed ph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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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에서 정의된 깁스자유에너지는 식 에서 정의된 포텐셜의 변화에 따라 달(2) (3)

라지고 더 나아가 반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다.

반응 크기를 라고 표기할 때 이 반응 크기는




  (4)

을 만족하도록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5)

화학평형상태에서의 깁스자유에너지는 ∆  이므로 ∆  을 만족하는 반응 크

기 를 찾으면 화학평형상태에서 반응물 및 생성물들이 얼마만큼의 양을 갖는지

를 알 수 있다 각 시료의 변화량.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6)

식 에서(6) ∆는 반응크기의 변화량이다.

여러 상태를 갖는 화학반응에 대한 화학평형상태에서의 반응의 크기 을 수치

적으로 구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기법은SLG ∆  를 만족하는 를

기법에 의해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이다Newton-Raphson . ∆을   
에 대하

여 차 전개하면 다음 식과 같다1 Taylor .

∆   ∆   
∆ 

  


∆   (7)

식 에서(7) ∆   이고 식 을(7) ∆에 대하여 다시 표현하면 다음 식과 같다.

∆ ∆  ╱
∆ 

  


(8)

식 의 분모는 식 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8) (2) .



∆









 ∈ (9)

식 으로부터(3) 는  와 시료 를 포함하는 상태와 동일한 상태에 있는 다른 시

료들의 몰수의 함수이므로 식 의(9)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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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의(10) 


는 다음과 같다.






 





   



 ≠ 

  ≠  
   

(11)

식 과 에 의해 식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0) (11) (9) .



∆
 







 



  (12)

식 에서(12)   이면   이고 그 외에   이다 식 에 의해서 식 이 계산. (12) (8)

되며 여기서 얻은 ∆에 의해서   
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특정 기준

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한다.

한편 식 에서 반응크기(7) 의 초기값 
는 일반적으로 으로 놓지만 여기서는0 0

에 매우 가까운 값으로 놓는다 왜냐하면. 
  에서는 식 의 값이 존재하지 않(3)

으므로 식 에서의(7) ∆  값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는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반응크기만큼의 생성량이 이라는 것은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0

하므로 식 을 정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반응이 아주 미미하게 일어난(3) .

양을 초기값으로 잡는 것이 논리적이다.

마) 사용후핵연료 산화물 및 의 화학반응특성과 반응깁스자유에너지Li2O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은 크게 악티나이드 핵분열생성물, (Fission

희토류 그리고 백금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산화물과Product: FP), .

Li2 가 각각 환원공정과 회수공정에서 일으키는 화학반응의 특성을 기술하O Li Li

였고 화학반응시 정의되는 반응 깁스자유에너지를 정의하였다, .

(1) 악티나이드 및 백금족인 경우

환원공정에서 과 반응하여 금속으로 전환되는 사용후핵연료 산Li Li

화물에는 악티나이드와 백금족이 있다 이 때 의 양이 충분히 주어지면 산화물. Li

은 금속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반면 의 양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주어진 산화, Li

물의 일부만이 금속으로 전환된다.

악티나이드 및 백금족 산화물이 과 반응할 때 화학반응식은 일반적으로 다음Li

과 같이 정의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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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에서(13)   또는  ,  또는  그리고,    또는 이고

식 에 대한 깁스자유에너지를 정의하면 다음 식과 같다(13) .

∆ 


 
  

  


 
 

 
   

∆ ∆  











 




(14)

식 에서(14) 는 화합물의 포텐셜 로서 화합물의 상태에 따라 표준(potential)

상태의 포텐셜 
 기체상수 절대온도 화합물의 활동계수, R, T, (activity

coefficient)  그리고 몰비율, 로 표현되고, 
 는 표준상태에서

의 화합물의 생성 깁스자유에너지 ∆ 로 표현된다.

(2) 핵분열생성물 및 희토류인 경우

핵분열생성물과 희토류에 해당되는 산화물은 악티나이드나 백금족 산

화물과 달리 또는 과 반응하여Li LiCl Li2 를 생성하면서 염화물이나 화합물로O Li

전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체인 Br2와 I2는 과 반응하여 과 로 전환되고Li LiBr LiI , SeO2와 TeO2는 LiCl

과 반응하여 Li2 과Se Li2 로 전환되면서Te Li2 를 생성한다 핵분열생성물 산화물O .

중에서 특히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는 산화물은 Eu2O3이다 참고문헌 에 제시. [3.4.1]

된 바와 같이 Eu2O3는 또는 과 반응하여 가 및 가 염화물 및Li LiCl 2 3 Li2 를 생O

성하기도 하고 일부는, Li2 와 반응하여O LiEuO2를 생성한다 생성된 가 염화물들. 3

은 과 연속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을 생성하면서 가 염화물로 전환되고Li LiCl 2 2

가 염화물의 극히 소량은 과 연속적으로 반응하여 최종적으로 및 을 생Li Eu LiCl

성한다 여기서. LiEuO2의 상태를 주목하면, LiEuO2가 처음 생성될 때는

상태로 존재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로invariant(-1) LiCl-rich(1)

변하여 에 용융된 상태가 된다 반응종료 후 를 제외한 모든 생성물들은LiCl . Eu

에 용융된 상태가 된다LiCl .

희토류 산화물은 핵분열생성물 산화물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CeO2,

Nd2O3, Sm2O3은 보다 복잡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로서 중간생성물들이 또Li

는 와 연속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LiCl . CeO2는 핵분열생성

물에 해당하는 Eu2O3와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추가반응을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u2O3에서처럼 CeO2는 과 반응하여 복합화합물Li Li LiCeO2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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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이. LiCeO2는 처음에 상태로 존재하다가 점차 상태로invariant LiCl-rich

변화한다 상태인. LiCl-rich LiCeO2는 Li2 와 연속 반응하여 가의O 3 Li3CeO3를 생

성시킨다. Nd2O3는 CeO2보다 더 복잡한 반응을 일으킨다. Nd2O3는 과 반응하LiCl

여 NdCl3와 Li2 를 생성시킬 수 있는가 하면O Li2 와 반응하여O LiNdO2인 복합Li

화합물을 생성시킨다 이. LiNdO2는 앞서 언급한 LiEuO2나 LiCeO2와는 다른 특징

을 갖는다 즉. LiNdO2는 Nd2O3가 Li2 와 반응하여 생성될 때 상태로 존O invariant

재하다가 LiEuO2와 LiCeO2와는 달리 일부만이 상태로 변하고 나머지는LiCl-rich

Li2 와 연속 반응하여O Li3NdO3로 전환된다 따라서 일부 상태 변화한. LiNdO2가

LiNdO2의 생성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시뮬레이션과정에 이러한 부

분을 반영하였다. Sm2O3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산화물로써 가장

복잡한 화학반응을 보인다 즉 및 과 반응하여. , Li LiCl Li2 과O SmCl2를 생성시키

고 과 반응하여, LiCl Li2 와O SmCl3 또는 을 생성시킨다 또한SmOCl . Li2 와 반응O

하여 LiSmO2인 복합화합물을 생성시키기도 한다 상태인Li . invariant LiSmO2는

다른 복합화합물과는 달리 Li2 와의 반응 이외에O Sm2O3가 변환된 SmCl2, SmCl3,

그리고 이SmOCl Li2 와 연속 반응함으로써 생성되기도 한다 생성된O . LiSmO2는

LiEuO2나 LiCeO2와 같이 최종적으로 상태로 변환된다LiCl-rich .

Eu2O3, LiCeO2, Nd2O3, LiNdO2, Sm2O3 등에 대한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은 다른 화합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Li2 와 반응하여 복합화합물로 전환하는O Li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핵분열생성물 및 희토류 산화물의 화학반응식을 특징별로 분류하여 Table 3.4.2

에 제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반응 깁스자유에너지는 에 주어진 화학반. Table 3.4.2

응식을 바탕으로 식 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정의할 수 있다(14) .

(3) 회수공정의 전기화학반응인 경우Li

환원공정에서 이루어지는 화학반응과 달리 회수공정은 전기화Li Li

학반응을 이용하여 환원공정에서 생성된Li Li2 를 으로 재 환원시키는 역할을O Li

한다 전기화학반응에 대한 깁스자유에너지는 참고문헌 에 제시된 바와 같이. [3.4.1]

전기적인 요인이 고려되어 정의된다 에서. 650 Li℃ 2 의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키기O

위한 표준분해 전압 은 의 분해전압인(standard decomposition potential) LiCl 3.47

보다 더 낮아야 한다 이는 분해전압을 로 유지하면V . 3.47 V Li2 대신에 이O LiCl

이온화되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Li2 가 선택적으로 분해되기 위해서는O 3.47

보다 낮은 또는 의 전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두 전압에 의한V 1.47 V 2.47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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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 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O .

 



 




 

 

(15)

식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분해전압을 로 유지하면(15) 1.47 V Li2 는 를 생성O CO

하면서 으로 전환되지만 로 유지하면Li , 2.47 V CO, CO2 그리고, O2를 발생하면서

으로 전환된다 즉 세 가지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Li . .

주어진 조건의 전압 하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Li2 는 식 와 같이 으로 전환O (15) Li

된다 전기화학반응에서의 생성량 및 미반응량을 결정하는 깁스자유에너지는 식.

를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2) .

∆′ ∆

∈



(16)

식 에서(16) 은 전자수, 는 패러데이 상수 그리고(Faraday: 96500) , 는 셀전압

이다 식 의 반응을 고려할 때(cell potential) . (15)   이고  또는 이다.

회수공정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화학반응과정이므로Li Li2 이O

외에 에 녹아있는 화합물 중 과의 반응이 약한 화합물들을 이온화시키LiCl Li , Li

는 특성을 갖는다 이온화된 은 식 에서 발생하는 산소와 결합하여 다시. Li (15)

Li2 로 변환되고 이 분리된 화합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진O , Li

다 따라서 이러한 전기화학적인 반응에 의하여 화합물 중 과의 결합이 약한. Li Li

화합물의 양이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화합물에는. Li LiCeO2, Li3CeO3,

LiNdO2 그리고, Li3NdO3가 있다[3.4.1].

3) 근사적 화학반응 모사 알고리즘

가) 깁스자유에너지에 의한 화학반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화학반응의 진행 상태는 반응크기의 함수인 깁

스자유에너지를 통하여 알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은 에 녹아 있는LiCl Li

과 접촉하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복합적인 화학반응을 정확.

히 모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의 화학반응

에 대한 깁스자유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여 크기순으로 화학반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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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ibria x y
M

FPs RE

  1 2 Se, Te -

   2 2 Br2, I2 -

    2 3 Eu Sm, Pm

   1 2 Ba -

   1 2 Rb, Cs -

   1 1 Sr -

   2 3 - Dy, Gd, La, Tb, Y

   1 2 - Ce

  2 3 Eu Nd,Sm

  1 2 - Ce,Nd

Table 3.4.2 Fuel Reduction Equilibria of FPs and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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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반응의 근사적 결정

반응 깁스자유에너지는 정의되는 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반응이 진행

됨에 따라 그 값이 변하므로 프로그램 상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실제 현상에 가깝도록 화학반응.

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반응크기의 초기 값에서 정의되는 반응 깁스자유에너

지(∆   를 이용하여 실제 반응 깁스자유에너지를 근사적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근거로 화학반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한편. , Li2 와 반응을 일으키는 산화물O

및 화합물은 생성된 Li2 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들 반응의 우선순위를O

낮게 결정하였다 즉 반응이 늦게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

나. 화학반응 모사 프로그램 개발 및 성능평가

1) 프로그램 개발

의 용융염 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는 화학반응650 Li/LiCl℃
에 대한 종합공정인 공정을 모사하는 프로그램에는 코드가 있다 이Li GC [3.4.1].

코드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공정은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공정과 차이가Li ACP

있다 그러나 공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정의 환원공정과 회수공. ACP Li Li Li

정인 두 단위 공정이 공정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ACP .

에서는 공정의 환원공정과 회수공정을 모사하는 프로그램을 변환시켜 개Li Li Li

발하였다[3.4.6].

본 프로그램은 의 용융염 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는650 Li/LiCl℃
화학반응을 모사한 프로그램이다 코드에 의한 공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GC Li

토대로 코드의 일부인 환원법 및 회수공정부분을 재현하였고 화학평형GC Li Li

상태를 시뮬레이션하는데 필요한 열역학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로 갱신하였으며,

화학반응식 등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데이터

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개략도는 과 같. Fig. 3.4.11

다.

가) 프로그램 개발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래밍언어는 PV-WAVE(precision

이다visuals-workstation analysis and visualization environment)[3.4.7] .

는 세대 언어로서 언어나 포트란보다 사용하기 편리하며 특히 그PV-WAVE 4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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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 기능이 뛰어나다 수학과 통계. IMSL(international mathematical and

을 내장하고 있어 고급적인 알고리즘을 필요로 할 때 이 기능statistical libraries)

들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언어나 포트란으로 작성된 프로그램 코드를 컴파일하, C

는 기능과 가시화 기능이 있어 여러모로 유용한 언어이다(visualization) .

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쉽게PV-WAVE

이용할 수 있는 단순연산 기능과 그래픽 기능을 활용하였다 는. Fig. 3.4.12

의 주요기능을 나타낸다PV-WAVE .

나) 열역학 데이터 갱신

사용후핵연료 구성물질의 및 등과의 화학반응을 시뮬레이션하Li LiCl

기 위해 필요한 화학반응식 및 열역학 데이터는 참고문헌 에 제시되어 있다[3.4.1] .

그러나 일부 화합물에 대해 열역학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오래된 데이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강하거나 최신 데이터로 갱HSC Chemistry v5.11[3.4.8]

신하였다.

프로그램의 는 엔탈피 는 엔트로피 그HSC Chemistry H (enthalpy), S (entropy),

리고 는 열용량 을 나타낸다 는 사용후핵연료 구C (heat capacity) . HSC Chemistry

성 물질을 포함해 수많은 화합물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비하

고 있어 특정 화합물에 대한 거의 모든 열역학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

학반응식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 등 그 외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프로그

램으로 그 주요기능은 과 같다 주요기능 중에서 본 프로그램 개발을Fig. 3.4.13 .

위해 사용한 기능은 로서 이 메뉴는 와 같은 명령Reaction Equations Fig. 3.4.14

창을 통하여 관심 화합물이나 화학반응식에 대하여 여러 조건을 세팅하면 관심

대상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가 와 같이 제공된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Fig. 3.4.15 .

사용후핵연료의 주요 화합물의 열역학데이터를 참고문헌 과 비교하였고 최근[3.4.1]

값으로 갱신하였으므로 부족한 정보를 보강하였다.

다) 입력데이터

프로그램에 사용할 입력데이터 중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데이터는 용융염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의 화학반응식650 Li/LiCl ,℃
화합물의 생성 깁스자유에너지 그리고 활동계수이다 화학반응식은 에. Table 3.4.2

서 분류했던 반응식을 사용하였고 생성 깁스자유에너지와 활동계수는 각각,

과 의 값을 사용하였다Table 3.4.3 Table 3.4.4 .



- 125 -

Fig. 3.4.11. Outline of the Metalization Process Simulation Program.

Fig. 3.4.12. Main Editors and their Functions of PV-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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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3. Main Menus of HSC Chemistry V5.11.

Fig. 3.4.14. Input Values for Obtaining Thermodynamic Data

of Reaction Equation or Chemical Formula.

Fig. 3.4.15. Thermodynamic Data of Reaction Equation or

Chemical Formula in HSC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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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 보강한 열역학영향 데이터와 새롭게 도입한 branching ratio

값을 에 제시하였다 반응물과 생성물에 관련된 활동계수 화학량론계Table 3.4.5 . ,

수 및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화학반응식의 는(stoichiometric) branching ratio

에 제시된 화학반응식 순으로 데이터화하였다Table 3.4.2 .

입력데이터로서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의 입력량은 과 같다Table 3.4.6 . Table

에 제시된 사용후핵연료는 연소도가 이고 냉각기가 년인3.4.6 33000 kWd/kg 10 20

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각 핵종별 값과 이를 산화물 형태로 환산한kg weight %

값을 나타낸다 은 에 제시된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을 환. Table 3.4.7 Table 3.4.6 Li

원공정에서 금속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과 의 양을 나타낸다Li LiCl .

라) 개발 프로그램의 특징

(1) 화학반응식의 일반화

화학반응식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에 제시된 형태의Table 3.4.2

모든 화학반응식에 적용할 수 있는 계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체.

화학반응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시료 수를 개로 구성하였고 이에 해당되는 시11

료는 에서 보는바와 같이 반응물인 사용후핵연료 산화물 그Table 3.4.2 , Li, LiCl,

리고 Li2 과 생성물인 금속 염화물 화합물 복합화합물O , , Li , Li , Li2 그리고O, LiCl,

이다 마찬가지로 화학반응식의 화학량론 계수 각 단계에서의 시료의 양Li . v, n,

시료의 상태 깁스자유에너지 도 시료의 수와 동일한 값을 갖는 차원 배phase, g 1

열변수이다 이들 변수는 해당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각각 데이터를 받아 계산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다.

(2) 적용Branching ratio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의 화학반응식 중에는 동일한 산화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복합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서 산화물 및 그것의 입력량을 얼마만큼의 비율

로 나누어 각각 비율에 해당되는 값만큼만 해당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시나리

오를 정하였다 이때 적용되는 비율을 라 정의한다. branching ratio . branching

에 대한 정보는 중복반응을 일으키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험치 또는 사전ratio

정보를 분석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코드의 결과값을 기준으. GC

로 를 정하였으며 단순하게 하나의 반응에 대하여 결과값을 생성branching ratio

하는 반응물에 대해서는 의 값을 이용하였고 다중반응을 통해 생성물을 생성하1.0

는 반응물에 대해서는 에서와 같은 값을 이용하였다Table 3.4.6 branching 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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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s GFE Oxides GFE Oxides GFE Cloride GFE Cloride GFE

Y2O3

Tb2O3

Dy2O3

Gd2O3

Sm2O3

LiSmO2

-545.3

-533.3

-530.0

-519.7

-518.3

-515.5

Li3NdO3

Li2O

Cm2O3

BaO

UO2

ZrO2

-478.0

-477.1

-477.3

-465.7

-462.1

-461.1

Rb2O

MoO2

CO2

SnO2

SnO

CO

-215.8

-209.9

-197.9

-194.4

-193.5

-193.4

Li2Se

BaCl2

CsCl

SrCl2

RbCl

-375.1

-355.9

-354.0

-341.9

-347.1

SmCl3

YCl3

GdCl3

TbCl3

AmCl3

-266.3

-261.3

-261.0

-258.4

-257.0

Nd2O3

Pr2O3

Ce2O3

EuO

LiNdO2

La2O3

-515.3

-514.0

-511.3

-510.9

-507.0

-509.7

Eu2O3

CeO2

PuO2

NpO2

Np2O3

TbO2

-456.7

-448.2

-440.0

-433.2

-431.0

-397.4

MoO3

CdO

NiO

Sb2O3

TcO2

TeO2

-170.7

-164.3

-155.9

-154.5

-133.4

-77.8

EuCl2

SmCl2

LiCl

Li2Te

LiBr

-338.0

-334.6

-333.9

-313.0

-296.5

DyCl3

PuCl3

CmCl

LiI

EuCl3

-254.2

-251.3

-250.

-237.3

-234.2

SrO

LiEuO2

Pu2O3

PuO

Am2O3

-498.8

-497.9

-486.3

-484.1

-484.0

AmO2

CmO2

NbO

NbO2

BaO2

-386.0

-367.8

-335.5

-313.2

-237.6

RuO2

RbO2

Rh2O3

PdO

-74.9

-72.6

-39.1

-19.7

LaCl3

PrCl3

CeCl3

NdCl3

-282.3

-277.3

-276.4

-272.9

NpCl3

UCl3

FeCl2

LaOCl

-233.7

-220.6

-113.2

-842.2

CsO2 -77.2 Ag2O 27.684 Br2 -1.366 PmCl2 -500 PmOCl -334.6

I2 0.176 Pm2O3 -514.8 SeO2 -33 PmCl3 -250.8 GdOCl -814.7

LiCeO2 -450 Li3CeO3 -600 SmOCl -835.1 NdOCl -829.0

Table 3.4.3 Standard Gibbs Free Energy(GFE) of formation of oxides,

chlorides, iodides, bromides, tellurides, and selenides at 650℃
(kJ/g atom of oxygen or 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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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e/Solvent  Solute/Solvent 

BaCl2/LiCl

RbCl/LiCl

UCl3/LiCl

LiEuO2/LiCl

LiSmO2/LiCl

2.0

1.17

2.16

5.88×10
3

1.18×10
4

PuCl3/LiCl

SrCl2/LiCl

LiCeO2/LiCl

LiNdO2/LiCl

1.74

1.48

3.85×10
5

3.85×10
5

LiCl/Li 454.5 Eu/Li 0.1

Table 3.4.4 Activity Coefficients in Li and LiCl at 650℃

  Compounds 

Gibbs Free Energy

PmCl2 -500

LiCeO2 -500

Li3CeO3 -500

Branching Ratio
Eu2O3 .999; 0.001

Sm2O3 .6; .4

Activity Coefficient

EuCl2 .005

Li3CeO3 4.45E+14

Li3NdO3 0.607

Table 3.4.5 Some Parameters Assumed on the Basis of the GC

Code Result

(3) 변수의 확장Li

코드를 이용하여 의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에 대하여 시GC Table 3.4.6

뮬레이션한 결과는 양이 충분한 상태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양을 충분Li . Li

히 주는 이유는 공정의 최대목적이 금속전환대상 산화물을 모두 금속으로 전환시

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완전히 전환되Li

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금속으로 전환되는 양이 얼마. Li

나 되는지 더 나아가 양과 금속전환량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 Li

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드를 이용하면 되겠지. GC

만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있지 않아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GC . GC

드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코드와 유사한 코드를 개발하였으며 특히 양에GC Li

따라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게 하였다.

환원법에서는 악티나이드 핵종들이 완전히 금속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하Li

여 양을 충분히 주었으며 이 때 의 활동도는 이다 이 경우 반응 깁스자유Li Li 1 .

에너지 식에 항은 반영되지 않는 반면 양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의 활Li , Li Li

동도가 이 아니므로 반응 깁스자유에너지 식에 항이 추가된 상태로 계산될1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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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의 양이 충분한 경우와 충분치 않은. Li

경우를 선택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 양을 충분히 놓고 의 양이. Li Li

적은 경우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 양이 충분한 조건에서 계산한 결과와 동일한, Li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주프로그램과 Reduction, Recovery,

등과 같은 부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에 제시하였고Newton-Raphson Fig. 3.4.16

각 프로그램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1) 주프로그램

주프로그램은 먼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세 가지 데이터 파일을 읽는

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용후핵연료 입력량으로 이루어진 입력파일은 사용.

후핵연료가 산화물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핵종을 나타내는 초기 첫 글자 또는

두 글자를 가지고 대응되는 화학반응식을 화학반응식입력파일에서 검색한다 화학.

반응식이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화학반응식과 연결시킨다.

화학반응식이 화학반응식입력파일에 없으면 그 핵종은 시뮬레이션 대상에서 제외

된다 생성된 리스트에서 산화물의 입력량을 를 이용하여 계산하. branching ratio

고 계산 값이 이 아닌 것만을 대상으로 리스트를 만든다0 .

새롭게 산출된 입력량 사용후핵연료의 깁스자유에너지, ∆ 화학반응식,

등의 정보를 갖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 데이터베이스 구성 원소들은 실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순서와 관계없이 이루어져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실제 반응.

순서를 가능한 한 가깝게 모사하기 위하여 각각의 반응에 대한 깁스자유에너지

∆ 순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정렬하여 시뮬레이션 순서를 정한다 이 때. ∆은 반

응 크기 의 초기값 
에서 계산된 값이다 재 정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복합반응.

을 일으키는 산화물의 경우 화학반응의 순서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순차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화학반응식에 의하면. Li2 를 소O

비하는 반응이 Li2 가 생성된 후에 일어나는 반응이어야 하므로 다른 반응이 모O

두 끝나고 마지막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우선순위로 재정의

된 데이터베이스 마지막에 정렬시킴으로써 반응이 늦게 일어나는 것을 모사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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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Wight

Fraction

(wt%)

Nuclide

Weight

Fraction

(wt%)

Oxide Mole Oxides Mole

U 95.5 La 0.125 UO2 70.749 La2O3 0.079

Am 8.68×10
-2

Nd 0.412 AmO2 0.066 Nd2O3 0.252

Cm 4.96×10
-3

Pm 7×10
-4

CmO2 0.004 Pm2O3 0.001

Np 5.36×10
-2

Pr 0.115 NpO2 0.037 Pr2O3 0.072

Pu 0.847 Sm 8.6×10
-2

PuO2 0.062 Sm2O3 0.05

Ba 0.193 Tb 2×10
-4

BaO2 0.248 TbO2 0

Br 2.2×10
-3

Y 4.7×10
-2

Br2 0.002 Y2O3 0.047

Cs 0.23 Ag 5.4×10
-3

CsO2 0.276 Ag2O 0.004

Eu 1.6×10
-2

Cd 9.1×10
-3

Eu2O3 0.009 CdO 0.014

I 2.4×10
-2

Mo 0.345 I2 0.017 MoO2 0.634

Rb 3.6×10
-2

Nb 6.9×10
-7

Rb2O 0.037 NbO2 -

Se 5.6×10
-3

Pd 0.147 SeO2 0.013 PdO 0.244

Sr 7.9×10
-1

Rh 4.2×10
-2

SrO 0.159 Rh2O3 0.036

Te 4.7×10
-2

Ru 0.219 TeO2 0.065 RuO2 0.382

Kr 3.5×10
-2

Sb 9×10
-4

Kr 0.074 Sb2O3 0.001

Xe 0.544 Sn 4.9×10
-3

Xe 0.731 SnO2 0.007

Ce 0.245 Tc 8.4×10
-2

CeO2 0.285 TcO2 0.15

Dy 10
-4

Zr 0.372 Dy2O3 - ZrO2 0.719

Gd 1.4×10
-2

Gd2O3 0.008

Table 3.4.6 Composition of Reference LWR Fuel by Weight and Oxide Form

Salt Mole Number

Li 350

LiCl 4500

Table 3.4.7 Salt Data Used for Simulating the Li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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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6. Flow Charts of the Program for Simulating the Li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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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Li, LiCl, Li2 의 값이 할당되O

는 각각의 전역변수 Li, LiCl, Li2 를 초기화한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O . , Li, LiCl,

Li2 의 초기값 등을 인수로 갖는 을 호출한다 서브루틴 수행O Reduction . Reduction

후 얻은 결과 값들을 서브루틴의 입력값인 염화물류와 금속 및 일부 염, Recovery

화물류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서브루틴을 호출한다 수행결과, Recovery . Recovery

를 저장하고 순환 되는 결과 값들 중에(recycle) Li, LiCl, Li2 의 값을 합산하여 전O

역변수 값을 갱신한다 배치수가 이 될 때까지 부터 연속 수행하여. 300 Reduction

결과값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배치가 끝나면 각 배치의 결과를 재 저장하. 300

고 그리고 배치결과들을 데이터 파일로 저장한 후 프로그램을 종료한, 1, 50, 300

다.

(2) 부프로그램

주프로그램에서 호출하는 서브루틴 프로그램에는 Reduction,

및 화학평형상태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과 같은 주요Recovery Newton-Raphson

서브루틴들이 있으며 그 외의 서브루틴들은 계산 및 저장을 위한 서브루틴들이

있다 그 중 와 서브루틴에 대하여 설명한. Reduction, Recovery Newton-Rapshon

다.

가( ) 서브루틴Reduction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브루틴에서는 먼저 환원시Fig. 8 Reduction

키고자하는 사용후핵연료 대상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와 시뮬레이션에 필요

한 변수들 및 결과를 저장할 변수들을 인수로 받는다 서브루틴 호출함. Reduction

수는 과 같다 는 배치 번호이고 는 환원시키고자하는 사용후핵Fig. 3.4.17 . batch , c0

연료 산화물의 개수이다.

REDUCTION,

batch, c0, input, db2, t, Li, LiCl, Li2O, out_count, out_species,

out_values

Fig. 3.4.17. Reduction Subroutine Simulating the Li Reduction

Process.

화학반응결과를 저장할 변수들을 초기화한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구성 원소 순.

으로 그 산화물의 화학량론 계수 화학적 상태 활동도 계수v, phase,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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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학반응식 구성 시료들 을 정의한다 이들 변수는 앞coefficient), (species) .

서 설명했던 것처럼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차원 변수이다 정의한 여러 변수11 1 .

를 인수로 입력받아 과 같은 서브루틴을 호출한다Fig. 3.4.18 Newton-Raphson .

서브루틴을 호출할 때Newton-Raphson Nd2O3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후핵

연료 산화물에 대해서는 에 제시한 서브루틴을 그리고Fig. 3.4.18 , Nd2O3인 경우에

는 에 제시한 서브루틴을 호출한다 과 의 차이점은 마Fig. 3.4.19 . Fig. 3.4.18 3.4.19

지막에서 두 번째 인수 값이 각각 과 로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1. .00242 .

이 인수가 의 값을 갖는 서브루틴은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이1 Newton-Raphson

복합화합물로 전환될 경우 이 시료에 대한 화학적 포텐셜을 계산할 때 복Li , Li

합화합물의 상태를 상태로 간주하여 복합화합물에 대한 활동계수를LiCl-rich Li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는 복합화합물의 상태가 처음에는 상태에서 시. Li invariant

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로 전부 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반면LiCl-rich .

에 Nd2O3는 상태인invariant LiNdO2의 가 모두 상태로 변환되지100 % LiCl-rich

않고 일부만이 이 상태로 변환된다 이때 변환된 상태인. LiCl-rich LiNdO2는

상태인invariant LiNdO2의 생성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 수치가 LiNdO2의 몰비율

에 반영되며 이 반영되는 값을 인수값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NEWTON_RAPHSON,

t, db2(i).values, db2(i).delta_g0, phase, v, gamma, n1, total_mole,

Li, Li2O, LiCl, out, output, 1. ,1

Fig. 3.4.18. Newton_Raphson Subroutine for Simulating Chemical

Equilibria in the General Case.

NEWTON_RAPHSON,

t, db2(i).values, db2(i). delta_g0, phase, v, gamma, n1, total_mole,

Li, Li2O, LiCl, out, output, .00242, 1

Fig. 3.4.19. Newton_Raphson Subroutine in the Nd2O3 case.

다음으로 서브루틴을 호출할 때 수행결과Netwon-Raphson , Newton-Raphson ,

화학반응과정 및 반응결과를 저장하는 서브루틴을 호출한다 해당 산PRIN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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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에 대한 미반응량 생성량 및, , Li, LiCl, Li2 의 양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O

데이터베이스를 갱신시킨다 이러한 절차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구성 원소를 대.

상으로 반복 계산한 후 서브루틴을 종료한다Reduction .

나( ) 서브루틴Recovery

서브루틴에서 생성된Reduction Li2 를 으로 환원시키기 시뮬레O Li

이션을 수행하는 서브루틴의 알고리즘에 대한 순서도를 에서Recovery Fig. 3.4.16

제시한 바와 같이 서브루틴은 결과 중 염화물의, Recovery Reduction , 97.7%,

Li2 의 에 해당되는 카본 전역변수O 95% , Li, LiCl, Li2 등을 인수로 받는다O .

서브루틴 호출함수는 과 같다Recovery Fig. 3.4.20 .

RECOVERY,

t, Li2O_977, Li_977, LiCl_977, C, result_species, part, part977,

gfe, recovery_out1, recovery_out2, recovery_out3,

recovery_out4, recovery_out5

Fig. 3.4.20. Recovery Subroutine for Simulating Li Recovery

Process.

서브루틴과 유사하게Reduction Li2 와 카본의 반응식에 대한 화학량론 계수변O

수 상태변수 활동도계수변수 화합물의 깁스자유에v, phase, gamma coefficient,

너지 등을 정의한다 화합물의 깁스자유에너지 합인g . ∆ 를 계산하고 인수로,

받는 염화물의 양 중에서 상태인 염화물들의 합을 구한다 이 값97.7% LiCl-rich .

들을 인수로 하는 서브루틴을 호출한다 서브루틴에Newton-Raphson . Recovery

서 호출하는 서브루틴 호출함수는 과 같고Newton-Raphson Fig. 3.4.21 ,

에서 호출되는 서브루틴과 구분된다 서브루틴의 마지Reduction . Newton-Raphson

막 인수 값으로 구별하였으며 이 값이 인 경우가 전기화학적 반응을 시뮬레이2

션 하는 것이며 이때 계산되는 깁스자유에너지는 식 에 의해서 계산된다(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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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TON_RAPHSON,

t, C, delta_g0, phase, v, gamma, n1, recovery_mole, Li, Li2O,

LiCl, n_final, output, 1., 2

Fig. 3.4.21. Newton_Raphson Subroutine called from Recovery

Subroutine for Simulating a Li2O Reaction with C.

실행결과 얻어지는 과 의 생성량 및Newton-Raphson Li CO Li2 의 반응량을O

각 변수에 저장하고, Li2 와 의 화학반응과정 반응량 및 생성량 등을 회수결과O C ,

파일에 저장한다.

과정에서는 앞서 서술한 결합력이 약한 화합물Recovery Li (LiCeO2, Li3CeO3,

LiNdO2, Li3NdO2 의 양을 재계산하고 생성되는) , Li2O, Ce2O3 및, Nd2O3의 양을 추

가로 계산하여 저장한다.

다음으로 순환되는 과 을 저장하고 염화물 및 기타 물질을 저장한다 저Li LiCl , .

장된 염화물 및 기타 물질 중에서 순환물질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거되는

LixMyOz 물질을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한다. LixMyOz 물질을 제외한 물질을 저장

한 후 이 물질의 의 양을 별도로 저장한다 나머지 는 에 의해서 제99% . 1% Zeolite

거되는 양이다 모든 계산 및 저장이 완료되면 서브루틴을 종료한다. Recovery .

다( ) 서브루틴Newton-Raphson

서브루틴은 화학반응물질의 양Newton-Raphson (i_MxOy), v,

와 같은 화학반응식에 대한 데이터 등을 인수로 받는다phase, gamma coefficient .

단계별 양 화학반응결과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을 저장할 변수 그리n, (out1-out5),

고 몰비율을 저장할 변수 를 초기화한다 은 반복 단계별 의 양 는(mr) . out1 Li , out2

의 양 는LiCl , out3 Li2 의 양 는O , out4 Li2 의 농도 그리고 는 사용후핵연료가O , out5

변환되어 생성되는 물질의 양을 나타낸다 개의 원소를 갖는 변수에서. 11 phase 0

이 아닌 값을 갖는 의 를 결정하여 리스트를 만든다phase index .

생성된 리스트를 대상으로 반복을 시작한다 반응크기. 의 초기값 
은 에 가0

까운 아주 작은 값 으로 할당한다 반응이(0.00001) . 만큼 진행되었을 때에 각 항

의 존재량 을 계산하고 전체 양 을 계산한다 은 용질들만n , total mole . total mole

을 대상으로 하여 화학반응식에서 에 해당되는 시료들의 몰 값과, LiCl-rich phase

이 에 용해되는 용해도 즉 의 그리고 전 반응Li LiCl (solubility) , LiCl 0.22 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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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성된 에 해당되는 시료들의 몰 값으로 정의하였다LiCl-rich phase . total

계산 후에 몰비율 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반응 깁스자유에너지mole mr ∆
의 항을 계산한다 항의 합이 계산되면 인수로 받은 화합물의 생성 깁스log . log

자유에너지로 반응 깁스자유에너지 ∆를 계산한다 한편 서브. Newton-Raphson

루틴이 서브루틴에서 호출될 경우에는 이 반응 깁스자유에너지Recovery ∆를
식 으로 계산한다(16) .

계산한 ∆의 값이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우선 반복루프를 빠져나간다 이 경우.

첫 번째에서 반복이 멈추면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하

는 생성량과 Li, LiCl, Li2 그리고O Li2 농도 값을 저장하고 서O Newton-Raphson

브루틴을 종료한다 반면 두 번째 이상에서 반복이 멈추면 반응이 어느 정도 진. ,

행된 상태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한 것이므로 별도로 단계별 생성량 및 기타 관련

값들을 저장한 후 최종 단계의 결과 값들을 저장하고 종료한다.

한편, ∆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단계별 반응량 생성량, , Li, LiCl, Li2 그O

리고 Li2 농도 값을 저장한 후 반응 깁스자유에너지함수의 일차 편도함수O ,

∆′ 를 계산한다. 
, ∆  그리고 ∆′ 를 이용하여 에 제시된 것Fig. 3.4.16

처럼 새로운 반응크기 
 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이거나 ∆′   이면 반복루프를 빠져나가서 최종단계

의 미반응량 생성량 및 기타 값을 저장한 후 종료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 .

면 새로운 반응크기 
 를 이용하여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같은 절차를 반복한

다.

2) 개발 프로그램 성능평가

가) 생성물 및 생성량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에 제시Table 3.4.5

된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는 코드의 결과와 비교하기GC

위한 것이다 이 데이터는 사용후핵연료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로.

변경가능하다 한 배치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를.

및 에 제시하였다 는 각 생성물의 몰 값이고Fig. 3.4.22 3.4.23 . Fig. 3.4.22 Fig.

은 생성량 즉 몰 값에 대한 주어진 반응물의 몰 값을 백분위로 표현한 결과3.4.23 ,

이다 각 반응물에 대한 환원과정과 회수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Li Li

각각 및 와 같이 얻어진다Fig. 3.4.24 Fig. 3.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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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차비교를 통한 성능평가 분석

개발프로그램의 성능평가는 코드 활용결과 및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의GC

개별반응에 필요한 양의 이론적 계산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수행하였다Li . GC

코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배치까지 시Table 3.4.5 300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중 배치마다 동일한 값을 생성하는 생성물을 제.

외하고 그 외의 생성물의 결과값을 에 제시하였다 악티나이드 및 백Table 3.4.8 .

금족은 기존결과와 동일하게 금속으로 완전히 전환되었고 에서 보는Table 3.4.8

바와 같이 배치에서 얻은 핵분열생성물 및 희토류의 전환물 즉 누적된1, 50, 300 ,

염화물 및 화합물의 양을 코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은 생성된Li GC . Fig. 3.4.26

생성물의 코드 결과값 대비 개발 코드 결과값에 대한 상대 오차값을 나타낸GC

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배치에서는 상대오차 값이 으로 두 계산. Fig. 3.4.26 0

결과가 모든 생성물에서 일치하였고 이는 개발 프로그램이 코드의 활용결과GC

중에서도 첫 배치에 대한 결과값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과 번째. 50 300

배치결과에서는 Eu2O3와 Sm2O3를 제외한 그 외 산화물에서 상대오차가 이6 %

내로 나타났다. Eu2O3와 Sm2O3의 결과는 다른 산화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오차

를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는 복잡한 화학반응식을 프로그램의 입력데이

터에서 단순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 프로그램의 성능평가의 일환으로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의 개별반응에 필요

한 의 이론적 양과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양을 비교하였다 의 이론적 양은Li . Li

에 제시된 화학반응식의 화학량론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프로그Table 3.4.2 .

램으로 계산한 의 양을 에 제시하였고 두 계산값을 비교한 결과를Li Fig. 3.2.27 ,

에 제시하였다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산화물에서 개발Fig. 3.4.28 . Fig. 3.4.28

프로그램에 의한 계산값이 이론적 계산값과 일치함을 보였다 이로부터 개발프로.

그램이 혼합반응 뿐 아니라 개별반응에서도 화학반응을 정확히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 양에 따른 금속전환량 분석Li

1) 화학반응순서에 따른 의 필요량Li

에 제시된 산화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혼합반응에서는 앞서Table 3.4.8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결정한 반응순서에 따라 화학반응을 시뮬레이션 하여 평형

상태에서의 반응크기를 결정하였다. 양이 충분하면 모든 산화물이 순차적으로Li

반응하여 완료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어진 양을 모두 소비하면 반응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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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멈추게 되어 우선순위가 우위인 산화물에 한해서만 반응이 이루어진다. Fig.

는 혼합반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반응하는 산화물이 완전히 전환되는데 필3.4.29

요한 의 양을 나타낸다Li . Rh2O3, SeO2 등의 순으로 반응이 진행되며 이 때 필요

한 의 양은 각각 몰 몰 등이며 모든 반응이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의Li .22 , .25 Li

양은 몰이다340 .

Fig. 3.4.22. Simulation Results for the Li Reduction Using the develop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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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3. the Simulation Results Expressed in the Weight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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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1

Input oxide : Rh2O3

Input value : 0.0360000

Iteration Product Li LiCl Li2O Li2O con.

--------------------------------------------------------------

1 2.00000e-005 350.000 4500.00 3.00000e-005 6.66667e-009

2 0.00141568 349.996 4500.00 0.00212353 4.71895e-007

3 0.0720000 349.784 4500.00 0.108000 2.40000e-005

*** REMAINING REACTANTS OR PRODUCTS ***

Rh 0.0720000

===================================================================

...

===================================================================

ORDER= 22

Input oxide :La2O3

Input value : 0.0790000

*** NO REACTION ***

*** REMAINING REACTANTS OR PRODUCTS ***

La2O3 0.0790000

Fig. 3.4.24. An Output Example of the Reduction Simulation

Procedure.

reaction : C + Li2O = CO + 2Li

phase : -1 1 3 2

dimension: 0 3 4 10

v : -1 -1 1 2

gamma : 1.0 1.0

Input C : 148.596

Input Li2O : 156.417

Iteration Product Li LiCl Li2O Li2O con.

----------------------------------------------------------------

1 1.00000e-005 55.0229 4394.46 156.417 0.0355942

2 0.000544996 55.0240 4394.46 156.417 0.0355941

3 0.0275222 55.0779 4394.46 156.390 0.0355879

4 1.27979 57.5825 4394.46 155.138 0.0353030

5 50.8913 156.805 4394.46 105.526 0.0240134

6 148.596 352.216 4394.46 7.82086 0.00177971

*** REMAINING REACTANTS OR PRODUCTS ***

CO 148.596

Fig. 3.4.25. An Output Example of the Recovery Simul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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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6. Relative Errors of FPs and RE Products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the GC

Cod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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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Li amount(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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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8. Confirmation of the calculated Li Amounts

Required for a Complete Reaction.

Fig. 3.4.29. Li Consuming Amount as the Reduction Reaction

Progressing in the Give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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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GC relative error(%)

batch1 batch50 batch300 batch1 batch50 batch300 batch1 batch50 batch300

Li2Se 0.013 0.516 1.261 0.013 0.497 1.213 0.00 3.86 3.95

Li2Te 0.065 2.581 6.304 0.065 2.580 6.302 0.00 0.04 0.04

CsCl 0.276 10.959 26.769 0.276 10.946 26.735 0.00 0.12 0.13

PmCl2 0.001 0.034 0.082 0.001 0.034 0.082 0.00 0.00 0.00

BaCl2 0.248 9.848 24.053 0.248 9.843 24.043 0.00 0.05 0.04

LiBr 0.004 0.193 0.471 0.004 0.192 0.471 0.00 0.52 0.08

RbCl 0.074 2.938 7.177 0.074 2.950 7.206 0.00 -0.39 -0.40

LiI 0.034 1.350 3.298 0.034 1.325 3.236 0.00 1.89 1.90

SrCl2 0.159 6.314 15.421 0.159 6.316 15.426 0.00 -0.04 -0.03

LiCeO2 0.040 0.039 0.039 0.040 0.038 0.039 0.00 1.84 -0.77

Li3CeO3 0.245 0.253 0.253 0.245 0.254 0.254 0.00 -0.35 -0.35

Nd2O3 0.138 0.133 0.133 0.138 0.129 0.130 0.00 3.18 2.38

LiNdO2 0.086 0.085 0.085 0.086 0.090 0.090 0.00 -5.56 -5.56

Li3NdO3 0.143 0.159 0.159 0.143 0.162 0.161 0.00 -2.16 -1.55

Li 53.607 60.462 73.466 53.612 60.066 73.751 -0.01 0.66 -0.39

Li2O 148.065 160.194 160.194 148.064 161.051 160.863 0.00 -0.53 -0.42

LiCl 4498.719 4498.719 4498.719 4498.717 4498.563 4498.357 0.00 0.00 0.01

Table 3.4.8 Comparison of the Simulation Results with Those by the GC code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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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에 따른 반응량 비교Li

Fig. 3.4.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혼합반응에서 UO2의 완전 반응을 위해서

는 이 최소한 몰 정도 필요하다 첫 번째 배치를 대상으로 모든 반응이 완Li 297 .

료되는데 필요한 의 양을 몰로 충분히 준 경우와Li 350 UO2의 반응이 중간에서 멈

추도록 임의로 선택한 몰을 준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보면250 , 350

몰인 경우는 Fig. 3.4.30와 같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산

화물에 대한 반응이 완료되어 의 염화물 및 화합물로 전환된 결과를 얻100 % Li

었다 단 반응 깁스자유에너지 값이 양인 산화물. , La2O3, Gd2O3, Y2O3 그리고,

Pr2O3는 화학적 특성상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Nd2O3는 일부 미반응인 상

태로 남아 있었다 반면 임의로 선택된 의 양이 몰인 경우는. Li 250 Fig. 3.4.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다가 UO2의 반응 중간에 멈추었고 이

때 UO2 몰의 에 해당되는 몰이 으로 전환되고 나머지는70.749 83.73 % 59.24 U Li

의 부족으로 미반응 상태인 UO2로 잔존하였다. UO2 이후의 반응순위를 갖는 산

화물들은 미반응상태의 결과를 보였다 그 이외 산화물에 대해서도. Fig. 3.4.27에

제시된 기준치보다 적게 공급되면 그에 해당되는 반응만이 일어나고 반응이Li

중단되는 상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핵종별 양에 따른 전환량 분석Li

혼합반응상태에서 각 산화물에 미치는 양의 효과를 분석하였다Li . Fig.

3.4.32는 UO2에 해당되는 계산결과로서 양의 입력값을 에서 제시했, Li Fig. 3.4.27

던 기준치까지 변화시키면서 계산하여 으로 전환된 전환률과 미전환률을 나타낸U

다 각 양에 대응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은 의 부족으로 화학반응이 중단. Li Li

된 상태에서 얻어진 값으로써 공급되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 반응물Li UO2의 양

은 서서히 줄고 생성되는 의 양은 증가하는 타당한 결과를 얻었다 그 외 산화U .

물에 대한 결과를 에 제시하였고Fig. 3.4.33 UO2인 경우와 동일한 경향의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결과를 통해서 공급되는 의 양이 각 반응. , Li

물의 완전 반응에 필요한 의 양보다 적게 주어지면 반응물의 화학반응이 중간Li

에 중단되어 반응물과 생성물이 양에 의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Li

있었고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한 양에서 생성되는 반응물의 전환량과, Li

미반응물의 양 또는 비율을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과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률Li

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 146 -

Products

R
h

L
i2
S
e

L
i2
T
e
S
b

C
s
C
l

R
u

B
a
C
l2 T
c
S
n

M
o

L
iB
r

R
b
C
l

L
iI
A
g
P
d

P
m
C
l2

C
m C
d

A
m N
p
P
u

L
a
2
O
3

S
rC
l2 Z
r U

G
d
2
O
3

Y
2
O
3

P
r2
O
3

E
u
C
l2 E
u

L
iE
u
O
2

S
m
C
l2

L
iS
m
O
2

L
iC
e
O
2

L
i3
C
e
O
3

N
d
2
O
3

L
iN
d
O
2

L
i3
N
d
O
3

M
o
le

1e-6

1e-5

1e-4

1e-3

1e-2

1e-1

1e+0

1e+1

1e+2

Fig. 3.4.30. Simulation Result at the Li Amount of 350 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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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 Amounts of the Produced U and the Residual UO2 As a Function

of the Li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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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원법에 의한 금속전환과정 모사 프로그램의 가시화Li

지금까지 기술된 환원법에 의한 금속전환과정 모사 프로그램은 단순히 실Li

행명령에 의한 수치적인 계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이 프로그램을 일반 사

용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 즉 금속전환과정에 필요한.

조건이나 프로그램의 개요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소스를 직접 확인해

야 하고 실행 후 생성되는 여러 개의 결과파일을 일일이 열어 확인해야하는 번거

로움이 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여 사용자에게 금속전환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고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금속전환 모사 프로

그램을 가시화프로그램으로 향상시켰다[3.4.9].

1) 가시화 프로그램의 구성

환원법에 의한 금속전환공정 및 회수공정의 가시화프로그램은 크게Li Li

입력 메뉴로 이루어진 부분과 프로그램 실행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메뉴부분은 데이터 파일 금속전환공정 조건과 같이 금속전환 공정을. ,

시뮬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입력메뉴부분이고 결과제시부분은 입력 및 결,

과데이터를 표 그래프 그리고 텍스트 파일 형태로 나타내 주는 부분이다, , .

입력 데이터 파일로는 사용후핵연료 산화물 데이터 파일 깁스자유에너지 파일,

그리고 화학반응식에 관련된 데이터 파일을 읽어 들인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공정.

온도 의 양 의 양, Li , LiCl , Li2 의 양 그리고 배치 수이다 입력데이터 파일 및 시O .

뮬레이션 결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는 표 형태로도 표현되어진다 또한 그.

래프로 제시되는 결과에는 입력데이터가 막대그래프로 표현되고 첫 배치에서 생

성되는 생성물들의 결과값 시뮬레이션 되는 배치 수에 따라 누적되는 염화물 등,

의 생성물 그리고 금속으로 전환되는 생성물들의 값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들이,

있다 특히 배치 수에 따른 생성물의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실제 시뮬레이션이. ,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사실적으로 나태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간적으로 표현하

였다 시뮬레이션 종료 후 생성되는 결과 파일들은 텍스트 창을 통하여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 가시화 프로그램의 순서도

가시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절차를 순서도로 표현하면 와 같다Fig. 3.4.34 .

사용자는 환원법에 의한 금속전환공정에 대한 가시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Li ,

입력데이터를 지정하여 읽어 들이고 시뮬레이션 조건을 입력한 후 시뮬레이션 실

행버튼을 클릭한다 세팅된 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시뮬레이션 결과.

를 표 그래프 그리고 텍스트파일 형태로 선택하여 결과를 확인한 후 종료한다, , .



- 150 -

3) 가시화 프로그램의 메인화면

는 환원법에 의한 금속전환공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Fig. 3.4.35 Li

을 가시화한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이다 수치적으로만 구현되었던 프로그램을 사.

용자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구현하였으며 사용자의 금속전환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되었다 또한 시뮬레이션 조건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Fig. 3.4.34. Flow Chart of the Visualization Program for

Simulating the Li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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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5. Main Window of the Visualization Program for Simulating the Li Re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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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공정 전산모의 프로그램 개발ACP

앞에서 금속전환 알고리즘의 검증에 바탕을 두고 단위공정별 핵물질, ACP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개발하였다 언어를 이용하여 프. PV-WAVE

로그래밍 하였으며 각 단위공정을 진행순서에 따라 대표적인 공정 이미지를 윈도,

우상에 로드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직관적인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조작도 용이하도록 하였다.

가. 개발 프로그램 알고리즘

1) 개요

단위공정의 핵물질 흐름을 모사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금속전환공정을ACP

제외한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즉 임의로 주어진 값에 따라서 각 단위공정에서의 핵물질의 흐름변화가 발생. ,

한다 즉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피복관 절개에서 분말화에서 의 사용후. , 0.5%, 0.1%

핵연료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금속전환 공정에서는 앞에서 개발한 환원방법을 구현하는 전산코드의 알고Li

리즘을 이용하였다 분말화과정에서의 변화를 고려해 주기위해서. UO2를 U3O8으로

가정하였고 이에 대한 깁스자유에너지를 수정하여 환원방법과 동일한 방법으, , Li

로 금속전환과정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스멜팅에서는 포함된 염화물 전체가 제거.

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와 같은 것이 프로그램에서 구현되도록 했다.

개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주요 알고리즘의 순서도를 에 나타내었Fig. 3.4.36

다 먼저 제시한 화학반응식 및 열역학 데이터를 입력데이터로 읽어 들인 후 전. ,

산 모사 과정을 거친다 전산 모사 과정은 사용후핵연료 봉을 피복관 절개하는 공.

정과 된 사용후핵연료를 분말형태로 만드는 공정 분말로 된 사용후Voloxidation ,

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는 공정 그리고 공정 후 생Metalization , Metalization

성되는 금속과 염화물에서 금속사이에 끼어 있는 소량의 염화물을 분리하여 폐기

물 처리하는 공정 순으로 진행된다Smel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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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입력데이터 읽기

전산 모사 실행

VoloxidationSlitting Metalization Smeltting

Image load

결과 Display

종 료

Fig. 3.4.36. Flow Chart of the Visualization Program for Simulating

the ACP Process.

2) 공정모사 알고리즘Slitting

공정에서는 핵연료 봉을 슬리팅하는 과정에서 소량이 손실되는Slitting

것으로 간주하여 손실되는 양을 변수로 선언하여 주어진 비율만큼을 손실된 값으

로 처리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나머지 양은 슬리팅되어 다음 공정인.

공정의 입력값이 된다Volxidation .

3) 공정모사 알고리즘Voloxidation

공정에서는 과 같은 가스에 해당되는 원소Voloxidation Kr, Xe, Zr, Br, I

들은 휘발되는 것으로 고려하여 그 외의 산화물에 대해서만 분말형태의 값을 얻

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정에서도 입력값이 분말 처리되지 않. Voloxidation 100%

고 특정 비율만큼은 손실된다고 가정하여 손실 양에 대한 비율변수가 이용된다.

특히 공정은 분말로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커서Voloxidation

UO2가 U3O8로 변환된다 그 외 산화물도. UO2와 같이 산소와의 추가반응에 의하

여 변환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실험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입력된

산화물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추후에 실험 데이터와 같은 기초.

자료가 얻어지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U3O8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얻어진 분

말은 공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송용기 등에 소량이 묻어 손실Metalization

된다 이 손실값 또한 변수로 선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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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모사 알고리즘Metalization

공정으로부터 이동된 분말형태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금속Voloxidation

전환공정의 전산모사는 환원법에 의한 금속전환 모사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사Li

용하였다 이 충분히 주어진 상태의 환원공정에서는 모든 산화물들이 금속. Li Li

또는 염화물로 전환되었지만 공정의 금속전환공정에서는 모든 산화물100% ACP

이 소량은 변환되지 않고 산화물 형태로 남아있고 그 나머지 양만이 금속 또는

염화물 등으로 변환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프로그래밍 하였고 이 비율부분을 변수

로 선언하여 사용하였다 공정모사 결과 생성되는 생성물은 환원. Metalization Li

법에 의한 금속전환공정 모사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공정의 특성대로 금속으로 전

환된 생성물과 염화물 등으로 전환된 생성물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생성물들의 사

용후핵연료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하도록 하였다.

5) 공정모사 알고리즘Smelting

금속전환과정에서 생성된 생성물 중에서 염화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일부

가 금속사이에 끼어서 딸려온다 그 일부를 공정에서는 대략 라 정의하였고. 2.3%

이 염화물을 금속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공정이 공정이다 의 염화물Smelting . 2.3%

을 분리할 때도 소량이 손실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손실비율을 변수로 선언하

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나. 가시화 알고리즘

가시화 프로그램의 초기 화면 구성을 에 제시하였다Fig. 3.4.37 . Fig. 3.4.37

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산모사에 필요한 데이터 입력을 위한 버튼을 윈도우 좌측,

상단에 위치시켰다 공정모사에 필요한 데이터는 입력데이터 화합물의 생성 깁스. ,

자유에너지 활동계수 등과 같은 사용후핵연료 산화물 및 기타 화합물의 열역학,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들이며 버튼을 클릭하여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 입력이 가능,

하도록 구성하였다.

일련의 공정모사를 위해 버튼을 클릭하면 단위 공정별 이미지가 좌측'Excute'

창에 나타날 수 있도록 창을 구성하였다 또한 단계별 공정결과를 보기 위한 버튼.

을 상부에 위치시켰다 공정모사 결과를 위한 그래프 디스플레이 창과 시트 창은.

화면 중앙 및 하단에 배치하였고 단계별 공정이 종료됨과 동시에 결과 그래프 및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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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공정별 결과 그래프 창

단위 공벙별 결과보기 버튼

단위 공정별 이미지 창

공정 모사결과 시트

입력데이터 버튼

Fig. 3.4.37. Main Window of the Visualization Program for Simulating the ACP Process.

에 제시된 윈도우의 레이아웃을 크게 좌측과 우측으로 구분하였으며 각Fig. 3.4.37

각의 을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에 제시하였다layout Fig. 3.4.38 .

Window

layout

WwButton Box

(Input data)

WwDrawing 1

(Slitting image)

WwDrawing 2

(Volox. image)

WwDrawing 3

(Matal. image)

WwDrawing 4

(Smelt image)

WwButton Box

(Free energy)

WwTable

(Result display)

WwDrawing

(Result display)

Left layout

WwButton Box

(Chemical eq.)

Right layout

WwButton Box

(Slitting)

WwButton Box

(Voloxidation)

WwButton Box

(Metalization)

WwButton Box

(Chemical eq.)

WwButton Box

(Smeltting)

Fig. 3.4.38. Components Constructing the Main Window of the ACP

Visualiz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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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 프로그램 성능평가

사용후핵연료의 공정에 대한 가시화프로그램을 실제 데이터에PWR ACP

적용하여 얻은 결과가 과 같다 이 가시화 프로그램은 공정에서Fig. 3.4.40 . ACP

이루어지는 그리고 과정을 시뮬레이Slitting, Voloxiation, Metalization Smelting

션 하도록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결과를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

였다.

1) 실증시험용 핵연료 데이터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실증시험용 데이터를 적용해 보았ACP

다 실증시험용 데이터는 사용후핵연료 배치를 대상으로 코드. ACP 6 ORIGAN 2

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용후핵연료 핵종량 데이터이다 에 이들에 대한. Fig. 3.4.39

선원항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배치 중 첫 배치에 대한 핵종량 데이터 및 이를. 6

산화물로 변환한 데이터를 에 제시하였다Table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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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9. Spent Fuel Composition Data Applied to the ACP Visualiz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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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0. Output Window of the ACP Visualiz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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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g rate(%) Mole number SF Oxides Mole number

U 95.89 80.59 UO2 71.039

Pu 0.8058 0.6729 PuO2 0.594

Xe 0.4813 0.7174 Xe 0.717

Nd 0.3775 0.521 Nd2O3 0.223

Ba 0.18 0.2619 BaO2 0.212

Ce 0.2198 0.3119 CeO2 0.254

La 0.1139 0.1639 La2O3 0.070

Cs 0.2175 0.3229 CsO2 0.261

Pr 0.1058 0.1501 Pr2O3 0.064

Mo 0.3126 0.6406 MoO2 0.482

Zr 0.3504 0.7522 ZrO2 0.560

Am 8.22E-02 6.82E-02 AmO2 0.060

Tc 7.31E-02 0.1476 TcO2 0.112

Ru 0.2001 0.3921 RuO2 0.299

Np 4.61E-02 3.89E-02 NpO2 0.034

Y 4.35E-02 9.78E-02 Y2O3 0.038

Table 3.4.9 Calculated Data of the Source Term with Origan 2 Code

and their Mole Values

2) 공정모사 결과분석Slitting

앞서 기술한 공정에 대한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Slitting Fig.

과 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에서 선언한 손실비율변수 값만큼을3.4.41 Table 3.4.10 .

제외한 값이 결과로 주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손실비율은 임의의 값을Slitting .

사용하였고 공정을 고려하여 변환할 수 있다Slit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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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1. Oxide Spent Fuel Data Obtained from the Slitting Procedure.

Oxides Mole Group Oxides Mole Group

Ag2O 0.004 NM Pr2O3 0.0716 RE

AmO2 0.0657 TRU PuO2 0.6169 TRU

BaO2 0.2468 FPS Rb2O 0.0368 FPS

Br2 0.002 FPS Rh2O3 0.0358 NM

CdO 0.0139 NM RuO2 0.3801 NM

CeO2 0.2836 RE Sb2O3 0.001 NM

CmO2 0.004 TRU SeO2 0.0129 FPS

CsO2 0.2746 FPS Sm2O3 0.0498 RE

Eu2O3 0.009 FPS SnO2 0.007 NM

Gd2O3 0.008 RE SrO 0.1582 FPS

I2 0.0169 FPS Tb2O3 0 RE

Kr 0.0736 VFP TcO2 0.1493 NM

La2O3 0.0786 RE TeO2 0.0647 FPS

MoO2 0.6308 NM UO2 70.3953 TRU

Nd2O3 0.2507 RE Xe 0.7273 VFP

NpO2 0.0368 TRU Y2O3 0.0468 RE

PdO 0.2428 NM ZrO2 0.7154 NM

Pm2O3 0.0001 RE

Table 3.4.10 Oxide Spent Fuel Data Obtained from the Slitting

Procedure and Thei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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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모사 결과분석Voloxidation

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공정모사를 실행한 결과Table 3.4.10 Voloxidaition

를 와 에 제시하였다 공정모사 알고리즘에서Fig. 3.4.42 Table 3.4.11 . Volxidation

설명했던 것과 같이 UO2는 U3O8로 변환되었고 이를 포함한 결과값들이 입력값의

일부를 손실한 상태의 산화물 형태로 얻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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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2. Oxide Spent Fuel Data Obtained from the

Voloxidation Procedure.

Reactants Mole Reactants Mole

Ag2O 0.004 PuO2 0.6163

AmO2 0.0656 Rb2O 0.0368

BaO2 0.2465 Rh2O3 0.0358

CdO 0.0139 RuO2 0.3797

CeO2 0.2833 Sb2O3 0.001

CmO2 0.004 SeO2 0.0129

CsO2 0.2743 Sm2O3 0.0497

Eu2O3 0.0089 SnO2 0.007

Gd2O3 0.008 SrO 0.158

La2O3 0.0785 Tb2O3 0

MoO2 0.6302 TcO2 0.1491

Nd2O3 0.2505 TeO2 0.0646

NpO2 0.0368 U3O8 23.4416

PdO 0.2425 Y2O3 0.0467

Pm2O3 0.0001 ZrO2 0.7147

Pr2O3 0.0716

Table 3.4.11 Oxide Spent Fuel Data Obtained from the

Voloxid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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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모사 결과분석Metalization

공정모사 결과는 공정모사 결과 얻어진 산화물Metalization Voloxidaition

양의 특정 비율만큼만 금속 또는 염화물로 전환되고 그 나머지는 산화물 형태로

남아 있는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공정모사 결과를 사용후핵연료의 특. Metalization

성별로 분류하여 저장한다 금속으로 전환된 핵종 중 에 해당되는 결. noble metal

과값을 에 제시하였고 금속으로 전환된 악티나이드 결과값은Fig. 3.4.43 Fig.

에 제시하였다 화학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산화물은 와 같다3.4.44 . Fig. 3.4.45 .

마지막으로 염화물 화합물 등으로 변환된 결과값은 과, Li Fig. 3.4.46 Table 3.4.12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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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3. Noble Metal Data of the Reduced Outcomes

Obtained from the Metaliz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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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4. Non-reduced Oxide Spent Fuel Data at the

Metaliz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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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6. Other Compounds Obtained from the

Metalization Procedure.

Products Mole Group Products Mole Group

Li2Se 0.000098 FP LiEuO2 0 FP

Li2Te 0.00049 FP PmCl2 0.000002 RE

CsCl 0.002079 FP SmCl2 0.000301 RE

BaCl2 0.001868 FP LiSmO2 0.000452 RE

RbCl 0.000557 FP LiCeO2 0.000294 RE

SrCl2 0.001198 FP Li3CeO3 0.001853 RE

EuCl2 0.000131 FP Li3NdO3 0.003797 RE

Eu 0.000004 FP - - -

Table 3.4.12 Other Compound Data Obtained from the

Metalization Procedure and thei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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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언4.

실증시험에 적합한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ACP , ACP

단위공정별 핵물질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개발하였다 금속전환.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정은 아직 실험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임의의 비,

율로 핵물질이 손실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금속전환공정은 깁스자유에너지,

값을 기준으로 핵종별 반응진행과정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학.

적인 구조나 미시적인 화합물의 접근과정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고 전기적인,

영향도 고려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파이로 공정에 대한 핵물질 흐름분석을.

위한 전산코드를 개발할 때 이와 같은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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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공정물질 특성 분석5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공정물질 특성 및 금속전환체 산화특성 분석1.

가 각 공정별 공정시료 채취 방법 및 절차분석.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세라

믹형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환하여 관리부피를 줄이고 고방열성핵종들을 선

별적으로 분리하여 냉각부하를 줄일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

공정개발 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ACP) .

이 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물질의 성분 및 재료특성 분석 방안확립의 일

환으로 각 공정별로 발생되는 UO2, Hull, U3O8, LiCl-Li2O, Metal Powder,

등에 대한 를 분석하였고 공정물질의 종Metal Ingot Mechanical work flow

류별 특성에 맞는 시료 분석을 위해 기존 공정의 조사시료 이송 및DUPIC

금속조직시험 절차 및 조사재시험시설의 차폐형 시험 절차 조사후시EPMA ,

험시설의 시험 절차 차폐형 에 대한 시험 절차를 분석하였다Hot cell , SEM .

공정물질 전반에 대한 파괴분석 시험기술 확립을 위해 PIEF, IMEF,

등 관련 시험시설에 대한 기술계통 및DUPIC, AECL Inspection and Test

을 분석하여 분류절차를 작성하였다Plan(ITP) sample .

금속우라늄 산화실험실내 에서 물질이동 기록(R&D KMP) (MBA) ,

관리 및 공정물질에 대한 시료 절단 가공 제염등의 관리 절차를Inventory / ,

수립하였고 현재 시설 및 실험실에서 발생되고 있는 금속전환, Mockup RI

공정 시험용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에 대한 비방사성 예비 분석시험을(NU)

수행하였다.

또한 각 공정별 시료에 대한 금상학적 시험방법 및 절차 수립을 위하여

각 단위공정 마다 발생되는 시료를 차폐형주사전자현미경Batch Sampling

및 분석시 핫셀에서의 표면 정밀분석 요건에 맞게 제조하기 위해 필EPMA

요한 시료제조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와 같은 관리 절차는 아직까지 방사성,

금속전환 공정물질은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차후 시험에서 발생될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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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금속전환 공정물질에 대한 재료특성 시험 및 핫셀에서의 원격 취급

시험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료 채취를 위한 도구 선정 및 도구 보관위치 보관함 선정 분말시료에, ,

대한 시료 채취용기 결정 파괴 시험 시편에 대한 위치선정 및 절단위치 표,

시등 에 대한 샘플 시료 절단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시료 절단장Metal Ingot ,

치 및 채취도구 활용 관련 적합성 및 시료 절단 작업 수행 시료 포장 방법,

과 시료 이송 절차 잔류 폐기물 처리 등의 공정물질 채취 관련 절차를 분석,

하였다.

조사후 시험시설 내에서 수행되는 금속조직 시험 및 성분분석 시Hot cell

험을 위해서는 Micro cutting(3mm, 1mm, 0.5mm), Hot mounting(Resin),

등의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며 기존 정리된 이Grinding, Polishing, Etching

들 작업에 대한 절차에 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물질에 대한 시료 분ACPF

석을 위해서 정리된 절차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작성하였다.

에 조사후시험시설의 각 셀에서 분류된 시료는 샘플 준비과정에Fig. 3.5.1

서 절단 연마 연삭등의 과정을 거쳐 밀도 감마스캐닝 거시조직 미시조직, , , , ,

시험등과 같은 각각의 시험 장치가 있는 장소로 이송되어 시험이 수행되는

절차를 나타내었다.

에는 샘플시료의 경우 조사시료와 비조사시료로 분류되어 화학Fig. 3.5.2

분석과 조사재시험시설 및 조사후시험시설의 핫셀에서 각각의 시험을 수행

하는 절차를 나타내었고 특히 조사후시험시설 부품창고 금속산화실험실의

절단작업 차폐형주사전자현미경실로 운반된 시료에 대한 미세표면 분석과,

정성 정량분석등의 시험을 수행하는 절차를 나타내었다, .

에는 각 공정별로 발생되는 시료의 파괴Fig. 3.5.3 Fig 3.5.5 sampling～
분석을 위한 시료제조 준비를 위해 절단 고정 연마 연삭 부식(sectioning), , , ,

가공 방법에 대한 각각의 절차도 및 금상학적 분석절차를 작성하였다.[3.5.1]



- 167 -

핫셀에서의 샘플 분류 체계Fig. 3.5.1.

분류절차Fig. 3.5.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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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절단 체계Fig. 3.5.3.

시료 고정 절차Fig.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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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시료 연삭 및 부식 체계Fig. 3.5.5.

나 공정물질 파괴분석 방안확립.

공정물질에 대한 파괴분석 방안확립의 일환으로 시설 및 실험실에서Mockup RI

발생된 금속전환 공정 시험용 의 미세구조 및 원소분포를 분석하기NU metal powder

위해 시료 분류체계에 따른 분석시료를 제조하여 핫셀 에서 소형PIEF lear door

에 담아 시료 이송절차에 따라 주사전자현미경실로 이송하여 분석시험을Padirac cask

수행하였다.

금속전환 반응용기 마그네시아 도가니 의 파괴분석 시험을 위해 조사후시험시설 부( )

품창고 금속산화실험실에서 도가니를 분쇄하여 시료 준비 절차(Sample preparation)

에 의해 제작한 후 의 차폐형주자전자현미경실로 이송하여 시료의 전도성을 위PIEF

해 카본 코팅하였다.

표면 분석을 통해 도가니와 반응한 및 의 침투현상 및 원소함량을 분석한DU NU

결과 은 마그네시아 도가니와 반응하지 않아 도가니 표면에서만 이 검출되었고U U

도가니 내부로는 침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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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각 마그네시아 도가니를 파괴 사진 마그네시아 도가니Fig. 3.5.6 ~ Fig. 3.5.9 ,

시편 표면분석 결과 및 성분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SEM WDS .

각 공정별로 발생되는 시료에 대한 표면 정밀분석을 위해Sampling Hot

에서 차폐형 까지 시료 이송 절차 및 각 분석 장비에 대한 유지cell SEM lab.

보수 및 제염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마그네시아 도가니Fig. 3.5.6. 마그네시아 도가니 시편Fig. 3.5.7.

표면 분석 결과Fig. 3.5.8. SEM (×900) 성분분석 결과Fig. 3.5.9. WDS

과 구역간에 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접착식 비(1) SEM lab intervention

닐시트를 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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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관되어 있는 시료 운반용 소형 를(2) SEM lab padirac cask PIEF

층 의 위치로 운반한다1 9409 hot cell rear door .

의 에 소형 를 접속한 후 체결볼(3) 9409 hot cell rear door padirac cask

트를 고정시킨다.

의 및 소형 의 차폐문을 연다(4) 9409 hot cell rear door padirac cask .

소형 의 중앙부에 있는 시료 홀더를 에 밀어 넣(5) padirac cask hot cell

는다.

로 준비된 시편을 소형(6) 9409 hot cell manipulator SEM padirac cask

시편 홀더에 넣는다.

시편 홀더를 소형 의 중앙부에 밀어 넣는다(7) padirac cask .

소형 및 의 차폐문을 닫는다(8) padirac cask rear door .

소형 의 표면 및 외부선량율을 측정하여 오염되었을 경(9) padirac cask

우 제염한다.

소형 의 체결장치를 풀고 오염확산방지용 비닐시트가(10) padirac cask

깔린 통로를 따라 으로 이동시킨다SEM lab. .

측면의 체결장치에 소형 를 접속시킨 후 체(11) SEM lab padirac cask

결볼트를 고정한다.

및 소형 의 차폐문을 연다(12) SEM lab. padirac cask .

소형 의 중앙부에 있는 시료 홀더를 밀어넣는다(13) padirac cask .

시료 홀더에 있는 시편을 로 꺼낸다(14) SEM lab. manipulator .

시료 저장랙을 열고 시편을 담은 후 시편의 보관위치를 기록한다(15) .

오염 확산방지용 비닐시트를 제거한다(16) .

소형 이동시 주변이 오염되었는지 확인하고 주변이(17) padirac cask

오염되었을 시에는 제염작업을 수행한다.

에 차폐형 주사전자현미경의 유지보수를 위(18) Fig. 3.5.10 Fig.3.5.12～
하여 냉각장치 원격조종기 인출장치 원격조종기 탈부착장치SSEM , , Tong

등을 제작하여 준비하였다.



- 172 -

냉각장치Fig. 3.5.10. SSEM 원격조종기 인출장치Fig. 3.5.11. 탈부착장치Fig. 3.5.12. Tong

다 금속전환체 산화특성 분석.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세라

믹형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환하여 관리부피를 줄이고 고방열성핵종들을 선

별적으로 분리하여 냉각부하를 줄일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

공정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공정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ACP) .

금속전환체는 상온에서도 표면산화가 진행될 정도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

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최종 단계인 공정을 거치. Smelting

지 않은 금속우라늄분말을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에서 금속우라늄 산화실(RI)

험실 로 이송하였다 에 시설에(R&D KMP) . Fig. 3.5.13 Fig. 3.5.16 Mockup～
서 금속전환하여 발생된 금속전환체인 에 대한 성분NU fine metal powder

및 재료특성 분석을 위해 이송된 금속전환체를 를 이Arc melting furnace

용하여 으로 주조하였으며 다이아몬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및 가Ingot ,

공한 후 산화특성 및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3.5.2 3.5.3]～
금속분말의 제작은 반응로 내부의 온도가 이상의 고온으로Ingot 2000 ℃

상승하면서 금속분말 표면이 급속하게 세라믹 형태로 전환되어 용융점NU

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표면 산화현상을 줄이기 위해 10-4 이하의Torr

고진공상태에서 분위기로 수행하였다 주조된 은 다이아몬드 절Ar gas .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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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를 이용하여 정도로 절단 및 가공하였으며 아세톤에 세470 ~ 550 mg ,

척한 후 건조하여 준비하였다.

에 의 산화시험 결과와 기존의 실험결과Fig. 3.5.17 Fig. 3.5.19 NU metal～
인 시험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아래에DU metal, U-alloy , NU powder

를 잉곳으로 제조한 후 절단한 시료의 모습과 에서의 산화시험 모습250 ℃
을 나타내었다.

시료에 대한 실험은 순도 의 순수 산소분위기로99.999 % 200 ~ 300℃ ℃
온도구간에서 실험 장비는 를 사용하여 산화거동 시험을 수TA-2050 TGA

행하였다 실험시간은 각 시편당 시간 동안 수행하였으며 산화율은 시편. 48 ,

의 초기 무게에 대한 무게증가율로 정의하였다.

에 시료의 실험 결과 에서는 시료의 모양은 변화가Fig 3.5.20 NU 200 ℃
없고 표면 산화만 진행되었고 에서는 시료의 원형은 유지되었으나, 250 ,℃
시료 외부에서 약간의 산화분말이 생성되었으며 에서는 시료 표면으, 300 ℃
로부터 산화막이 떨어지고 산화분말이 형성되었다.

시험 후 시편에 대한 미세성분 및 조직을 등을 통해SEM, EPMA, XRD

시료에 대한 점 분석 결과 의 분포는 정도Point( ) (Fig. 3.5.21) U 64 ~ 66wt%

로 고르게 산화가 진행되었으며 분석결과 공정에서 발생된, XRD Mockup

의 실험결과 보다 산화율이 높게 나타났다NU Ingot .

에 대한 산화시험은 를 이용하여 에서 건조NU Ingot TGA 200, 250, 300 ℃
공기분위기로 수행하였으며 구해진 산화율 과 이에 대한 산화속, (Fig. 3.5.22)

도식을 아래와 같이 구하였다.

산화율NU Ingot : k = 3.5×10 4 exp
( - 19,000

RT )
[wt %/h ]

활성화에너지(A.E) = 19.00 [kcal/mol]

타 연구자들의 산화율 및 활성화에너지 를 비교하였고 또한(Table 3.5.1)

에 각 시료에 대한 온도별 산화증가 경향을 나타하였다Fig. 3.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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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3. NU metal powder 제조Fig. 3.5.14. NU Ingot

절단 시료Fig. 3.5.15. NU Ingot 산화시료Fig. 3.5.16. NU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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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거동 시험Fig. 3.5.17. (250 )℃

산화거동 시험Fig. 3.5.18.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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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거동 시험Fig. 3.5.19. (300 )℃

온도별 산화거동 시험Fig. 3.5.20.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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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O

U

36.13 wt%

63.87 wt%

P2
O

U

33.62 wt%

66.38 wt%

P3
O

U

35.72 wt%

64.28 wt%

P4
O

U

35.55 wt%

64.45 wt%

분석결과Fig. 3.5.21. EPMA Point

산화율Fig. 3.5.22.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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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Temp.( )℃ Materials A.E(kcal/mol)
McGillivray 40 350∼ U metal 16.00
Bennett 50 100∼ U metal 18.50
Bennett 100 300∼ U metal 20.20
Ritchie 40 300∼ U metal 18.30
Baker 98.5 200∼ U metal 22.50

Colmenares 117 177∼ U metal 21.86
G.S.You 150 340∼ U metal 14.20
G.S.You 183 250∼ U-Nd alloy 18.60
Matsui 150 230∼ U-Zr alloy 23.97
Rama Rao 350 527∼ U-Zr alloy 34.80
G.S.You 200 350∼ U-Zr alloy 23.34
J.S.Ju 200 300∼ DU metal 16.10

This study 200 300∼ NU metal 19.00

활성화에너지 비교Table 3.5.1.

각 시료별 온도에 대한 산화증가 경향Fig. 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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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전환 공정물질 물리 화학적 특성분석2. ,

가 공정물질 분석시료 채취 및 제조.

를 이용한 차세대관리 금속전환 공정 부식억제용Induction furnace

제조 시험을 수행하였다 제조시 사용된 합금은 합금Ingot . Ingot Ni-Cr-Fe ,

함량 조절 첨가 합금 첨가 합금등을 주조하였으며 제Ni base Ingot, Si , Co ,

조된 이들 에 대한 합금을 절단하여 분석 시료로 만드는 제조시험을 수Ingot

행하였다 시험 조건은 유도로의 용탕 온도를 까지 유지하여. 1800 ℃
이 되면 에 하여 주조하였다 이때 진공 챔버의melting carbon mold tilting .

진공도는 10-2 를 유지하였으며 를 충진하여 제조시mTorr , Ar gas Ingot

재료의 고온 산화를 방지하였다.

차세대 금속전환공정 발생 용탕도가니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 고Inactive

정 및 연마 연삭을 수행하였으며 제조된 분석시료에 대한 미세표면 정량분, ,

석을 수행한 결과 과 용해용 용탕도가니 표면에는 이 침투되지 않은U U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용탕내부의 반응온도가 높아 이상 공정. (1400 )℃
운전중 의 표면이 산화되어 세라믹 용탕도가니와 반응이 되지 않은 것으U

로 판단되었다 미세표면 분석 결과 를 제외한. SEM/EDS (Fig. 3.5.24) MgO

의 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의 산화거동 시험에 대한 분석결과를U NU XRD

에 나타내었다Fig. 3.5.25 .

용탕도가니 표면분석Fig.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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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거동 시험후 분석 결과Fig. 3.5.25. U metal Ingot XRD

나 핵연료 물질 사용 인허가.

공정물질 분석시료 제조를 위한 핵물질 취급시설 사용 인허가를Inactive

위해 핵연료 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목적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였다.

사용목적(1)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공정물질 시료 제조 및 재료 특- ACP( )

성시험.

공정물질 분석 시료 제조ACP Inactive Sample .◦
우라늄 금속 및 공정 모사 우라늄 합금 제조 시험 수행ACP Ingot .◦
우라늄 및 우라늄 합금 재료특성 시험 수행Ingot .◦
UO◦ 2 산화물 특성 시험 수행.

방법(2)

연구 배경-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점들 중◦
하나는 원자력 발전시 타고 나온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도 경제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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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 중 하나로 개발되고 있는 사.

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개발은 현재 단계를 성공리에 마친 상태이며1 , 2

단계 연구는 차세대관리공정의 실증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차세대 원자력 발전분야에도 공헌함으로서 국가의 에,

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원자력기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개발의 완성을 위한 실증시설 보완 및◦
저장성 평가 연구는 차세대관리공정의 최종단계인 실제 사용후핵연료에 대

한 핫셀 내에서의 실증을 위한 필수시설의 확보 및 이 공정으로부터 생산되

는 최종 산출물인 금속전환체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관리키 위한 저장성

평가연구로 차세대관리 공정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 및 연구이다.

이러한 차세대관리 공정개발은 단계의 실증시설을 통한 그 안전성과2, 3

경제성이 입증된 후에는 산업체로의 빠른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이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원자력발전국들로의 관련 기술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이미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저장시설들을 보유하◦
고 관련기술들을 기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사,

회적인 여건조성의 미비로 아직까지 관련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원자력국들은 실제 장기저장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

과 관련된 실질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더 나은 저장방법 및,

더 장기간의 저장에 따른 안전성 연구에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공정발생 금속전환체에 대한 장기 저장 안정성 기술확보 차원에서ACP

사용후핵연료특성계량화기술개발 과제에서는 모의 금속전환체를 제조하여“ ”

산화거동시험 및 특성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정발생, ACP

시료에 대한 분석을 위한 시료 제조 시험을 통해 장기 저장Inactive Sample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시험을 수행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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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장치(3)

진공 아크 용해로- (Vacuum Arc Furnace)

제조장치 일반금속DU, NU Ingot : DU metal, NU metal powder,◦
등을 혼합하여 으로 변환Metal Ingot .

진공 유도 가열로- (Vacuum Induction Furnace)

등을 제외한 일반금속의 제조DU, NU Ingot◦
열중량분석기- (Thermogravimetric Analyzer)

시료 산화거동 시험DU, NU Ingot◦
다이아몬드 절단기- (Diamond Cutting Machine)

절단DU, NU Ingot◦

실험 방법(4)

제조 시험- DU, NU Ingot

아크용해로 메인 전원스위치 ON◦
아크용해로 챔버에 등을 에DU, NU metal powder Copper hearth◦

넣음

압축기에서 압축공기 만들어진 후 아크용해로의 Pneumatic valve◦
에 공급

순환냉각장치 가동 가동, Rotary pump, Diffusion pump◦
챔버를 고진공 이하 으로 유지(10-4 torr )◦
고순도 충진후 아크 방전하여 제조Ar gas Ingot◦

일반 금속합금 제조 시험- Ingot

유도가열로 메인 전원스위치 ON◦
유도가열로 용탕도가니에 일반 금속을 넣고 챔버를 닫음◦
용해로 챔버를 진공 이하 으로 유지(10-2 torr )◦
고순도 충진후 공급Ar gas Power◦

조절기에서 내외로 를 적절히 조Induction power 5 ~ 50 %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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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여 공급함.

용탕의 상태를 투시경을 통해 관찰한 후 를 이용하여Tilt lever◦
에 부음Mold

자연냉각 될 때까지 약 시간 정도 후 진공을 풀고 제조 상태4 Ingot◦
를 관찰함

열중량분석기 를 이용한 산화거동 시험- (TGA)

으로 제조된 시료를 다이아몬드 브레이드를 이용하여 절단Ingot◦
절단된 시료를 의 에 넣고 뚜껑을 닫음TGA sample pan◦
시험온도 범위 미만 에서 가열하여 산화거동 시험을 수(150~1000 )◦ ℃

행

실험 변수(5)

실험온도 실험분위기 공급가스의 유량 실험온도에서의 유지시간 등- , ,

실험공간 및 필요- utility

실험공간에 필요한 장치 및 배열은 다음과 같음.

아크용해로 장치 : 130 cm x 60 cm◦
아크용해로 조절장치 : 60 cm x 70 cm◦
순환냉각장치 : 80 cm x 150 cm◦
인덕션 용해로장치 : 110 cm x 100 cm◦
인덕션 용해로 조절장치 : 60 cm x 60 cm◦
실험대 및 전자저울 : 90 cm x 180 cm◦
시료보관 진열대 : 120 cm x 40 cm◦
컴퓨터 작업대 : 90 cm x 75 cm◦

실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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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내 용

‘06 ‘07 ‘08 ‘09 비고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 실험장치 제작 및 설치

시료 절단 실험Sample◦ 년2010
이후는

제조Ingot◦ 실험 재고관리
예정임

산화거동 실험TGA◦

핵연료 물질의 종류(6)

DU metal◦
및NU metal powder UO◦ 2

핵연료 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장소(7)

조사후시험시설 부품창고 호- 101 (Fig. 3.5.26 Fig. 3.5.27)～
핵물질 출입시설 내에 를 갖춘 배기시설 장치Pre filter, HEPA filter◦

를 설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배기시설 장치로 제작된(Fig. 3.5.28) . Filter

내 외부에 대한 성능 시험 결과 억제력이 우수하housing , DUP Penetration

였다.



- 185 -

조사후시험시설 부품창고 오염검사시설Fig. 3.5.26.

조사후시험시설 부품창고 호Fig. 3.5.2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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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내 외부 구조 및 성능시험Fig. 3.5.28. Filter Housing , DUP (ATI)

핵연료 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예정기간 및 연간 사용 또는 소지의(8)

예정량

핵물질 종류 물리적 상태 화학적 상태 소지 예정량
DU 금속 금속분말 산화물, , U, UO2, U3O8 미만500 g
NU 금속 금속분말 산화물, , U, UO2, U3O8 미만4.5 kg

사용후 핵연료 물질의 처리방법(9)

고체 폐기물-

진공 챔버 내부의 제염시 사용한 비닐장갑 제염지등의 고체폐기물,◦
이 발생되며 이는 수집통 에 일시 저장하며 물질의 양을 기, (stainless steel) ,

록 관리.

액체폐기물-

실험 수행중 일시적으로 액체폐기물이 발생될 수 있으나 실험수행◦
후 액체폐기물은 자연 건조되어 고체폐기물로 전환되므로 액체폐기물은 발

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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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폐액 처리-

진공 펌프의 오일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 실험 후 발생된 진공펌프 오일등을 화학분석하여 오염정도를 체크하고

재사용 가능한 오일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유기폐액 수집통

에 넣어 연구소 방사성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기타 폐기 처리방법-

연구소 방사성 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사용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10)

위치 조사후시험시설 부품창고 호- : 101

건물-

바닥은 견고한 콘크리트위에 타일 처리되어 침수 우려가 없으며 오,◦
염물질의 침투방지와 제거를 용이하게 하였음.

벽면은 아이소 월로 다른 실험실 공간과 차단이 되도록 하였음- .◦
작업자 출입구에는 작업복 장갑 및 마스크 덧신 등을 갖추고 작업, ,◦

화를 교체하여 신을 수 있도록 하며 방사선계측기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의,

복 신발에 의한 오염가능성을 방지할 예정임, .

실험실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으로 시건장치가 설2◦
치되어 있으며 실험실의 출입은 본 연구과제의 방사선작업 종사자외에는 출,

입을 금함.

공급 설비 없음(11) Utility :

환기 설비- (Fig. 3.5.29 Fig. 3.5.30)～
실험실은 이중 알미늄 섀시로 창문이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창3 ,◦

문이 흡입구의 역할을 하며 공기토출구에는 및 를 설Pre-filter HEPA filter

치하여 실험실 내부공기의 배출에 의한 외부 환경으로의 오염이 없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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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 설치된 배기시설의 경우 실험실 공간의 은, Volume◦
로3.8m×6.8m×3.2m 83m3 이고 설치된 의 유량은Air ventilation fan(motor)

50m3 으로 실험실 사용전에 배기 설비를 가동하여/min Pre filter, HEPA

를 통해 내부공기가 배출되도록 설계하여 실험실 내부의 공기는 기준filter

치 이하로 유지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기시설Fig. 3.5.29. 필터 케이스Fig. 3.5.30. HEPA

저장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저장능력(12) /

감손 우라늄 또는 천연 우라늄의 저장함은 또는 플라스Glass vial◦
틱 함에 담겨 있으나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인 철재함으로도 충분한

차폐가 가능하여 별도의 차폐시설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폐기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13) /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할 예정임.◦

다 부식억제용 재료 특성 분석.

고온 용융염 취급 장치 재료의 내식성에 관한 연구를 위한 차세대 금속

전환공정 부식억제용 재료특성 분석을 위해 기 개발된 합금Inconel 713 LC

강에 대한 순수 산소분위기에서 산화시험을 수행하였다 기존 재료와의 비교.

검토를 위해 내열합금으로서 내산화성이 뛰어난 물질들로 알려져 있는 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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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강 같은 재료들을 같은 조건에서 시험304L, Inconel 600, Incoloy 800H

한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재료가 시험온도인Inconel 713 LC 650 850℃～
구간에서 내산화성이 가장 우수하였다.[3.5.4]℃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저장 관리,

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 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해“ ”

오고 있다 이 공정은 기존의 세라믹형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환하여 부피를.

줄이고 고방열성 핵종들의 선택적 분리를 통하여 냉각부하를 줄일 수 있다, .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의 공정은 고온용융(ACP) Li-Reduction

염을 취급하는 전해환원공정으로 양극에서 산소가 발생하는 산화성분위기이

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반응기 재료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650 ℃
이상의 고온에서 부식성이 강한 용융염 상에서 반응이 이루어지고 사용후핵

연료의 취급을 위해 핫셀내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정의 안

정적인 조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고온에서의 부식환경에 견딜 수 있는 내부

식 재료의 선정을 위한 재료개발이 필요하다.

고온 용융염 취급장치 재료의 내식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국내산 스텐레

스강 고온 내열합금 및 금속에 대한 고온 용융염 분위기에서, Inconel 800H

의 부식거동 시험을 수행한 바 있으나 기존의 모든 내열합금들은 의 농도, Cr

가 높아 혼합 용융염에서 부식 속도가 직선속도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고온

용융염 취급장치의 구조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에 기 개발된 합금강에 대한 내산화성을 알아Fig. 3.5.31 Inconel 713 LC

보기 위해 순수 산소분위기에서 산화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재료와의 비,

교 검토를 위해 내열합금으로서 내산화성이 뛰어난 물질들로 알려져 있는

스텐레스강 와 같은 재료들을 같은 조건에304L, Inconel 600, Incoloy 800H

서 시험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내산화성 재료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자 나타내었다.

산화시험 장치는 사 미국 의 를 사용하여TA Instrument ( ) TA-2050 TGA

수행하였다 의 시험분위기는 정밀 로 구성된 별도의. TGA Gas Flow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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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기체는 순도 인 순수Gas Flow System , 99.999 ％
산소기체를 분당 로 공급하여 다른 불순물에 의한 실험변수를 최대100 ml

한 줄였다 시험온도 조건은 에서 수행하였다. 650 , 750 , 850 .℃ ℃ ℃
시편 제작은 시료를 다이아몬드 정밀 절단기로 절단하여 약 80 100 mg～

무게를 가지도록 하였다 실험시간은 각 시편당 시간 동안 수행하였으며. 48 ,

산화율은 시편의 초기 무게에 대한 무게증가율로 정의하였다.

에 합금에 대한 에서의 실험Fig. 3.5.32 Inconel 713 LC 650 ~ 850℃ ℃
결과 모두 초기 산화거동시에만 약간의 무게증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시료

의 모양은 전혀 변함이 없고 시료 표면만 검게 산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

였으며 특히 에서의 산화거동시험에서는 시간 산화시험 후부터, 650 8℃
되어 무게증가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고온용융염 분위기Saturation .

에서의 내부식 특성이 뛰어난 것으로 앞서 실험한 다른 내산화성 시료인 기

존 내열 합금들보다 내산화성에 있어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험 후 시편에 대한 미세성분 및 조직을 등을SEM, EDS, XRD(Fig. 3.5.33)

통해 관찰하였다.

앞으로 기 개발 합금들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내용융염 부식특성 뿐만 아

니라 내산화성에 있어서도 기존 재료와 비교할 만한 특성을 갖도록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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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산화성 합금의 산화결과 비교Fig. 3.5.31.

Fig. 3.5.32. Oxidation Behavior of Inconel 713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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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의 산화거동 시험후 분석 결과Fig. 3.5.33. Inconel XRD

방사성 금속전환 공정물질 성분 및 재료특성 분석3.

가 차폐형 주사전자현미경 성능 개선.

금속전환 공정물질 핵특성 분석 기술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차폐형 주사

전자현미경을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차폐형 제염 및 실시. SEM overhaul ,

설치하였고 의 를 로 전환하는 작업을BSE Detector , IGP Pump W-Mode

수행하였으며 또한 설치, Image Card(Coreco Board) , MCCB(Microscope

설치Control Computer Board) , PLCB(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설치 을Board) , SCDR(Scan Coil Driver), LNGN(Line Generator) testing

실시하여 설치 완료하였다.(Fig. 3.5.34)

내부 각종 진공 밸브 인출입 제어보드의 이니셜 명칭(1) ,

- PLCB (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Board), PVP (Pre-Vacuum

Pump) , ODP(Oil diffusion Pump) , VIB (Vacuum Interface Board) ,P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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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cuum Gauge)

에서 업그레이드된 의 명칭(2) MCCB chip

기존의- EPROM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

를 사용하는 장비에서 빼내서 내부의 을 내WINDOWS NT PROGAM CHIP

부에 복사 기억시킨 것이다 이것은 장비 내부의 마더보드의 역할을 하는 것.

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내장되며 이것은 차후 장비의 의 편리성이upgrade

띄어나고 접속 동작의 속도가 높고 안정적이기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

의 용도(3) Cable Coreco-VGA

을 장비의 처리 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VGA signal image board–
하면 기존의 방식에서 되어 된 것을 장착하였다modified upgrade .

수리의 구체적인 내용(4) LNGN

에서는 의 변경에- LNGN(Line generator) board slow scan , TV scan

따라 영상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에image board Signal(X Shift signal ,

을 발생하는 주는 중심이 되는 로서Vertical line, point mode) board SYNG

(Synchronization Generator), MDRV(Monitor Driver), FRGN(Frame

Generator), NLIM(Noise limiter), SCDR(Scan coil Driver),

등의 각각의 에 영향을 준다UDTB(Universal Detect Board) board .

신호 처리 방식이 되면서 회로 내부의- Image upgrade Chip(TR –
콘덴스 들 간의 신호 처리에 대한MAT02 , C547C, C235 .. IC-AD OP07 , )

수정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회로에 나와 있는 의 이 라BCY87 TR MAT02

는 로 변경되면서 그 주위의 관련 저항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조금식TR IC

변경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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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형 제염 및Fig. 3.5.34. SEM MCCB, PLCB Board Upgrade

실증시설 단위공정 발생 재료특성 분석을 위하Inactive NU metal powder

여 시료를 채취하여 고정 연마 연삭 부식 공정을 거쳐 정량분sample / / / EPMA

석을 수행하였다.

현재 차폐형 주사전자현미경에 설치되어 있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X

선의 에너지를 검출하는 에너지분산 분광분석(Energy Dispersive X-ray

장비는 감마선의 영향으로 핵연료 시편에 대한 정량분Spectroscopy : EDS)

석을 수행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브라그 회절을 이용하여 선의 파장을 검X

출하는 파장분산 분광분석(Wavelength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어 차후 사용후핵연료 및 공정물질 핵연료WDS)

시편에 대한 표면분석 및 정성 정량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Fig.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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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형 주사전자현미경 성능 개선Fig. 3.5.35.

나 소량의 핵연료 시편내 핵물질 계량 가능성 타진을 위한 중성자 측정시.

험

핵연료 취급시설에서 핵물질 계량은 핵투명성 차원 및 안전조치 측면에

서 볼 때 필수적이며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핵연료처리시설, .

에서 핵물질 계량 방법은 중성자측정 감마선분광분석 열량측정, , ,

등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적인 방법이 다양하다 그러나 듀K-Edge/K-XRF .

픽공정 공정 등 건식공정에서의 핵물질 계량은 습식재처리 공정에서의, pyro

핵물질 계량 방법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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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공정에서는 거의 모든 핵분열 생성물이 제거되지만 건식공정에서는

일부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분열 생성물이 잔존한다 이러한 핵분열 생성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핵물질 계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펠렛보다 작은 소량의 핵연료 시편에 대한 핵물질

계량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실제 극소량의 핵연료 용해시료를 대,

상으로 중성자 측정 가능성 시험을 수행하였다.[3.5.4]

측정대상 시료는 울진 호기에서 연소한 집합체 연료봉에서 절단-2 K23 /M04

한 시편 질량 으로서 화학분석을 하기 위하여 질산용액에 용해된#1 ( : 0.668g)

것이며 이 용해시료의 질량은 이다 본 측정시험에서는 개의 용해시, 50.871g . 2

료를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희석시키지 않은 원래의 용해시료 중 을, 0.017g

취출한 시료 용액 중 핵연료 함유량 이며 다른 하나는 원래의 용( : 0.223mg) ,

해시료 중 을 취출하여 의 질산으로 희석시킨 후 그 중0.664g 32.935g , 0.017g

을 취출한 시료 용액 중 핵연료 함유량 이다( : 4.501µg)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핵연료 용해시료에 대한 중Table 3.5.2

성자 측정시험 결과 핵연료 함유량이 인 핵연료 용해 원액시료는, 0.223mg

미약하나마 자연방사능 보다 높은 수준의 중성자가 검출되었으나 반면에 핵,

연료 함유량이 인 희석시료에서는 자연방사능 수준과 거의 유사한 값4.501µg

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유추해 볼 때 연료봉에서 절단한 시편의 약 만분의, 3 1

인 의 핵연료 용해시료에서 방출되는 중성자가 검출된다는 것은 그0.223mg

이상의 핵연료를 함유하고 있는 핵연료 시편에서는 중성자 측정이 가능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정 자료는 앞으로 소량의 핵연료 계량장치를 개.

발하는데 기본 설계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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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olved Spent Fuel Sample Measurement

Sample Type Non-diluted Diluted Cm-Am
*

Singles Rate, n/s 0.852 0.590 0.590

Background, n/s 0.588 0.588 0.588

핵연료 용해시료 용액 및 전착시편에 대한 중성자 측정값Table 3.5.2.

각 측정값은 회측정 평균값이며 시편은 핵연료 용해시료에서* 3 , Cm-Am

분리하여 알파 측정을 위해 전착한 시편임

다 차폐형 장비 유지보수 및 제염. SEM/EDAX

박스 교체 및 감압시험- Filter

차폐형 주사전자현미경의 글로브박스 상부에 설치되어 있던 필터 박스

의 교체 작업 및 필터 교체후 마노미터 차압(Fig. 3.5.36 Fig. 3.5.37) HEPA～
유지시험 을 수행하였다 필터 박스의 노후로 인해 글로브박스(Fig. 3.5.38) .

지점의 두 부분을 모두 교체하였는데 교체 후 차압유지시험에서는In/Out

정상적인 감압이 유지되었다.

또한 차폐형 주사전자현미경의 항온 항습을 위해 항온항습기(Fig. 3.5.39)

를 수리하여 설치하였다 항온항습기는 배수장치의 노후로 인해 응축수를 옥.

외로 배출하지 못하여 배수 펌프를 교체하고 배수관의 라인을 플러싱하여

응축수의 배출을 원활하게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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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박스 교체Fig. 3.5.36. (I) 필터박스 교체Fig. 3.5.37. (II)

마노미터 유지시험Fig. 3.5.38. 항온항습기 수리Fig. 3.5.39.

공정의 공정을 거친 금속전환 공정물질의 샘플시료를- ACPF Smelting

채취하여 분석시험을 수행하였다.

에 공정에서 추출한 샘플시료의 분석Fig. 3.5.40 41 smelting SEM/EDS～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는 과정에서의 용융염이 공정의 온도 제어 기능 손상Smelting

으로 인해 잔류 용융염인 이 존재하여 메탈화가 건전하게 진행되지 못하Cl

였으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세라믹화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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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t% Wt%

O 68.05  

Cl 17.24 50.43

U 14.70 49.57

Total 100 100

분석 결과Fig. 3.5.40. SEM/EDS (I)

Element Wt% Wt%

O 59.28  

Cl 23.57 54.69

U 17.15 45.31

Total 100 100

분석 결과Fig. 3.5.41. SEM/EDS (II)

이 밖에도 금속전환 공정물질에 대한 저장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공정-

물질 표면에 증착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 를 이용Plasma PE-CVD

한 금속전환 공정물질 안정성 시험을 위한 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Plasma -

장치를 이용하여 지르칼로이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 PECVD)

플레이트 표면에 증착 가능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는 표면 증착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지르칼로Zircaloy plate DLC

이 플레이트의 표면에 증착은 되었으나 일정 힘을 가하였을 때 고착력이 부

족하여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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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선진핵연료주기와의 연계성 평가6

서론1.

에너지 공급의 측면에서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공급원보다 우수하다는 것

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원자력 을 논의할 때 항상 거론되는 몇 가지 문제, ‘ ’

점이 있다 즉 첫째 유한한 우라늄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 ,

가 지속가능성 측면 둘째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 - ,

할 수 있는가 환경친화성 측면 셋째 핵무기의 확산을 어떻게 방지할 것? - ,

인가 핵확산저항성 측면 넷째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경제성이 있는? - ,

가 경제성 측면 다섯째 기술적으로 개발가능한가 기술성 측면 등이? - , ? -

다 따라서 핵연료주기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도 이러한 측면. ,

에서의 평가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핵연료주기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적

용가능한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

야 한다 이러한 평가작업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현황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

나라에 적용가능한 네 가지의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의 시나,

리오를 지속가능성 측면 환경친화성 측면 핵확산저항성 측면 경제성 측⋅ ⋅ ⋅
면 그리고 기술성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

그러나 모든 정책결정이 그러하듯이 하나의 특정 핵연료주기가 지속가능,

성 환경친화성 핵확산저항성 경제성 기술성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할⋅ ⋅ ⋅ ⋅
수는 없으며 그 결과 핵연료주기별 우열의 비교가 쉽지 않음이 예견된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 ,

수이며 복합적인 경우의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지

원하는 의사결정기법 중의 하나인 다요소효용함수이론(MAUT : Mul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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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층화분석법Attribute Utility Theory) (AHP : Analytic Hierarchy

을 이용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네 가지의 핵연료주기 시Process)

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핵연료주기 시나리오2.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과 국제적인 추세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

후 우리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네 가지의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설

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한, . , PWR

후 재활용하지 않고 영구처분하는 직접처분주기 둘째 사용후핵연료‘ ’, PWR

를 핵연료로 가공하여 에서 재사용하고 사용후핵연DUPIC CANDU DUPIC

료는 영구처분하는 핵연료주기 셋째 사용후핵연료를 습식재‘DUPIC ’, PWR

처리 한 후 분리된 플루토늄은 핵연료로 가공하여 에 재(PUREX) MOX PWR

사용하고 사용후핵연료는 영구처분하는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넷째MOX ‘ ’,

고온전해분리 를 통하여 금속핵연료를 만들어 고속로(pyroprocessing) ( 에SFR)

서 재사용하면서 고독성 핵종을 소멸시키는 핵연료주기 가 그것이‘GEN-IV ’

다 참조 또한 핵연료주기에서는 전해정련 을(Fig. 3.6.1 ). , GEN-IV (refining)

통하여 회수된 우라늄은 중저준위폐기물로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

으며 또한 고발열 핵종인 과 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 저장 및 자, Cs Sr (

연 붕괴 한다는 가정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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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별 물질흐름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연료주기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

해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가능성⋅환경친화성⋅핵확산저항성⋅경제성 기술⋅ 성 등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핵연료주기에 대.

한 물질흐름의 평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위에서 설정한 네. ,

가지 핵연료주기 시나리오에 대하여 평형상태에서의 물질흐름 기준(1 TWh )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 직접처분주기.

직접처분주기에서는 다음 와 같이 의 사용후핵연료를 일정Fig. 3.6.2 PWR

기간 중간저장한 후에 영구처분하게 된다 계산 및 분석을 위하여 핵. PWR

연료의 경우 초기농축도를 방출연소도를 로 가정, 4.9 wt.%, 60 GWd/M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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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각 공정별 물질유실량은 으로 가정하였. “0”

다.

직접처분주기Fig. 3.6.2.

나 핵연료주기. DUPIC

핵연료주기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공정을 통하여DUPIC PWR OREOX

핵연료로 재가공하여 활용한다 핵연료의 경우 초기농축도는CANDU . PWR ,

방출연소도는 로 가정하였으며 원자로에3.5 wt.%, 35 GWd/MtHM , CANDU

서의 연소도는 로 가정하였다 공정에서의 물질유실15 GWd/MtHM . OREOX

량은 로 가정하였다 이 때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은 일정기간 저장한 후1% .

영구처분하고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하지 않고 영구처분하는 것으로, DUPIC

가정하였다 참조(Fig. 3.6.3 ).

핵연료주기Fig. 3.6.3. DUPIC

핵연료주기에서 핵연료 연소도 는 다른 주기DUPIC PWR 35 GWd/M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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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연소도 에 비하면 매우 작다 에서PWR 60 GWd/MtHM . DUPIC

연소도 는 프로그램에서 기준연소도로서 이는PWR 35 GWd/MtHM DUPIC

단위전력 생산량당 평가되는 물질흐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1].

다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하여PWR MOX

핵연료로 가공하여 다시 에서 이용하게 된다 재처리는 기존의 습식재PWR .

처리방식을 적용하며 재처리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은 일정기간 저장한,

후 영구처분한다 핵연료는 재처리시 분리한 플루토늄과 감손우라늄. MOX

을 사용하여 제조한다 한편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하지 않고 처분하. , MOX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참조(Fig. 3.6.4 ).

한편 원자로시스템은 직접처분주기에서의 것과 동일하다 핵연료의, . PWR

경우 직접처분주기와 동일하게 초기농축도 방출연소도, 4.9 wt.%, 60

로 가정하였다GWd/MtHM .

열중성자 재활용주기Fig. 3.6.4. I

라 핵연료주기. GE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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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에서는 다음 에서 보여주듯이 기존의GEN-IV Fig. 3.6.5 , PWR

원자로 외에 고속로 를 도입하여 에서 발생한 를 소멸 재활(SFR) PWR TRU ⋅
용하는 주기이다 건식분리기술인 고온전해분리 를 이용하여. (pyroprocessing)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우라늄을 분리하여 중저준위폐기물로 보내고 다PWR ,

시 는 금속핵연료로 제조하여 원자로인 고속로에서 연소하게TRU GEN-IV

된다 한편 고속로 사용후핵연료는 역시 건식처리하여 금속핵연료로 가공. ,

후 고속로에 재순환하게 된다.

핵연료의 경우 초기농축도 방출연소도 로PWR , 4.2 wt.%, 50 GWd/MtHM

가정하였다 고속로는 의 소멸로로서 방출연소도. 600MWe TRU 140

이 사용되었다GWd/tHM [2].

열중성자 재활용주기Fig. 3.6.5. II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별 분석4.

가 지속가능성 측면.

원자력발전 후에는 부수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분하게 되면 고준위방사성을 띤 위험물질이 되나,

이에는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히 활용가능한 우라늄 및 초우라늄 원소가 약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고려할 경우9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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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자원인 우라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Fig.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러한 자원활용성 지속가능성 측면을 특3.6.6 ‘ ( )’

정 핵연료주기를 채택함으로써 필요로 하게 되는 천연우라늄의 양으로 평가

하였다 위의 네 가지 핵연료주기의 물질흐름을 분석한 결과 과. , DUPIC

핵연료주기GEN-IV 의 경우에 사용되는 천연우라늄의 양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들의 자원활용성 지속가능성 이 다른 두 핵연료주. ( )

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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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우라늄 소비량Fig.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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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친화성 측면.

원자력에너지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성을 개선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의.

부피 장기 열발생 및 방사성독성을 줄임으로써 심지층처분장의 용량을 증가,

시키고 장기적으로 폐기물처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

도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네 가지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1)

은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량을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Fig. 3.6.7 .

기에는 재처리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은 제외된 것이다 평가 결과 열중. ,

성자 재활용주기와 핵연료주기에서 처분대상인 사용후핵연료가 획GEN-IV

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연료주기의 경우 건. , GEN-IV ,

식분리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우라늄을 분리하여PWR

중저준위폐기물로 처리하고 는 고속로핵연료로 제조하여 재활용함으로TRU

써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핵연료주기의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에너지자원으, DUPIC PWR

로 재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의 특성상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CANDU

의 양이 직접처분주기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핵연료 연소도 차.

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직접처분인 경우 연소도. , PWR 60

을 가정한 반면 핵연료주기에서 은 연소도GWd/tU DUPIC PWR 35 GWd/tU

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동일 연소도를 가정하였을 경우 핵연. PWR DUPIC

료주기의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가 직접처분에 비하여 감소할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열중성자 재활용주기와 핵연료주기에서는 처분대상 사용후, GE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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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재처리과정에서 고준위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핵연료주기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에 포함된 과, GEN-IV (salt waste) Cs

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준위폐기물이 처분장에Sr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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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Fig. 3.6.7.

처분대상 마이너 악티나이드(2)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핵종들의 붕괴로 인하여 붕괴열을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붕괴열은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내에 존재하는 핵분열생.

성물과 악티나이드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원자로에서 배출될 당시부터 수십,

년동안은 반감기가 짧은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붕괴열이 전체 사용후핵연료

의 붕괴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악티나이드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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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된다 악티나이드의 원소 중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에너지원으로 재활용.

이 가능하므로 여기에서는 처분대상이 되는 마이너 악티나이드 즉, Np Am⋅
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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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 마이너 악티나이드Fig. 3.6.8.

위의 에서 보여주듯이 핵연료주기의 경우 처분대상 마Fig. 3.6.8 , GEN-IV ,

이너 악티나이드가 획기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열중성자. ,

재활용주기의 경우에는 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 악티나이드의 양으

로 인하여 처분대상이 되는 마이너 악티나이드의 총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준위폐기물 지하처분장 굴토량(3)



- 210 -

모든 핵연료주기는 심지층처분장을 필요로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폐기물. ,

처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지층처분장의 용량을 증가시켜

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여러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 ,

1. 페기물의 무게와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우라늄을 분리한다 분리된 우라.

늄은 핵연료로 다시 사용하든지 혹은 중저준위폐기물로 처분할 수 있다, .

2. 등과 같은 원소를 재활용 소멸하여 단위전력생Pu Np Am Cm TRU⋅ ⋅ ⋅ ⋅
산량당 처분대상 악티나이드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3. 주요 발열 핵종인 와 를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심지층처분에 필요Cs Sr

한 폐기물 포장물의 수와 처분장 면적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다.

4. 99Tc⋅129 와 같은 일부 장수명 핵분열생성물을 분리하여 소멸시킴으로써I

심지층처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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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전력생산량당 처분대상 고준위폐기물량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서 위의 방안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 GEN-IV

연료주기에 위의 항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하처분장1 2 3 .⋅ ⋅
굴토량은 지하처분장 면적이 붕괴열량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처분대상 사

용후핵연료 혹은 고준위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발열량 년 냉각 후 을 평가, (50 )

하여 열량당 굴토량(20 m3 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위의 는 핵연/kW) . Fig. 3.6.9

료주기별 지하처분장 굴토량을 나타낸 것이다.

핵연료주기의 경우 직접처분주기에 비하여 지하처분장 면적을GEN-IV 100

배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핵연료주기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핵확산저항성 측면.

재순환정책이냐 직접처분정책이냐의 문제는 핵확산 측면에서 오랫동안 논

쟁의 핵심이 되어 왔다 핵확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논쟁은 핵확산의 위험.

을 줄이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핵연료주기의 핵확산의 위험도,

가 시간 의존성을 지니고 있다는 속성을 무시하는 데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

다 가령 직접처분주기는 단기적인 핵확산 위험도는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

인 핵확산 위험도는 매우 크며 위에서 본 재순환주기는 장기적인 핵확산 위,

험도는 줄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핵확산 위험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인 핵확산저항성 측면에서는 직접처분주기 핵연료주기, DUPIC ,

핵연료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의 순으로 핵확산저항성이 클 것GEN-IV ,

으로 생각된다 열중성자 재활용주기에서는 순수 플루토늄을 취급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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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핵확산저항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핵확산저항성을 보기 위하여 플루토늄 재고량을

평가하였다 이는 플루토늄을 재이용하지 않고 사용후핵연료 자체를 그대로.

처분하였을 경우 수백년 후에는 단반감기인 핵분열생성물들의 방사붕괴로

인하여 자기방위 기능이 소멸하여 처분장이 이른바 플루토(self-protection) “

늄광산 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들에 근거한 것이다(Pu mining)” [3,4].

플루토늄 재고량의 계산결과 다음 에 나타낸 바와 같이, Fig. 3.6.10

핵연료주기의 경우 직접처분주기의 수준으로 나타났다GEN-IV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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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제성 측면.

핵연료주기의 경제성은 향후 원자력발전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

소 중의 하나이다 원자력산업계에서도 경쟁원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제성은 특정 핵연료주기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위의 네 가지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분석

해보았다.

먼저 핵연료주기를 구성하는 각 단계별 비용단가를 가정하여 계산하였으

며 불확실성 분석을 위하여 추출방식을 적용한 몬테카를, Latin Hypercube

로 시뮬레이션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성부분별 비용은 최소값 최대값. (a), (b)

및 최빈값 으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삼각분포 를(m) (triangular distribution)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삼각분포는 대표적인 비모수분포. (non-parametric

로서 데이터가 많이 없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분포를 알지 못distributions) ,

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주로 엔지니어링 판단에 의하여 분포를 추정한다. [5,

6].


 

 ≤ ≤ (1)

 
 

 ≤ ≤  (2)




(3)

  
       



(4)

또한 각 단계별 비용 중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우라늄가격 고온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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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공정가격 금속핵연료 제조가격에 대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핵연료주기가 직접처분주기에 비하여 경제성이 있기 위한 손익, GEN-IV

분기점가격이 계산되었다.

비용 분석(1)

다음의 은 본 연구에서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적용한 항목별Table 3.6.1

단가이다 주로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동 자료에 나타나 있지. OECD/NEA ,

않은 가격의 경우 엔지니어링 판단값을 적용하였다 우라늄의 경우에 최[7].

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가격을 고려하여 기준값 하한값 상한값$150, $50,

으로 가정하였다 고온전해분리공정은 아직 연구개발단계에 있으므로 정$300 .

확한 가격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엔지니어링 판단을 적용하여 고속로용 금,

속핵연료 처리의 경우 산화물핵연료의 전해정련인 경우1,700$/kgHM,

을 기준값으로 사용하였으며 금속핵연료제조비용은1,200$/kgHM ,

을 기준값으로 사용하였다2,000$/kgHM .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 비용에 원자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

즉 전력생산량당 원자로 비용은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핵연료주기 비,

용을 계산한 것이다 이는 원자로의 건설비용이 기존의 제 세대. GEN-IV 3

원자로 비용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프로그램에서의 연GEN-IV

구목표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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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를 위한 적용단가Table 3.6.1.

자료* : OECD/NEA, Advanced Nuclear Fuel Cycles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2006.

각 항목의 기준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핵연료주기 비용을 계산한 결과 직,

접처분주기 핵연료주기 열중성자6.66 mills/kWh, DUPIC 6.45 mills/kWh,

재활용주기 핵연료주기 로 각각 나7.35 mils/kWh, GEN-IV 6.81 mills/kWh

타났다 참조(Table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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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값에 대한 핵연료주기 비용Table 3.6.2.

Indicators
직접처분주

기

DUPIC

핵연료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GEN-IV

핵연료주기

Fuel Cycle Cost

(mills/kWh)
6.66 6.45 7.35 6.81

다음 은 위의 의 값들을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것이Fig. 3.6.11 Table 3.6.2

다 직접처분주기 비용에 비하여 열중성자 재활용주기는 약. 10%, GEN-IV

핵연료주기는 약 높게 나타났다2% .

상
대

핵
연

료
주

기
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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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처분주기 DUPIC 핵연료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GEN-IV 핵연료주기

상대 핵연료주기비용Fig. 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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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 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Table 3.6.3 Fig. 3.6.12

이다 각각의 비용단가가 삼각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총 번의. 5,000

추출을 수행한 것이다 다음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핵Latin Hypercube . 3 ,

연료주기비용에 대한 표준편차 는 범위로 나타났(SD) 0.66 1.08 mills/kWh∼
다 즉 표 의 핵연료주기와 직접처분주기의 차이인. , 2 GEN-IV 0.15

는 핵연료주기의 표준편차 그리고 직접mills/kWh GEN-IV 0.81 mills/kWh,

처분주기의 표준편차 보다 작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1.08 mills/kWh .

핵연료주기의 비용은 직접처분주기의 오차범위내에 존재한다고 해GEN-IV

석될 수 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Table 3.6.3.

직접처분주기
DUPIC

핵연료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GEN-IV
핵연료주기

Min 4.36 4.89 5.31 4.76

Max 10.11 8.75 10.44 9.86

Mean 7.04 6.68 7.70 7.18

SD 1.08 0.66 0.96 0.81

Median 6.97 6.64 7.64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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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석(2)

본 항에서는 우라늄가격 고온전해분리 공정가격 금속핵연료 제조가격에, ,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라늄가격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직접처분주기가 다른 핵연료주,

기보다 우라늄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조 이는 직접(Fig. 3.6.13 ).

처분주기의 경우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가장 많은 우라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접처분 대비 우라늄의 손익분기점가격은 핵연료주기DUPIC $125/kgU,

핵연료주기 으로 계산되었다 다음의 그림 는 최근 약GEN-IV $170/kgU . 14

년간의 우라늄가격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년 월 현재 우라늄가40 . 2007 3

격은 으로서 약 년 전의 가장 낮은 가격에 비하여 약 배 이상$247/kgU 6 10

상승한 것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우라늄가격이 급상승하. Fig. 3.6.14

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핵연료주기의 경우 이미 경제성 확보된 것, GEN-IV

으로 보인다.

우라늄 이외에 현재 가격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큰 항목에 대하

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참조한 보고서에. , OECD

서는 고속로 고온전해분리 공정의 경우 그 기준값을 로(SFR) $2,000/kgHM ,

금속핵연료 제조의 경우 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값이$2,600/kgHM ,

너무 크다는 의견이 많으며 향후 기술개발의 정도에 따라 충분히 감소될 여,

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처분주기비용 대비 고속로용 금속핵연료 고온전해분리 공정의 손익분

기점가격은 으로 평가되었다 참조 이는 다른 모든$1100/kgHM (Fig. 3.6.15 ).

비용은 기준값을 사용하고 고온전해분리 공정비용만을 변화시키면서 직접처

분주기와 같아지는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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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의 은 금속핵연료 제조비용을 나타낸 것으로 손익분, Fig. 3.6.16

기점가격은 로 계산되었다 이 손익분기점가격은 현재의 우라늄$1,500/kgHM .

핵연료제조비용인 약 보다 배 높은 가격으로서 향후 기술개발 여250$/kgU 6

하에 따라 충분히 달성 가능한 가격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의 은 금속핵연료 고온전해분리 공정비용을 나타낸, Fig. 3.6.17

것으로 손익분기점가격은 로 계산되었다$1,200/kgH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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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은 회귀민감도 의 분석결과Fig. 3.6.18 21 (regression sensitivity)∼
를 나타낸 것이다 다중회귀민감도 분석. (multi-variate stepwise regression)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다수의 입력자료들에 대한 민감도를 평가하는 데,

알맞으며 회귀계수값 을 산출하여 민감성 정도를 판단(regression coefficient)

하게 된다 회귀계수값이 이면 입력변수의 를 변화. 1 1SD(standard deviation)

시킬 때 결과가 만큼 변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회귀계수가 이면 입1SD . , 0

력변수가 최종결과 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output) .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우라늄가격이 가장 민감Fig. 3.6.18 21∼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처분주기 핵연료주기 및 열중성자 재활용. , DUPIC

주기에서 우라늄가격의 회귀계수값은 약 범위에서 결정되었다0.95 0.99 .∼
그러나 핵연료주기에서의 우라늄가격의 회귀계수값은 를 나타, GEN-IV 0.82

내 보임으로써 핵연료주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라늄가격의 민감한GEN-IV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 민감성을 보이는 항목은 우라늄 농축으로 나.

타났으나 핵연료주기에서는 우라늄 가격보다는 고온전해분리비용, GEN-IV ,

금속핵연료 제조비용 등이 농축비용보다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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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술성 측면.

기술의 성숙도(1)

기술의 성숙도 측면에서는 직접처분주기의 경우가 심지층처분의 상용화가

지연되고는 있으나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핵연료주기의 경우, . DUPIC

에는 현재 실증단계에 있으며 년부터 년대 초반까지 한 미 카, 1991 2000 3⋅ ⋅
국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핵연료를 만들, DUPIC

어 실험로에서 태운바 있다 열중성자 재활용주기는 일본 프랑스 등에서 상. ⋅
용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산업화된 유일한 재활용주기이다 한편, . ,

핵연료주기는 고온전해분리 공정기술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GEN-IV

되고는 있으나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현재 개념정립의 단계에 있다.

따라서 핵연료주기별 기술성숙도는 직접처분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 ,

핵연료주기 핵연료주기의 순으로 될 것으로 판단된다DUPIC , GEN-IV .

인허가의 난이도(2)

일반적으로 핵연료주기시설은 인허가 규정에 맞추어서 설계 건설된다 따.⋅
라서 인허가 난이도는 원자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직접처분주기와 열중성자 재활용주기에서의 경수로는 이미 상용화가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핵연료주기의 경우 하나로 연구로에서 조. , DUPIC ,

사시험한 경우는 있으나 이는 중수로 환경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시험이라고 할 수 는 없다 한편 금속핵연료는 미국의 아이다호국립연. ,

구소 에서 수차에 걸쳐 성공적으로 조사시(INL: Idaho National Laboratory)

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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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허가 난이도는 직접처분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핵, , , GEN-IV

연료주기 핵연료주기의 순으로 될 것으로 판단된다, DUPIC .

바 소결.

향후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직접처분주기1) , 2)

핵연료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핵연료주기 등 네DUPIC , 3) , 4) GEN-IV

가지로 설정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지속가능성 환경친화성 핵확산저항성, ⋅ ⋅
경제성 기술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 ⋅

다.

○ 지속가능성 측면

핵연료주기의 우라늄 이용률은 직접처분주기의 약 수준인 것GEN-IV 60%

으로 나타났다.

○ 환경친화성 측면

핵연료주기에서는 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고속로GEN-IV PWR

에서 연소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한 고준위폐기물에 포함된 마이너 악티나이드도 핵연료주기는 직, GEN-IV

접처분주기의 약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400 .

한편 재처리시에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포함한 지하처분장 굴토량은,

핵연료주기의 경우에 직접처분주기의 약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GEN-IV 1%

다.

○ 핵확산저항성 측면

장기적 핵확산저항성 평가지표인 플루토늄의 재고량 계산결과 핵, GEN-IV

연료주기는 직접처분주기의 약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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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측면

핵연료주기는 우라늄가격이 이상이면 직접처분에 비하여GEN-IV 170$/kgU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우라늄가격의 급상승 년 월. (2007 3

현재 으로 이미 핵연료주기의 경제성은 확보된 것으로247$/kgU) GEN-IV

판단된다.

○ 기술성 측면

직접처분주기의 경우 심지층처분의 상용화가 지연되고는 있으나 기술성 측,

면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열중성자 재활용주기는 일본 프랑스 등. ⋅
에서 상용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산업화된 유일한 재활용주기이다, .

핵연료주기와 핵연료주기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DUPIC GEN-IV

할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개념정립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 전체적으로 핵연료주기가 지속가능성 환경성 장기적 핵확산, GEN-IV ⋅ ⋅
저항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측면의 경우에는 현재.

의 우라늄가격이 유지되든지 혹은 고온전해분리 공정비용과 금속핵연료,

제조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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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석5.

가 종합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정책결정권자가 정책을 수립 도입할 때에는 그 정책을 통하여 얻고자 하⋅
는 특정의 목표가 있기 마련이며 대개의 경우 그 목표는 개 이상이 된다, 2 .

핵연료주기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도 이를 통하여 첫째 유한,

한 우라늄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둘째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게 처리하고 셋째 핵무기의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며 넷째 타에너지, ,

원과 비교하여 경제성이 높고 다섯째 기술적으로 개발타당한 핵연료주기의,

도입을 꾀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정책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표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목,

표는 상호 배반적인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대안의 우열성을 쉽게 비교하지,

못하게 된다 핵연료주기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도 지속가능성.

환경친화성 핵확산저항성 경제성 기술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 ⋅ ⋅ ⋅
는데 하나의 특정 핵연료주기가 모든 측면에서 우수할 수는 없다 다만 최, . ,

소의 비용으로 그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핵연료주기를 추구하는 것이 이

상적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목표가 다수이며 상호 배반적인 경, ,

우에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기법의 하나인 다요소효

용함수이론 과 계층화분석법 을 이용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적(MAUT) (AHP)

용가능한 네 가지의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8,9].

다요소효용함수이론(1)

다요소의사결정기법 중의 하나인 다요소효용함수(MAUF: Multi-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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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복질문을 통하여 도출한 의사결정자의 효용함수에 근Utility Function)

거하여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세기 영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에게서[8]. 17

유래된 효용 이라는 용어는 교환에서의 가치 가 아닌 주관적 가치‘ (utility)’ ‘ ’ ‘ ,’

또는 사용상에서의 가치 라는 의미로서 이는 확실성 하에서도‘ ’ , 1) (certainty)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의 개념이 다르며 불확실성 하에서는, 2) (uncertainty)

위험에 대한 선호 의 경향이 다름을 전제로 한다(preference) .

화폐가치 불량률 등 다른 결과치도 가능함 와 효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

주는 함수로서 효용함수를 이용하는데, ix 를 요소 iX 의 수준이라고 하면 효

용함수 ),( 21 xxu 는 요소 1X 의 수준이 ix 이고 요소, 2X 의 수준이 2x 일 때 효

용을 나타낸다 이 때 주어진. , 2x 에 대하여 요소, 1X 의 값들에 대한 선호도

가 2X 의 특정수준과 무관하다면 요소, 1X 은 요소 2X 에 대하여 효용독립

이하 이라고 한다 요소(UI: Utility Independence, UI) . 1X 이 요소 2X 에 대

하여 이고 요소UI , 2X 가 요소 1X 에 대하여 이면 요소UI , 1X 과 요소 2X 는

상호효용독립 이하 이다 요소들(MUI: Mutually Utility Independence, MUI) .

사이에 가 성립할 경우에 효용함수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MUI . 1k ,

2k , 3k 는 상수로서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한다, .

)()()()(),( 2211322211121 xuxukxukxukxxu ++= (5)

이때 의사결정자가 두 로터리에 대하여 무차별하다면 이 의사결정자의,

효용함수는 덧셈독립 이하 이라고 한다 의사(AI: Additive Independence, AI) .

결정의 효용함수가 의 성질을 나타낼 경우에 효용함수의 형태는 다음과AI ,

같이 표현된다.

)()(),( 22211121 xukxukxxu += (6)

위의 이론에 근거하여 두 개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요소효용함수의 부과과,

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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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요소1) 1X 과 2X 가 인지를 검토한다 이면 단계 로 넘어간다MUI . MUI 2 .

가 아니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MUI .

인지를 검토한다2) AI .

3) )( 11 xu 과 )( 22 xu 를 부과한다. )( 11 xu , )( 22 xu 는 단일요소에 대한 효용함수 부

과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효용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확실등가 확. (CE),

률등가 등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확실등가방법 중의 하나(PE) ,

인 로터리를 이용하였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50-50 . .

주어진 의사결정문제의 최대결과치와 최소결과치를 이용하여 표준로터리i)

를 구성한다.

ii) p=1, p=0, p 에 대하여 각각 확실등가=0.5 1CE , 2CE , 3CE 을 결정한다 를. p

수직축에 그리고 대응되는, CE를 수평축에 나타냄으로써 그래프 위에 점을

찍는다 즉. ,

1)( 1 =CEU , 0)( 2 =CEU , 5.0)( 3 =CEU

확률iii) p 를 갖는 새로운 로터리를 만든다 결과치는 앞에서 결정된=0.5 .

iCE , jCE 를 이용한다.

각 로터리에 대하여 확실등가iv) kCE 를 결정한다.

각 로터리에 대하여v) )(5.0)(5.0)( jik CEUCEUCEU += 를 이용하여 kCE 의 효

용치를 계산한다.

vi) kCE 를 수평축에, )( 1CEU 을 수직축에 대응시킴으로써 점 [ kCE ,

)( 1CEU 를 찍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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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의 형태가 잘 정의될 때까지 단계 을 반복한다vii) 3, 4, 5, 6 .

찍혀진 점들을 연결함으로써 곡선을 그린다viii) .

4) 1k , 2k , 3k 를 결정한다 덧셈독립일 경우( 03 =k 일반적으로 다요소효용).

함수이론에서는 1k , 2k , 3k 를 구하기 위하여 각각의 효용함수를 규준화한 후

확률등가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신 계층분석과정에서의 가중치 산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과된 효용함수가 의사결정자의 선호관계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5) .

계층화분석법(2)

계층화분석법 이하 은 년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1970

초 펜실베니아대학교 의 새티 교수가(University of Pennsylvania) (T. Saaty)

미 국무부의 무기통제 및 군비축소국에서 세계적 경제학자 게임이론 전문가,

들과 협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한 의사결정기법이다 이는 분석과정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정량적[9]. ,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다요소의사

결정기법들 중에서 가장 널리 응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 분석과정은 계층구조의 설정 쌍대비교행렬의 형AHP 1) , 2)

성 가중치의 산정 일관성 검토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3) , 4) 4 .

계층구조의 설정1)

의 첫 번째 단계는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의사결정의 주요요소와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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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소들로 분해하는 것이다 즉 의사결정의 가장 일반적인 목표가 최상. ,

위계층이 되며 각기 복수의 주요요소와 세부요소들은 그 하위계층이 된다, .

마지막으로 최하위 계층에는 대안들이 나타난다.

쌍대비교행렬의 형성2)

의 두 번째 단계는 각 계층내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선AHP

호도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관련전문가들에게 요소간 상대적 중.

요도 또는 선호도를 나타내는 쌍대비교 형태의 설문을 실시하여 쌍대비교행

렬을 구하게 된다.

에서는 점 척도를 기본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년 밀러AHP 9 , 1956 (G.

의 심리학 실험에서 인간은 개의 대상을 혼동이 없이 동시에 비Miller) “ 7±2

교 가능하다 는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새티 교수 또한 국가간 부” [10]. (Saaty)

의 평가 지역간 거리의 평가 등에 대한 가상적 실험결과에 실제자(wealth) ,

료를 비교한 결과 점 척도를 이용한 의사결정의 강건성 이 가장9 (robustness)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9].

다음의 은 쌍대비교시 흔히 사용되는 점 척도의 어의적 표현Table 3.6.4 9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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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대비교의 척도Table 3.6.4.

어의적 표현 계량적 점수부여

극단적으로 선호 9

매우 강하게 선호 7

강하게 선호 5

약간 선호 3

동등하게 선호 1

은 각각 과 과 와 과 의 중간정도의** (2, 4, 6, 8 1 3, 3 5, 5 7, 7 9

중요도 선호도 를 나타냄( ) )

즉 의사결정자는 두 개의 비교대상 와 의 중요도가 같다 선호도가 같, a b ‘ (

다 가 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 조금 더 선호된다 중요하다 선호된다)’, a b ‘ ( )’, ‘ ( )’,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선호된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선호‘ ( )’, ‘ (

된다 와 같은 어의적 판단을 내린다 그 후 가중치 산정과정에서 각각의 어)’ . ,

의적 판단을 이에 상응하는 와 같은 수치적 판단으로 변환하여1, 3, 5, 7, 9

입력자료로 사용한다 만약 중요도가 서로 반대되는 경우 즉 가 보다 중. , , b a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역수를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게 된다.

의사결정자가 한 수준에서 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n 회의 쌍대비교를

수행하면 상대적 가중치를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아래의 쌍대비교행렬,

 × 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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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행렬 를 구성하는A 는 요소 에 대한 의 상대적 가중치j I 


의 추정

치이다 행렬 는. A  = 


주대각선의 원 의 값이 모두 이 되는, (element) 1

성질을 가진 역수행렬 이다(reciprocal matrix) .

가중치의 산정3)

의 세 번째 단계는 단계 에서 얻어진 쌍대비교행렬을 이용하여 각AHP 2

행렬별로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한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산술.

평균법 기하평균법 최소자승법 고유벡터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 ⋅ ⋅
구에서는 고유벡터법을 사용하였다 고유벡터법은 를 처음으로 제안한. AHP

새티 교수에 의하여 사용되었는데 쌍대비교행렬의 고유값(Saaty) ,

중에서 최대치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를 요소의 중요도로 이용하(eigenvalue)

는 방법으로 쌍대비교행렬의 일치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행렬 에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인 열벡터A

    
를 곱하게 되면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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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유치 에 상응하는 고유벡터, : (eigenvalue) w: (eigenvector)λ λ
위의 수식은 일반적인 고유치 문제를 표현하는 수식으로서 쌍대비교행렬 A

의 특성방정식의 해인 특성근 또는 고유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벡,

터의 추정치 를 유도할 수 있다w .

일관성 검토4)

의 마지막 단계는 분석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것이다AHP . max
λ 는 의 추n

정값이 된다 새티 교수는. (Satty) max
λ 는 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며 값이n , n

에 가까울수록 쌍대비교행렬 는 추정치와의 편차가 작아짐을 보였다 즉A . ,

max
λ 값이 에 근접할수록 쌍대비교시 응답의 일관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n .

이러한 성질에 착안하여 응답의 일관성지수 이하(CI: Consistency Index, CI)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한다 가 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응답자가. CI 0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새티, . (Saaty)

교수는 가 이하이면 받아들일 만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CI 0.1 .

1 -

)-
max

(

n

nλ

나 종합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요소효용함수이론과 계층화분석법을 이용하여 직접처1)

분주기 핵연료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핵연료, 2) DUPIC , 3) , 4) GEN-IV

주기 등 네 가지의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핵연료주기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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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환경친화성 핵확산저항성 경제성 및 기술성의 다섯 가지 요소를 고⋅ ⋅ ⋅
려하였으며 각 요소는 다시 천연우라늄 소요량 지(Table 3.6.5, Table 3.6.6), (

속가능성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 처분대상 마이너 악티나이드 고준위폐), ⋅ ⋅
기물 지하굴토량 환경친화성 사용후핵연료 조성 플루토늄 재고량 핵확산저( ), (⋅
항성 핵연료주기 비용 경제성 기술개발 가능성 인허가 난이도 기술성 등), ( ), ( )⋅

내지 개의 세부요소로 나누었다 참조1 3 (Fig. 3.6.22 ).

최적 핵연료주기의 도출

지속가능성

천연우라늄 소요량

고준위폐기물 지하굴토량

핵연료주기 비용사용후핵연료 조성

플루토륨 재고량

기술개발 성숙도

처분대상 마이너악티나이드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

인허가 난이도

환경친화성 핵확산저항성 기술성경제성

직접처분주기 DUPIC 핵연료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GEN-IV 핵연료주기

계층(level) 2

계층(level) 3

계층(level) 1

계층(level) K

최적 핵연료주기의 도출

지속가능성

천연우라늄 소요량

고준위폐기물 지하굴토량

핵연료주기 비용사용후핵연료 조성

플루토륨 재고량

기술개발 성숙도

처분대상 마이너악티나이드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

인허가 난이도

환경친화성 핵확산저항성 기술성경제성

직접처분주기 DUPIC 핵연료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GEN-IV 핵연료주기

계층(level) 2

계층(level) 3

계층(level) 1

계층(level) K

평가계층구조Fig. 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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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의 요소별 평가Table 3.6.5. I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 가

지속가능성
천연우라늄 소요량

(tU/TWh)

직접처분주기 21

핵연료주기DUPIC 12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18

핵연료주기GEN-IV 13

환경친화성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
(m3/TWh)

직접처분주기 1.9 tHM 3.8

핵연료주기DUPIC 1.9 tHM 3.8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0.2 tHM 0.4

핵연료주기GEN-IV 0 tHM 0

처분대상

마이너 악티나이드

(m3/TWh)

직접처분주기 0

핵연료주기DUPIC 0.26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0.23

핵연료주기GEN-IV 0.4

고준위폐기물

지하굴토량

(m3/TWh)

직접처분주기 42.2

핵연료주기DUPIC 44.9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40.6

핵연료주기GEN-IV 0.4

핵확산저항성

사요후핵연료 조성

직접처분주기 1

핵연료주기DUPIC 0.9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0.5
핵연료주기GEN-IV 0.7

플루토늄 재고량

(kgHM/TWh))

직접처분주기 16

핵연료주기DUPIC 17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15

핵연료주기GEN-IV 0.08

경제성
핵연료주기 비용
(mills/kWh)

직접처분주기 6.66

핵연료주기DUPIC 6.45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7.35
핵연료주기GEN-IV 6.81

기술성

기술개발 성숙도

직접처분주기 1

핵연료주기DUPIC 0.6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0.8
핵연료주기GEN-IV 0.4

인허가 난이도

직접처분주기 0.5

핵연료주기DUPIC 1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0.6

핵연료주기GEN-IV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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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의 요소별 평가Table 3.6.6. II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지표 중요도 범위 Objectives Notation

지속

가능성
0.416

천연우라늄 소요량

(tU/TWh)
1 13 21∼ minimize U1

환경

친화성
0.161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
(m3/TWh)

0.33 0 3.8∼ minimize U2

처분대상 고준위폐기물
(m3/TWh)

0.33 0 2.6∼ minimize U3

고준위폐기물

지하굴토량

(m3/TWh)

0.33 0.4 44.9∼ minimize U4

핵확산

저항성
0.262

사용후핵연료 조성 0.5 0.5 1∼ maximize U5

플루토늄 재고량

(kgHM/TWh)
0.5 0.08 17∼ minimize U6

경제성 0.099
핵연료주기 비용
(mills/kWh)

1 6.45 7.35∼ minimize U7

기술성 0.062

기술개발 성숙도 0.5 0.4 1∼ maximize U8

인허가 난이도 0.5 0.5 1∼ minimize U9

이들 요소는 서로에 대하여 상호효용독립이며 덧셈독립의 성질을 가진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다요소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n

i

iiin xukxxxu
1

21 )(),.....,,(
(7)

로터리방법을 이용하여 각 요소에 대한 효용함수를 다음과 같이 부과50-50

하였다.

0157.10826.00017.0)( 2
1 +−= xxxu (8)

0118.0028.1)( 6148.0/
2 −= −xexu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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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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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 7 9 11 13 15 17 19 21

효
용

천연우라늄 소요량 (tU/TWh)

천연우라늄 소요량의 효용함수Fig. 3.6.23.

효
용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 (m3/TWh)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0 0.4 0.8 1.2 1.6 2 2.4 2.8 3.2 3.6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량의 효용함수Fig. 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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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02546.2)(3 +−= xxu (10)

0109.10074.00003.0)( 2
4 +−−= xxxu (11)

2047.38029.86086.4)( 2

5 −+−= xxxu (12)

5579.0)ln(1956.0)(6 +−= xxu (13)

325.0412,31)( 64.0/

7 −= −xexu (14)

0149.05557.05592.1)( 2
8 −−= xxxu (15)

0653.07742.38143.3)( 2
9 ++−= xxxu (16)

다음은 1k , 2k , 3k 를 구하는 단계이다. 1k , 2k , 3k 는 상수로서 요소의 상대,

적 중요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요소효용함수이론에서는. 1k , 2k , 3k 를

구하기 위하여 각각의 효용함수를 규준화한 후 확률등가를 사용한다 본 연.

구에서는 대신 계층분석과정에서의 가중치 산정방법 고유벡터법 을 사용하였( )

다.

다음은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하여 수행한 쌍대비교의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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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대비교의 결과Table 3.6.7.

지속가능

성

환경친화

성
경제성

핵확산저

항성
기술성

지속가능

성
1 3 4 2 5

환경친화

성
1/3 1 2 1/2 3

경제성 1/4 1/2 1 1/3 2

핵확산저

항성
1/2 2 3 1 4

기술성 1/5 1/3 1/2 1/4 1

위의 에 나타난 쌍대비교의 결과를 이용하여 각 요소의 상대적Table 3.6.7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각 요소에 대한 세부요소의 경우 상대적. ,

중요도는 서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일관성지수는 로서 쌍대비교의. 0.015

결과는 수행시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

14/12/13/15/1

41322/1

23/112/14/1

32/1213/1

52431

A























=

0.06670.06120.04760.04880.0876

0.26670.24490.28570.29270.2190

0.13330.08160.09520.07320.1095

0.20000.12240.19050.14630.1460

0.33330.48980.38100.43900.4380

normA

  0.4162
5

  0.3333 0.48980.38100.43900.4380
1 =

++++
=k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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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11
5

 0.2000 0.1224 0.1905 0.1463 0.1460
2 =

++++
=k

(18)

   0.0986
5

 0.1333 0.0816 0.0952 0.0732  0.1095
3 =

++++
=k

(19)

   0.2618
5

 0.2667 0.2449 0.2857 0.2927  0.2190
4 =

++++
=k

(20)

  0.0624
5

 0.0667 0.0612 0.0476 0.0488  0.0876
5 =

++++
=k

(21)

위의 결과를 토대로 직접처분주기 핵연료주기 열중성자 재1) , 2) DUPIC , 3)

활용주기 핵연료주기 등 네 가지의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종, 4) GEN-IV

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핵연료주기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GEN-IV

다.

직접처분주기 
 



   (22)

핵연료주기 
 



   (23)

열중성자재활용주기 
 



   (24)

 핵연료주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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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6.

본 연구에서는 다요소효용함수이론 과 계층화분석법 을 이용(MAUT) (AHP)

하여 직접처분주기 핵연료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1) , 2) DUPIC , 3) , 4)

핵연료주기 등 네 가지의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GEN-IV

하였다.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핵연료주기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가

능성 환경친화성 핵확산저항성 경제성 및 기술성의 다섯 가지 요소를 고⋅ ⋅ ⋅
려하였으며 각 요소는 다시 천연우라늄 소요량 지속가능성 처분대상 사용, ( ),

후핵연료 처분대상 마이너 악티나이드 고준위폐기물 지하굴토량 환경친화(⋅ ⋅
성 사용후핵연료 조성 플루토늄 재고량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 비용), ( ),⋅
경제성 기술개발 가능성 인허가 난이도 기술성 등 내지 개의 세부요( ), ( ) 1 3⋅

소로 나누었다.

이 네 가지의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GEN-IV

핵연료주기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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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4

당해 단계의 본 과제의 세부 연구목표는 국제협약에 따른 핵물질 안전조

치 이행 핵물질 안전조치 시스템 개발 및 성능 평가 핵물질의 시설간 수송, ,

및 임시저장시스템 확립 선진핵연료주기 기술과의 연계성 평가, 등이다 이.

와 같은 연구개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요약하면 과 같으며 주요 분Table 4.1.1 ,

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협약에 따른 핵물질 안전조치 이행 분야의 연구에서는 로부터IAEA

의ACPF 시설부록을 확보하기 위해 ACPF 시설에 대한 설계정보서를 제출한

후 IAEA의 현장조사 및 최초 DIV를 수검하고 회에 걸쳐 개정된 설계정보, 2

서를 제출하여 시설부록 을 확보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형질변(FA draft) . ,

경을 위한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핵물질이행계획서 보고서 를(JD )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및 회의 등을 통하여, PCG JSCNEC JD

보고서 내용을 미국 측에 설명하였으며 년 월에 제 차 한 미간 핵, 2006 10 2 •

주기 포럼회의를 통하여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설에 대한 는 년 에서 미국 측의 재검토 후 년ACPF JD 2007 JSCNEC 2008

도에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드를 이용하여 기반 실시간 핵물질 측정장치인 를MCNPX NDA ASNC

최적화 설계 제작하였고 특히 고방사선 핫셀에서 운영되는 장치의 원/ ASNC

격유지보수성 향상을 위해 원격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를 개발Junction Box

하였다 개발된 를 에 설치하여 중성자 소스를 이용하여. ASNC ACPF Cf-252

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공정 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실시간 핵물ACP

질 분석 시스템을 와 신호처리 장비인 계량관리프로그램인ASNC AMSR,

등을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이 때 사용될 임시 교정상수 는INCC k 2.78×105

이다 또한 공정 물질의 용량 증가에 의한 의 중[counts/s·gCm-244] . ASNC

성자 를 코드를 이용하여 보정식을 개발하여 된multiplicity MCNPX scale-up

공정 물질도 로 계량관리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ASNC .

환체에 대한 비파괴적 핵물질 계량에 대해서는 아직 공인된 기술이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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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국제 사찰 기준에 따라 금속핵연료 계량 기술의,

국내 개발로 공정 내의 핵물질 분석기술을 자립화하여 공정 내 품질체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을 확대 발전시켜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핵물질 시설간 수송 및 임시저장시스템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실증시험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물 수송 및 임시저장 안전성을 평가하고 폐,

기물 관리시스템 성능평가 및 설계자료를 생산함으로써 핵물질에 대한Pyro

수송 및 저장 관련 독창적인 기술을 확보하였다 수송용기의 중성자. Padirac

차폐체를 보완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용량을 최적화

하여 운반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국내 최초로 핵물질을 에 저장할 경. monolith

우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였으며 원격 취급성을 고려한 폐용융염 및 금속,

전환체 임시저장 캐니스터를 설계 제작하고 핫셀 시운전을 수행함으로써 임

시저장에 대한 설계자료를 확보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에.

서 발생되는 핵물질 운반 및 임시저장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분야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

정서 를 확득하여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또한 운(KOLAS) ,

반용기 안전성시험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로부터 년에 원자력안전마2004

크를 획득하였다.

실증시험용 핵연료 시료를 결정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사용후핵연료ACP ,

의 선원항을 기준으로 단위공정의 에서의 선원항을 예측할 수 있ACP KMP

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함으로써 의 핵물질 흐름을 파악할 수 있, ACP

게 되었다 이는 안전조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수행될. ,

시설의 설계 및 안전조치성 분석에 기여할 수 있을 것Pyroprocess mockup

이다.

세기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하여 혁신 원자로 시스템과21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위해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이 필연적이며 재활용 방법에,

있어서 핵확산저항성이 증가된 건식처리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건식처리 개념을 도입한 핵연료주기는 핵확산저항성이 크게 향상. (py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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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 동안 난제였던 금속핵연료의 원자로내 공융문제를 해결하는 재료개,

발로 핵연료 분야에 대한 신기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원자로.

시스템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수행된 연계핵연료주기 평가에

서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 경제성 환경 우라늄 활용도 핵( , , ,

확산저항성 기술성 등 가 고려되어 정량적인 종합평가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 .

당초에 기획되었던 목표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기서 수행. ,

된 평가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본 자료로 활

용되고 우리나라의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GEN-IV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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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Goal and Achievement Rate of Phase I(2004-2006)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국제협약에

따른 핵물질

안전조치 이

행

시설(ACPF

안전조IAEA

치 이행의 적

절성 여부)

설계정보서 제o ACPF (DIQ) IAEA

출

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o IAEA

접근방안 마련

시설 물질수지 코드 획득o IAEA /

및 시설부록 취득(KOV1)

의 안전조치성 분석 및 평가o ACPF

완료

사용후핵연료 형질변경을 위한 이o

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완료

한미 정부간 협의를 거쳐 확보o JD

를 위한 기반 마련

핵물질 계량관리 및 안전조o ACPF

치 수검 시설의 핵물질 계량관리,

완료

25 100

사찰 등급을IAEA∘
재처리시설이 아닌

H6"R&D Facility"

로 부여 받음

안전조치목IAEA∘
표 만족 국제적,

투명성 확보 시설:

MUF 1.88 kgPu

이하

민감도MBP : DA∘
측정오차 에0.2%

서 개월4 , IAEA

기준 만족

핵물질재고 83kgU∘

핵물질 안전

조치 시스템

개발 및 성능

평가

핵물질 측정(

시스템 분석

정확도 98%

이상)

코드 이용 기반 실o MCNPX NDA

시간 핵물질 측정장치 최적(ASNC)

설계 제작 설치 및 성능평가 완료, ,

실시간 핵물질 분석시스템 기술적o

타당성 확인

중성자 선원 측정을 통한o Cf-252

불감시간 보정계수 결정

장치의 주요 차세대공정 핵o ASNC

물질에 대한 임시 교정곡선 생산

교정상수( : k=2.78×105

[counts/s·gCm-244])

장치의 원격유지보수성 향상o ASNC

을 위한 개발Junction Box

공정 시 계량관리 기술 타o scale-up

당성 분석 완료 및 기준 만IAEA

족 확인

시설 격납 감시용 중성자모니터o /

개발 및 감시 시스템 구(ASNM)

축 성능 시험 완료,

금속전환공정 핵확산저o Lab-scale

항성 평가 완료

30 100

측정효율 균질성,∘
원격유지보수성 및

선원 검증Cf-252

분석정확도 98%

이상 국제특허 출(

원)

존재Multiplicity∘
하는 샘scale-up

플에 대한 보정식

및 교정곡선 도출

무인감시 신DAQ∘
호 원격 전송 성능

시험 및(KINAC

SNL)

감시 프로ACPF∘
그램 등록

배치 공정물20kg∘
질 방사선 선량기

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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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핵물질의 시설

간 수송 및 임

시저장 시스템

확립

핵물질 수송(

및 저장시스템

안전성 확보)

핵물질의 시설간 수송 및 임시저장o

시스템 설계 안전성평가 제작 및, ,

시운전 완료

핫셀시험 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성o

능평가 및 설계자료 생산 완료

폐용융염 임시저장시스템 모델설정o

및 안전성 입증

공정폐기물의 발생 현황 및 수송 저o /

장시스템 운영체계 평가 완료

공학규모 시설o (100 kgHM/batch)

폐기물관리 및 폐용융염 수송시스템

분석

고리 호기 사용후핵연료 집o 1 G23

합체 실증시험용 핵연료로 결정, SF

설정Rod-cut

코드를 사용 배치당o ORIGEN2 20

씩 배치의 핵연료봉 및 연kg 6 ID

소도 결정

단위공정에서의 핵물질 흐름o ACP

도 분석용 전산코드 개발 및 예비

물질 산출

모의 실증시험의 공정별 선원o ACP

항 산출 및 성능평가 완료

공정별 시료채취 방법 및 절차분석o

확립

공정물질 파괴분석 방안확립 및 금o

속전환체 산화특성 분석

방사성 금속전환 공정물질 성분 및o

재료특성 분석 완료

35 100

핵물질 수송 저장/∘
시 방사선 및 열

안전성 기준 범위

내 평가완료

핵물질관리ACPF∘
용기 및 저장시스

템 확보

실증시험 대상 사∘
용후핵연료 특성

분석 선정/

선원항 화DB ,∘
프로그램Visual

개발 모의 실증시

험 평가

금속전환 공정물질∘
정성 정량 분석자/

료 확보

차폐형분석장비이∘
용 (SEM, EPMA,

정량분석 정XRD)

확도 이상95%

선진핵연료주

기 기술과의

연계성 평가

평가의 객관(

성 및 기술개

발 로드맵의

실현성 정도)

핵연료주기 물질흐름 분석 시뮬레o

이션 프로그램 개발(FAST)

개의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및 시o 11

나리오별 물질흐름 평가

국내 적용 가능 개의 핵주기 정량o 4

적 비교 평가

지속가능성 환경친화성 경제성 핵o , , ,

확산저항성 및 기술성의 가지 요소5

및 개의 평가비표에 대한 핵연료주9

기 심층 분석

연계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선정 및o

최적 핵연료주기 종합 평가 경제성( ,

환경영향 핵확산저항성 측면, )

연계 핵연료주기 기o Pyro (GEN-IV)

술개발 로드맵 작성 완료

10 100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와MAUT

방법을 이용하AHP

여 종합평가 완료

도출된 기술개발로∘
드맵이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에 반영됨

총계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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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5

핵 비확산 측면과 방사성폐기물의 저감화 관점에서 공정과 같은 핵ACP

연료주기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

른 안전조치 기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당해 단계에서 개발.

된 본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들은 공정의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사용후ACP ,

핵연료를 취급하는 다른 유사 시설의 안전조치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

들로서 우리나라가 미래형 핵연료주기 기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 판단된다.

사용후핵연료 및 금속전환체 핵물질측정장치 개발은 유사 핵연료주기 공

정의 안전조치 및 QC/QA 등의 기술에 적용 가능하며 개발된 장치는ASNC

LANL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cold test를 통해 IAEA 인증을 받도록 하며, 차

세대관리공정의 feed material로 반입되는 사용후핵연료의 계량관리에 활용할

것이다. 동 과제에서 개발된 시험 장치 및 설비는 국내외 핵연료 제조 공정

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처분 기술개발에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

원자력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핵물질 수송 및 임시저장시스템 기술은 실증시ACP

험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물의 수송 저장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향,

후 수행될 공학규모 실증시설의 고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Pyroprocess

및 임시저장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핵물질 수.

송기술은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운반용기

및 향후 추진될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핵물질 임시저.

장시스템 기술은 향후 추진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사업에 활용이 가능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주 한수원으로부터. ( ) “KN-12

사용후연료 수송용기 사용검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PWR

시험평가 주 계림폴리콘으로부터 고건전성용기 구조 안전성평가 등에 관”, ( ) “ ”

한 연구를 수탁과제로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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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시험용 사용후핵연료 선정 및 핵특성 분석 자료는 공정의 시운ACP

전 계획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실증시험의 단위공정별 핵물질.

흐름도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향후 수행될 시설의 공정Pyroprocess

모사 코드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여기서 산출한 자료는 핵물질,

계량 관리와 공정장치의 설계 및 실증시험 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ACP

활용될 것이다 이 선원항 모의 전산 프로그램에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면 타.

분야의 공정모사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계핵연료주기 평가 결과는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더 나아.

가 고속로와 연계된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정책결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

용될 예정이며 또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데, GEN-IV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개발된 정책결정 기법. (AHP, MAUT

등 들은 원자력관련 부지확보 원자로형 선정 등 옵션별 타당성 평가를 수행) ,

하는데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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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6

핵물질 안전조치기술개발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Cm-boy

의 기술정보서인 "중성자검출법에 의한 핵물질 보장조치기술",

KAERI/OT-295/96 (1996)의 이론 및 실험자료를 분석하였으며, LANL연구소의

연구자료인 “Passive Nondestructive Assay of Nuclear Materials",

를 확보하여 분석하여 의 설계 및 성능 테스트LA-UR-90-732 (1991) ASNC

에 활용하였다 또한 상용화한. CANBERRA사(http://www.canberra.com)와

EG&G Ortec사(http://www.ortec-online.com) 장비의 기술정보를 확보하여 기술

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핵물질 측정장치 분야를 선도하고 미국의 의. LANL

그룹에서는 를 개발하여N-1 Epithermal Neutron Multiplicity Counter (ENMC)

플루토늄 샘플에 대한 내의 측정오차를 달성하였으며 화학그룹에서는1% ,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내의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 5%

오차범위에서 핵물질 분석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시스. LIBS

템은 현재 의 동위원소 비를 구하는 기술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239Pu/240Pu

을 확인하였다.

핵물질 시설간 수송 및 임시저장시스템 연구에서는 일본 의 사용CRIEPI

후핵연료 수송 저장 전문가 초청 및 기술자문 수송 저장 관련 국제학회인/ , /

참석을 통해 수집된 최신의 선진기술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성 확PATRAM

보 및 효율성 달성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년에 이탈리아에 소재한2006 , Institute for the Protection and Security

에of the Citizen Joint Research Centre, European Commission(JRC-IPSC)

서는 핵연료에서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중성자 증배모드 계수기MOX Pu

를 개발하였다 이 계수기는 개의(Neutron Multiplicity Counter) . 125 He-3

튜브 검출기가 개의 링으로 배열되었으며 직경은 정도이고 무게가4 , 96cm

정도이며 효율은 다 기준값에 대한 이 계수기의 측정 상대1,200kg , 50 60% .～
오차는 몇몇 경우를 제외한 이내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파이로공정2 % .



- 254 -

에서 핵물질 계량의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연계핵연료주기 평가를 수행하면서 습득된 관련 해외과학기술정보는 다음

과 같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혁신원자로 시스템 및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개.

발과 병행하여 여러 기술 옵션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핵연료주,

기 시스템 평가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개발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핵연료주기의 물질흐름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 ,

램들을 살펴보면 년대 초반부터 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190 IAEA VISTA

에 의해 개발된(Nuclear Fuel Cycle Simulation System), OECD/NEA

ICECAT (Integrated Cost and Needs of the Fuel Cycle Analysis Tool),

에서 개발된GEN IV FCCG (Fuel Cycle Cross Cut Group) DYMOND

프랑스 의(Dynamic Model of Nuclear Development), CEA COSI (A

등을Simulation Software for a Pool of Reactors and Fuel Cycle Plant),

들 수 있다.

코드는 핵연료주기 구성부분별 물질 흐름을 계산할 수 있는 코드VISTA

로 년대 중반 개발되어 년 핵연료주기 워킹그룹에서 다양한1990 1997 IAEA

핵연료주기 시나라오 물질흐름 평가시 사용한 바 있다 코드는 현재. VISTA

운영중인 및PWR, BWR, PHWR, AGCR, GCR, WWER-440 WWER-1000

원자로의 핵연료주기만을 모사할 수 있으며 현재 선진핵연료주기 분석을 위,

하여 코드 수정중에 있다 이 코드는 로 만들어 졌으며 에. MS Exell , IAEA

저장중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코드는 년대 에 의해서 개발된 코드로서 시뮬레ICECAT 1990 OECD/NEA

이션 소프트웨어인 환경하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및IThink , MS Excell MS

와 링크되어 사용되어진다 는 고속로 주기를 포함하여 개Accdess . ICECAT 7

의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는 핵연료. , ICECAT DUPIC

주기를 다룰 수 있으며 토륨 핵연료주기와 같은 새로운 핵연료주기를 다룰,

수 있도록 수정 중에 있다.

코드는 에 의해서 년 개발되었으며 년DYMOND ANL 2001 , 2002 GEN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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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핵연료주기 물질흐름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바 있다 시뮬레이션FCCG .

소프트웨어인 환경하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향후 년간의 핵연료IThink , 100

주기를 모사할 수 있다 이 코드를 발전시켜. DYMOND DANESS (Dynamic

코드를 개발중에 있다 한Analysis of Nuclear Energy System Strategies) .

편 코드는 년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년 보, COSI 1991 CEA , 2001 OECD/NEA

고서인 에서 사용된 바 있다“Trends in the Nuclear Fuel Cy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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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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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ACPF

일시 :▶ 2006.3.3

대상시설- : ACPF(KOV1)

사찰관 우간다- IAEA : : Kamya( )

핵물질 재고검증-

감시장치 설치관련 협의- IAEA

사찰내용 및 결과ACPF(KOV1)▶

사찰목적 년도 분기 정기검사1. : 2006 1/4

일시 일간2. : 2006. 3. 3 (1 )
사찰관 인적사항3.

사찰관 우간다IAEA : Mr. Kamya( )
사찰관 김 재광NNCA :

원자력통제관리실 이병두 이성호 박호준: , ,
시설 허 진목 정 정환ACPF : ,

물질수지기간4. : ’05. 11. 01 ’06. 03. 2～
사찰활동 내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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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물질 재고검증.
검증사항

핵연료

품 목 계 수 측 정 내 용

신연료
품목계수NU : 100□ ％ 측정기구 : HM-5□

- NU : 6 Items

나 핵물질에 대한 사진 촬영. ACPF
○ 사찰관의 요청에 의해 시설측이 촬영하여 사찰관에게 제공함IAEA

협의사항6.
○ 사찰관은 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IAEA Failed experiment

시설측 허진목 연구원 은 반응기 안에 있는 실험중 이 파손되어 가( ) Magnesia crucible U-salt(melting point : 610°C)⇒
반응기 바닥으로 쏟아져 분리가 어려워졌음을 설명함

○ 에 감시장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함ACPF IAEA
원자력통제관리실은 내년 말까지 사용후 핵연료물질 반입계획이 없음을 설명-
사찰관은 에 대한 를 위하여 는 에 대한 감시장비 설치를 계획중임을 언급하며- ACPF Safeguards approach IAEA ACPF ,
적당한 설치시기를 문의

사용후핵연료특성계량화기술개발과제책임자 김호동 박사 와 협의 후 언제라도 설치 가능하다고 답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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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관은 한 통합안전조치 회의시 월 예정 설치시기를 협의키로 함-IAEA (3 )⇒
○ 에서 사용하는 저울의 측정범위에 대해 문의함ACPF

시설측은 대형 저울은 을 측정하며 소형 저울은 임을 설명함120 kg - 10 g , 1.2 kg - 0.001 g⇒

사찰결과 이상없음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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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수지구역별 물자재고조사(MBA Physical Inventory)

Batch : 한국원자력연구소(CNFA037A) (KAERI)

일련번호

Serial No.

용기번호

C'ntainer

No.

물질

Mt

농축도

%U-235

재고위치번호

Location No.

물질형태

Matl.Type

형태코드

Type Code

총무게(g)

Gross Wt.

포장무게(g)

Tare Wt.

순무게(g)

Net Wt.

우라늄함유

율

U-factor

무게(g)

U-base
비 고

1 Lab.2-10 U ACPF UO2 Pellet 15,660 820 14,840 88.15 13,081 보관함

Total 14,840 13,081

날짜 : 2006. 2. 27.

(Date)

물질수지구역번호 : KO-V1

(MBA Code)

재고조사자 서명 허 진 목:

(Inventoried by)

검증자 서명 :

(Verifi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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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수지구역별 물자재고조사(MBA Physical Inventory)

Batch : 한국원자력연구소(CNFA037B) (KAERI)

일련번호

Serial No.

용기번호

C'ntainer No.

물질

Mt

농축도

%U-235

재고위치번호

Location No.

물질형태

Matl.Type

형태코드

Type Code

총무게(g)

Gross Wt.

포장무게(g)

Tare Wt.

순무게(g)

Net Wt.

우라늄함유

율

U-factor

무게(g)

U-base
비 고

1 05V1-01 U ACPF U3O8 Powder 8,520 900 7,620 84.8 6,462 보관함

Total 7,620 6,462

날짜 : 2006. 2. 27.

(Date)

물질수지구역번호 : KO-V1

(MBA Code)

재고조사자 서명 허 진 목:

(Inventoried by)

검증자 서명 :

(Verifi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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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수지구역별 물자재고조사(MBA Physical Inventory)

Batch : 한국원자력연구소ACPF-051213 (KAERI)

일련번호

Serial No.

용기번호

C'ntainer No.

물질

Mt

농축도

%U-235

재고위치번호

Location No.

물질형태

Matl.Type

형태코드

Type Code

총무게(g)

Gross Wt.

포장무게(g)

Tare Wt.

순무게(g)

Net Wt.

우라늄함유율

U-factor

무게(g)

U-base
비 고

1 051213-A ACPF U+LiCl salt 3,620 1,980 1,640
금속전환
아크릴통전시( : )

2 051213-B ACPF U+LiCl salt 10,000 560 9,440
금속전환
비닐보관함( : )

3 051213-C ACPF
U+LiCl salt+

Magnesia Filter
9,040 7,060 1,980

금속전환
비닐보관함( : )

4 051213-D ACPF U Ingot 755 97 658
Smelting
비닐보관함( : )

8

9

10

11

12

13

14 Total 13,718

날짜 : 2006. 02. 27

(Date)

물질수지구역번호 : KO-V1

(MBA Code)

재고조사자 서명 허 진 목:

(Inventoried by)

검증자 서명 :

(Verifi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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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Lists

ACPF Storage Box Date : 2006. 2. 27.

일련번호

Serial No.

용기번호

Container No.

품목 수

No. of

Items

물질형태

Material Type

배치명

Batch

Name

총무게(g)

Gross Wt.

포장무게(g)

Tare Wt.

순무게(g)

Net Wt.

Weight (g) of
비 고

Remarks
Element U-235 Pu

1 Lab.2-10 1 UO2 Pellet CNFA037A 15,660 820 14,840 13,081 보관함

2 05V1-01 1 U3O8 Powder CNFA037B 8,520 900 7,620 6,462 보관함

3 051213-A 1 U+LiCl salt ACPF-051213 3,620 1,980 1,640 1,012
금속전환
아크릴통전시( : )

4 051213-B 1 U+LiCl salt ACPF-051213 10,000 560 9,440 5,827
금속전환
비닐보관함( : )

5 051213-C 1
U+LiCl salt+

Magnesia Filter
ACPF-051213 9,040 7,060 1,980 1,222

금속전환
비닐보관함( : )

6 051213-D 1 U Ingot ACPF-051213 755 97 658 658
Smelting
비닐보관함( : )

7

8

9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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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운반 현황

05.11.16 - 06.3.3
운반일자

Batch
No

Item
No

방사성

물질명

방사성물질량

(UO2-kg) 운 반 구 간 목 적 참고사항

월 일11 16
반입( )

CNFA037A 1 NU 21.914-U
시험시설Mock-up (KOQ) ⟶

ACPF (KOV1) 금속전환 실험

- UO2 Pellet
24.86 kg

- U3O8 Powder
17.62 kg

CNFA037B 1 NU 14.942-U
41.81

(36.856-U)

월 일11 29
반출( ) CNFA037C 1 NU 9.62

(8.48-U)
ACPF (KOV1) ⟶

시험시설Mock-up (KOQ)
금속전환 실험후

핵물질 회수하기

위해

- U3O8 Powder
10.00 kg

월 일12 22
반출( ) 05VQ-1 1 NU 0.060

(0.053-U)
실험실ACPF (KOV1) RI (KO-Q)⟶
염76.71g (12ea : U + )

금속전환

분석시료 처리

월 일12 23
반출( ) 05VQ-2

1 NU 0.020
(0.018-U)

조사후시험시ACPF(KOV1)⟶ 설(KOQ)
주준식 선생20.34(17.93) ( )

시료Smelting
분석의뢰

1 NU 0.015
(0.014-U)

ACPF(KOV1) ⟶ 실험실RI (KOQ)
15.49 (13.65) 시료Smelting

월 일12 28
반출( ) 05VL-1 1 NU 0.032

(0.029-U)
원자력화학연구부ACPF(KOV1) ⟶

(KOL)
32.47 (28.62)

시료Smelting
분석의뢰

분석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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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6.3.29

대상시설- : ACPF(KOV1)

사찰관- IAEA : : 프랑스Mr. A. R. Lebrun( )
- 년도2006 Technical Visit on ACPF

사찰내용 및 결과ACPF(KOV1)▶

사찰목적1. 년도: 2006 Technical Visit on ACPF
일시2. 일간: 2006. 3. 29 (1 )
사찰관 인적사항3.

사찰관 프랑스IAEA : Mr. A. R. Lebrun( )
원자력통제관리실 이병두 이성호 박호준: , ,

시설 허 진목 정 정환ACPF : ,
활동 내용4. Technical Visit

가 방문 및 시설 담당자와 협의. ACPF
의 재원 및 형태 확인 시설측이 도면 제공ACPF toboggan :○
위치 확인IAEA Cabinet○

사찰관은 이나 서비스 에 설치하는 방안을 문의- Isolation room Area
시설측은 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언급- ACPF Operation Area IAEA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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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 벽에 설치된 확인Gamma Probe○
사찰관은 를 장비로 교체 가능한지 확인- Gamma Probe IAEA
시설측은 장비로 교체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을 언급- IAEA

문 상부에 설치된 자리에 감시장비 설치 가능 여부 확인Maintenance Cell ASNM IAEA○
가능할 것이라는 시설측 답변에 사찰관은 고정볼트 간격 측정-

핫셀의 시스템에 대한 문의 및 에 대한 견해 표명Ventilation Monitoring○
사찰관은 사용후핵연료 취급시 발생하는 의 측정을 위한 덕트의 경로 확인- Noble gas Ventilation
시설측은 서비스구역에 설치된 덕트 및 장치 설명- Monitoring

기타○
도면확인 및 설명 시스템 등- : Ingot storage vault, toboggan, padirac

나 원자력통제관리실과 협의.
사찰관은 가지 제시4 Options○
안 로부터 개의 를 에 연결 추진- 1 : ACNC 2 He tube IAEA Cabinet
안 위치에 감시장비 설치- 2 : Gamma Probe IAEA
안 에 형태의 감시장치 반입 반출- 3 : Maintenance cell Stand-alone /
안 에 감시장비 설치 로 연결- 4 : Maintenance cell (hole Cable )

사찰관의 가지 질문에 대하여 원자력통제관리실은 추후 로 답변하기로 함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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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에 설치될 감시장비 포함 을 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을 설치할 수- (ASNC ) Cable IAEA cabinet penetration hole
있는지 문의

의 를 열수 있는지 문의 예를들면 물자재고조사시 문을 열고 감시장비를 넣고 측정후 빼내는 방- Maintenance cell Door ( ,
법)
설명에 사용된 도면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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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8.1

대상시설- : ACPF(KOV1)

사찰관- IAEA : : 불가리아Mr. Andreev( )Mr. Shigeto 일본( )
핵물질 재고조사설계정보검증- /

환경시료재취 핫셀내외부- ( )

사찰내용 및 결과ACPF(KOV1)▶

사찰목적 물자재고조사 및 설계정보검증1. :

일시 일간2. : 2006. 8. 01 (1 )

사찰관 인적사항3.
사찰관 일본 불가리아IAEA : Mr. Shingeto( ), Mr. Andreev( )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 김재광 정상태(KINAC) : ,
원자력통제관리실 이병두 박호준 이성호 김현숙: , , ,

시설 김호동 정정환 허진목ACPF : , ,

물질수지기간4. : ’06. 03. 03 - '06. 08.01

사찰활동 내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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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재고조사1)
장부 검증 현 재고 현황 및 재고 변동 사항:○
품목확인 및 품목계수 시설내의 모든 핵물질:○
핵물질 검증 시설내의 모든 핵물질: HM5 ( )○
설계정보검증2)

○ 핵물질 이동 루트 검증

구역 및 주변 지역에ACPF○ 대한 확인

핫셀ACPF○ 내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사진 촬영 시설측 협조( )
환경시료 채취 건3) (1 )
핫셀 내부 벽면 바닥 벽면 덕트 표면 커터 위: , , ,

특기사항6.
사찰관 시설 책임자 원자력 통제 관리실은 핫셀 후문와 핫셀 옆문의 봉인 문제에 대해 첨부 과 같이 합의IAEA , , ACPF 1○

하였음.

사찰결과 이상없음7. :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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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ling Arrangement at ACPF (KOV1)

(Proposed by KAERI)

2006-08-01

KAERI proposes the following sealing arrangement for the ACPF hot cell rear door and hot cell side door for the

attachment of metal and VACOSS seals:

1. The sealing arrangements for each door are shown on the attached Fig. 1 and Fig. 2.

2. Holes with diameter 7mm on the fixing bars and handles of each door will be drilled for VACOSS, metal and

KINAC seals.

3. KAERI will be waiting for the final approval of the proposed sealing arrangements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drilling. Additionally, KAERI will inform the IAEA in advance of the expected date of introduction of spent fuel

standards from DFDF (KOY-).

KIM, Ho-Dong, Manager of ACPF Safeguards System Development

LEE, Byung-Doo, Manager of Nuclear Control Management 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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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ar door of ACPF Hotcell Fig. 2. Side door of ACPF Hot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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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수지구역별 물자재고조사(MBA Physical Inventory)

Batch : 한국원자력연구소(CNFA037A) (KAERI)

일련번호

Serial No.

용기번호

C'ntainer No.

물질

Mt

농축도

%U-235

재고위치번호

Location No.

물질형태

Matl.Type

형태코드

Type Code

총무게(g)

Gross Wt.

포장무게(g)

Tare Wt.

순무게(g)

Net Wt.

우라늄함유율

U-factor

무게(g)

U-base
비 고

1 Lab.2-10 U ACPF UO2 Pellet 6,500 820 5,680 88.15 5,007 보관함

2 060703-A U ACPF
U+LiCl salt

+Carbon
16,620 2,264 14,356 55.81 8,012

금속전환
비닐보관함( : )

Total 20,036 13,019

날짜 : 2006. 7. 26.

(Date)

물질수지구역번호 : KO-V1

(MBA Code)

재고조사자 서명 허 진 목:

(Inventoried by)

검증자 서명 :

(Verifi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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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수지구역별 물자재고조사(MBA Physical Inventory)

Batch : 한국원자력연구소(CNFA037B) (KAERI)

일련번호

Serial No.

용기번호

C'ntainer No.

물질

Mt

농축도

%U-235

재고위치번호

Location No.

물질형태

Matl.Type

형태코드

Type Code

총무게(g)

Gross Wt.

포장무게(g)

Tare Wt.

순무게(g)

Net Wt.

우라늄함유율

U-factor

무게(g)

U-base
비 고

1 05V1-01 U ACPF U3O8 Powder 8,520 900 7,620 84.8 6,462 보관함

Total 7,620 6,462

날짜 : 2006. 7. 26.

(Date)

물질수지구역번호 : KO-V1

(MBA Code)

재고조사자 서명 허 진 목:

(Inventoried by)

검증자 서명 :

(Verifi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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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수지구역별 물자재고조사(MBA Physical Inventory)

Batch : 한국원자력연구소ACPF-051213 (KAERI)

일련번호

Serial No.

용기번호

C'ntainer No.

물질

Mt

농축도

%U-235

재고위치번호

Location No.

물질형태

Matl.Type

형태코드

Type Code

총무게(g)

Gross Wt.

포장무게(g)

Tare Wt.

순무게(g)

Net Wt.

우라늄함유율

U-factor

무게(g)

U-base
비 고

1 051213-A ACPF U+LiCl salt 3,620 1,980 1,640 1,012
금속전환
아크릴통전시( : )

2 051213-B ACPF U+LiCl salt 10,000 560 9,440 5,827
금속전환
비닐보관함( : )

3 051213-C ACPF
U+LiCl salt+

Magnesia Filter
9,040 7,060 1,980 1,222

금속전환
비닐보관함( : )

4 051213-D ACPF U Ingot 755 97 658 658
Smelting
비닐보관함( : )

Total 13,718 8,719

날짜 : 2006. 07. 26

(Date)

물질수지구역번호 : KO-V1

(MBA Code)

재고조사자 서명 허 진 목:

(Inventoried by)

검증자 서명 :

(Verifi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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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Lists

ACPF Storage Box Date : 2006. 7. 26.

일련번호

Serial No.

용기번호

Container No.

품목 수

No. of

Items

물질형태

Material Type

배치명

Batch

Name

총무게(g)

Gross Wt.

포장무게(g)

Tare Wt.

순무게(g)

Net Wt.

Weight (g) of 비 고

Remarks
Element U-235 Pu

1 Lab.2-10 1 UO2 Pellet CNFA037A 6,500 820 5,680 5,007 보관함

2 060703-A 1·
U+LiCl salt

+Carbon
CNFA037A 16,620 2,264 14,356 8012

금속전환
비닐보관함( : )

3 05V1-01 1 U3O8 Powder CNFA037B 8,520 900 7,620 6,462 보관함

4 051213-A 1 U+LiCl salt ACPF-051213 3,620 1,980 1,640 1,012
금속전환
아크릴통전시( : )

5 051213-B 1 U+LiCl salt ACPF-051213 10,000 560 9,440 5,827
금속전환
비닐보관함( : )

6 051213-C 1
U+LiCl salt+

Magnesia Filter
ACPF-051213 9,040 7,060 1,980 1,222

금속전환
비닐보관함( : )

7 051213-D 1 U Ingot ACPF-051213 755 97 658 658
Smelting
비닐보관함( : )

합계 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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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운반 현황

현재2006.7.19-2006.12.14 (07.1.29 )
운반일자

Batch
No

Item
No

방사성

물질명

방사성물질량

(UO2-kg) 운 반 구 간 목 적 참고사항

월 일7 19
반출( )

06VQ-1 1 NU 0.052
(0.046-U)

실험실ACPF(KOV1) RI (KOQ)⟶
52.37 (46.16) g

금속전환

분석시료 처리

06VQ-2 1 NU 0.010
(0.009-U)

조사후시험시설ACPF(KOV1) (KOQ)⟶
주준식 선생9.68 (8.53) g ( )

시료Smelting
분석의뢰

월 일7 19
반출( )

06VL-1 1 NU (0.005-U)
원자력화학연구부ACPF(KOV1) (KOL)⟶

7.54 (6.65) g 분석의뢰

시료- Smelting
4.7842 g

시료- SIMFUEL
1.9 g

06VL-2 1 NU (0.002-U)
0.008

(0.007-U)

월 일9 4
반입( )

Lab 2-9A 1 NU 40.000
(35.26-U) Mock-up(KOQ) ACPF(KOV1)⟶ - UO2 Pellet

40.00 kg

Lab 2-11 1 NU 22.453
(19.792-U) Mock-up(KOQ) ACPF(KOV1)⟶ - U3O8 Powder

23.34 kg
월 일9 26
반출( ) 06VQ-3 2 NU 0.012

(0.011-U)
실험실ACPF(KOV1) RI (KOQ)⟶

11 g (5.09+5.74=10.83)
금속전환

분석시료 처리

월 일10 9
반출( ) 06VQ-4 1 NU 0.020

(0.018-U)
실험실ACPF(KOV1) RI (KOQ)⟶

18 g
금속전환

분석시료 처리

월 일10 16
반출( ) 06VQ-5 1 NU 0.098

(0.086-U)
실험실ACPF (KOV1) RI (KOQ)⟶

86 g
금속전환

분석시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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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일자
Batch

No

Item

No

방사성

물질명

방사성물질량

(UO2-kg)
운 반 구 간 목 적 참고사항

월 일12 11

반출( )
06VL-3 3 NU

0.005

(0.004-U)

ACPF(KOV1) 원자력화학연구부(KOL)⟶
4.124 g-U

번 번 번(1 1.2319, 2 1.4683, 3 1.4238)

시료분석 의뢰

월 일12 14

반입( )
06VL-3 3 NU

0.005

(0.004-U)

원자력화학연구부(KOL) ACPF⟶ (KOV1)

4.124 g-U

번 번 번(1 1.2319, 2 1.4683, 3 1.4238)

시료채취지점

불량으로

시료 반납

월 일12 14

반출( )
06VL-4 3 NU

0.018

(0.016-U)

ACPF(KOV1) 원자력화학연구부(KOL)⟶
15.9786 g-U

시료 재채취

분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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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반입 출 및 재고현황ACPF /
Date Batch name No.of Items Material Type Weight(Kg-U)

반입05-11-16( )
CNFA037A 1 UO2 Pellet 21.914

CNFA037B 1 U3O8 Powder 14.942

반출11-29 ( ) CNFA037C 1 UO2 Pellet U LiCi salt＋ ＋ 8.48

반출12-22 ( ) 05VQ-1 1 U LiCi salt＋ 0.018

반출12-23 ( ) 05VQ-2 1 U 0.014

반출05-12-28 ( ) 05VL-1 1 U 0.029

2005.11.16-05.12.28 28.258

반출06-7-19( )
06VQ-1 1 U LiCi salt＋ 0.046

06VQ-2 1 U LiCi salt＋ 0.009

반출7-19( )
06VL-1 1 U 0.005

06VL-2 1 U 0.007

반입9-4( )
Lab2-9A 1 UO2 Pellet 35.26

Lab2-11 1 U3O8 Powder 19.792

반출9-26( ) 06VQ-3 2 U LiCi salt＋ 0.011

반출10-9( ) 06VQ-4 1 U LiCi salt＋ 0.018

반출10-16( ) 06VQ-5 1 U LiCi salt＋ 0.086

반출12-11( ) 06VL-3 1 U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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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12-14( ) 06VL-3 1 U 0.004

반출06-12-14( ) 06VL-4 1 U 0.016

2006.7.19-2006.12.14 55.056

Total 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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