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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EPN방식 일 처리에 의한 제염후 처리 공정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원자력 시설의 운 과 해체에서 발생하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산업의 

경제성을 하여 규제해제 받아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사성 폐기물 에

서도 속은 매우 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이의 재활용은 세계 으로 큰 심의 

상이 되는 분야  하나이다. 재활용의 제조건이 안 성인바 이 안 성의 척도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속을 취 ,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하는 모

든 일반인들의 피폭량으로서 국내에서는 개인 피폭선량 10 Sv/y, 집단선량 1 

man-Sv/y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기 치를 만족시키기 하여 재활용 상이 되는 

속에 잔류하는 방사능 는 매우 낮은 값으로서 확실한 안 성 확보로 규제해

제 받아 자체처분을 하는 경우 요한 인자는 확실한 제염과 제염된 속의 잔류 

방사능을 정확히 측정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 속의 제염 후 잔류 방

사능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피폭 기 치인 우리나라 자체처분의 기

치를 측정이 가능한 잔류 방사능으로 바꾸어 제시하려고 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실

◦용융공정개발

- 단  공정 용 타당성 평가

- 단  공정 flow diagram 설계

- 실험실 규모 공정 장치 설계, 제작, 설치  시운  

- 공정 운  조건의 확립

- 공정 운  자동화를 한 공정/장치 개선

◦ 실용화 규모 용융 공정 설계

- 종합 시스템 평가  interface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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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설계 시방서를 한 기술 조건 도출

◦ 용융 후 처리 방안 평가

- 용탕 내 방사성물질의 거동  균질화 (Homogenization) 평가

- 용융체내 tracer를 이용한 ingot 내 균일도 평가

- Co-60 거동  제염 특성 평가

- 용융 속 시료 채취 방안 도출       

◦ 속 폐기물 용융 후 자체 처분 기술 개발

- 자체처분을 통한 속의 재사용 안 성 평가 방법 정립 

- 속 폐기물 자체처분 안 성 시범평가(sample calculation)

- EPN에 의한 제염 제한치 도출

Ⅳ. 결과  활용에 한 건의사항 

  자체처분 상이 되는 잔류 방사능은 매우 가 낮아 측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오염이 불균일한 경우나 상 속의 형상이 매우 복잡한 경우 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속 용융 공정을 통하여 속 오염을 균질화 함으

로서 방사능 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오염의 hot spot를 측정에 포함되지 안는 

경우가 없도록 하 다. 공정평가를 통하여 고주  유도로로 선정하여 Batch당 철제 

15 kg의 용융공정 시스템을 냉각수 공 설비, 고주  원 발생 장치  배기 처리 

설비와 함께 설계, 제작  설치하여 성공 으로 운 을 완료하 다.  모과제에서 

요구하는 장치의 module화, 원격 작업을 하여 도가니의 tilting angle에 따르는 

mould의 치변화, furnace cover, 원격조작을 한 제어반의 집 화 등의 장치 개

선을 수행하 다.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철제 단  무게 당 필요 에 지, 공 된 

에 지의 distribution, 용융 후 용탕의 온도 변화, 배가스 처리 장치의 흡입 가스 온

도 등을 측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 다. 이를 통하여 실제 원자력 시설에서 발

생하는 속 폐기물의 처리를 한 공정 규모를 200 kg/Batch로 제안하고 이의 설

계를 한 기술 요건을 제시하 다. 

   용융 후에 생성되는 ingot의 균질성을 실험으로 입증하 다. 이 균질도 평가는 

tracer 실험으로 수행되었는데 tracer 속(Co, Cu, Mn, Al, Ni)과 질산염(Ce, Cs)을 

용융 에 도가니에 주입하고 용융 후 ingot내에서 tracer의 농도를 화학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 분석 오차 이내에서 균일함을 보 으며 극 농도의 

오염물질의 균질성을 입증하기 하여 tracer로서 Co-60과 우라늄을 사용하 으며 

이 균질성은 좀 더 큰 규모의 180 kg/Baych ingot에서도 유지됨을 입증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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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균질도를 바탕으로 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감마 핵종이 

오염된 경우에는 직경 50 mm 높이 10~20 mm의 disc 시료가 한 용탕의 방사능 농

도를 표할 수 있으며 MCNP 산코드를 이용하여 이 시료 내에서 자체처분 제한

치보다 은 극 농도의 방사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우리나라의 자체처분 기 치는 피폭 기 치로서 이를 속의 체  오염도로 

환시킴으로서 용융공정에서 생성된 ingot의 자체처분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이를 

하여 RESRAD-RECYCLE 산 코드에서 제시한 속 폐기물 재활용 시나리오

를 기본으로 하여 34개의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국내 속 산업 실정에 맞는 

parameter 들로 보완하 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source 항으로서는 속폐기물의 

방사화에 의해서 생성 가능한 방사성 핵종과 원자로의 운   해체과정에서 검출

되었거나,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13개의 핵종에 해서 선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시나리오  최  피폭치를 계산하여 국내 기 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규제

해제 농도기 을 도출하 다. 이를 근거로 세계의 다른 국가나 IAEA에서 제안한 

처분농도 기 과 비교하여 자체처분 가능 농도를 제안하 다. 좀 더 안 한 처분을 

고려하여 좀 더 낮은 피폭치를 얻기 한 속 내 잔류 방사능 농도를 측하는 방

법을 제시하 으며 이로부터  단계인 EPN 일  제염 처리 공정에서의 제염 목표

치를 상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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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M M A R Y

I .  Title

Development of post-decontamination process after integrated EPN treatment

I I .  Ob jects and I mportance of th e Project

  It is desirable to recycle or reuse the waste generated from nuclear facilities 

for the better economy of the nuclear industry. Metal shares a large portion of 

the waste and its reuse becomes a world wide interest. The metal can be 

reused on the premise of safety and the index of the safety is the radiation 

dose of the public members, who are involved in handling it, manufacturing 

goods from it and using the goods. In Korea the criteria for reuse of the metal 

are defined as the individual dose of 10 μSv/y and the cumulative dose of 1 

man.Sv/y. In order to reuse after the release from regulation,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contamination as much as possible and to measure the residual 

radioactivity with a required accuracy. In this study, the assessment of residual 

radioactivity for release and the radioactivity to meet the release criteria are 

proposed.

I I I .  C ontent and S cope of th e Project

  ◦ Development of metal melting process

    - Feasibility study for selecting process

    - Design of flow diagram and the equipment of laboratory scale

    - Fabrication,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process 

    - Establishment of operation condition

    - Modification of process/equipment for remote operation and modularization

  ◦ Design of applicable process

    - Assessment of process and arrangement of interface conditions

    - Proposal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the process

  ◦ Evaluation of the process after melting

    - Study on the behavior of the melt and on the homogenization

    - Demonstration of homogeneity in ingot by tracer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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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y on Co-60 behavior

    - Proposal for sampling from metal melt       

  ◦ Technology development for release of metal waste after melting

    - Development of safety assessment methodology after release of metal 

    - Sample calculation

    - Proposal on limits of residual radioactivity and on the decontamination 

target by the integrated EPN process.

I V.  R esu lt and Proposal for th e A pplication

   It is well known that the measurement of such a low radioactivity that is 

lower than the release criteria is not easy. It becomes more difficult when the 

contamination is not homeogenous and the shape of metal waste is complex. In 

order to get the more accurate results of the measurement of low radioactivity, 

a melting process was proposed for homogenizing the residual contaminants and 

for not missing of hot spots of contamination. A induction furnace system was 

selected after evaluation of the processes and a furnace of 15 kg/batch scale 

with cooling water supply, inverter for high frequency electricity source and off 

gas treatment system was installed and operated. The equipment was modified 

for remote operation and modularization of the melting system. The examples of 

modification were variable positioning of mould cask according to the tilting 

angle of the crucible, installation of furnace cover, centralized operation panel, 

and so on. The data on energy requirement per unit weight of steel, its 

distribution to each equipment, temperature change of melt, temperature of inlet 

flow of off gas were gathered. A melting system of 200 kg/Batch scale was 

proposed for industrial application to the metal waste from nuclear facilities and 

technical requirements were proposed on the base of the laboratory scale 

equipment and the data on operations. 

   The homogeneity of the ingot was verified by experiment. Thus, the metal 

tracers (Co, Cu, Mn, Al and Ni) and chemical tracers (Cs and Ce as nitrate) 

were fed to the crucible before melting and the tracers were analyzed by 

chemical method. The results showed a constant distribution of tracers within a 

permissible error of chemical analysis. And Co-60 was also used as a tracer 

and an ingot of 180 kg from larger scale melting system was utilized for 

demonstration of the homogeneity of a very low concentration and of a large 

ingot. On the basis of this homogeneity, a sampling method was propos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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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 sample with 50 mm diameter and 10~20 mm height will be enough for 

representation of the total melt and the measurability of the lower radioactivity 

of the disc than the release limits was verified by MCNP computer code. 

   In Korea, the criteria for the release of metal waste are based on the 

radiation dose to the public members and they should be converted to volume 

radioactivity in ingots for determination of the release. Total 34 scenarios on the 

way of the reuse of the metal waste were selected on the base of RESRAD- 

RECYCLE computer code and the parameters were modified on consi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13 radioactive nuclide were selected as the source of the 

radioactivity considering their existence in nuclear power plants. The volume 

radioactivity limit of each nuclide was calculated. From these calculation results 

and comparison study with the limits valued defined in other countries and 

recommended by the IAEA, the criteria of volume radioactivity for the release of 

metal waste were proposed. In order to determine the target radioactivity in the 

integrated EPN decontamination, a correlation between the residual radioactivity 

and the public radiation dose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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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 .  속  폐 기 물  재 활 용

  재 운 되고 있는 모든 원자력 시설의 건설은 속과 콘크리트로 이루어 졌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기의 교체는 방사성 속 폐시물의 발생을 의미하므로 운

의 질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원자력 시설의 운 은 속 폐기물을 발생시키다. 특

히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는 경우 많은 양의 속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이는 표 1

에서1~4] 보는 바와 같이 몇 개의 원자력 시설의 해체에서 얻은 경험으로부터 용이

하게 알 수 있다. 

                            

시설  KRR-1/2  UCP  BR3 DR3 Ellweiler

시설의 종류 연구로 변환시설 시험로 연구로 정련

금속 폐기물 227 83 2,440 69 650

콘크리트 2,071 39 35,395 536 2400

가연성 39 5 40 nd* 50

기타 48 46 848 9.7 113

표 1. 종류별 해체 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톤]

   * nd; 구별하지 않음

  이와 같이 많은 양의 해체 폐기물 모두 방사성 폐기물이 아니며 방사성 폐기물처

분장에 처분하여야 하는 방사성 폐기물과 제한 이건 비제한 이건 재활용 할 수 

있는 소  규제해제 상 폐기물로서 구분된다. 규제해제 상 폐기물 모두 처분장

에 처분하면 원자력 발 의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안 이 보장되는 한 폐기물

은 규제 해제되어 재활용되거나 일반 산업 폐기물로 취  처분되어야 한다.  표 

1에 제시한 속 폐기물  규제 해제 상 속 폐기물의 양은 시설의 종류에 따

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만 원자로의 경우 약 65%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해체한 한국연구용원자로 1/2호기(KRR-1/2)의 경우, 총 227톤의 속 

폐기물이 발생하 고 이  197 톤의 속 폐기물이 규제 해제 상 폐기물로 구분

되었는데 이를 모두 처분장에 처분하면 약 50억 원의 처분비용1)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일본에서 추정한 자료를 보면5] 110만 kWe  PWR의 경우 약 41,000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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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Practice Amount, ton Portion, %

Unrestricted reuse 10,200 48.2

Disposal without radiological restriction none 0.0

Restricted reuse in nuclear industries 1,133 5.4

Disposal with radiological restriction 7,580 35.8

Restricted release to a specific melter 2,245 10.6

표 2. 유럽의 방사성 금속 폐기물 처리 현황  

속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며 그  규제해제 상 폐기물은 30,000톤에 달할 것으로 

상하고 있는 바, 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속 폐기물처분만을 하여 약 

7,500억 원의 폐기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속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은 안 성이 보장되는 범  안에서 규

제 해제 받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에 처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우

리나라와 같은 경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방사선 리

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오염 여부를 떠나 모두 방사성 폐기물로 규제받

고 있어 규제해제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방사성 폐기물에 한 부담은 매

우 커지게 된다. 이러한 을 감안하여 유럽의 경우 일 부터 속 폐기물의 재활

용에 착수하여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속 폐기물의 약 반을 무제한  재사

용하고 있으며 약 15%를 제한  재사용을 하고 있다.(표2 참조
6]

) 이와 같은 속 

폐기물의 재이용은 미국에서도 시도되어, Quadrex HPS Inc, Westing house E.C. 

Bancock & Wilcox사 등에 의하여 속의 일반 산업용 기기, 공구, 발 소 내 건설 

자재로 사용되었던 가 발표되기도 하 다
7)

.

나 .  속  재 활 용 에 서  용 융 공 정

  에서 설명한 속 폐기물의 재활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안 성이 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 성은 속을 재활용한 경우 이를 취 , 유통 

 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미치는 상피폭선량 평가를 통해 도출된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속폐기물의 재활용 기 을 마련하여 용하고 있다. 다행

이 우리나라에서도 규제해제(자체처분) 기 을 수립하여, 기 치로서 10 μSv/y  

1)  처분비용= 500만원/드럼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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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nSv/y의 피폭 기 치를 원자력법(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폭 

기 치는 직 으로 측정하기 불가능하여 속 내 잔류 방사선/능의 기 치

(clearance level)를 마련하여 사용하는 국가가 많으며 선진국의 를 들어 보면 표 

3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잔류 방사능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로부터 정해진 속 

폐기물의 재활용 시나리오에 따라 취 , 생산, 유통  사용의 각 단계에서 피폭량

을 평가하여 속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국가 표면 오염도1), Bq/cm2 부피 오염도2), Bq/g

독일 0.37
0.1

1.0 (for melting)

스웨덴 4.0 0.1

영국 0.4

벨지움 0.4

핀란드 0.4

미국 0.83 미정

일본 0.13)

표 3. 선진국에서 금속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최대 방사능 기준치 (Clearance level)

  1) 베타 감마 핵종에 한함.

  2) 모든 방사능

  3) Tritium(100), C-14(1) 및 Sr-90(1 Bq/g) 제외한 원자로 발생 가능한 일반적인 핵종 

  표 3의 선진국의 방사성 속 폐기물의 clearance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피 

오염도는 개 0.1 Bq/g으로서 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기 치를 넘는 방사능으로 오

염된 속을 재활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요하지만 이 기 치는 아주 낮은 방사능

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용이하지는 않다. 일본의 JAEA와 같은 경우에는 

CLEVES라는 컴퓨터 코드를 개발하여 규제해제 상 폐기물의 이력, scale factor

의 용, 다핵종의 처리 등 폐기물의 자료를 종합 리하여 정확한 규제해제 상 

폐기물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8)

. 이러한 측정의 어려움의 원인은 개 다음과 같

이 두 가지로 생각된다. 

   ○ 오염원의 불균일  시료 표성 확보 곤란; 모든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능의 

원인은 성자에 의한 방사화와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두 가지이다. 방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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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비교  방사능이  폐기물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오염에 의한 방사능은 

표면에 존재하며 그 특성상 매우 불균일할 수밖에 없다. 한 액체 방사성 물질이

우 콘크리트  나무에 오염된 경우 오염이 어느 정도의 깊이 까지 침투하게 되어 

상 폐기물의 정확한 방사능 측정을 해 오염 특성에 한 해석이 방사능 농도와 

병행되어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우라늄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스테인리스 스틸

의 표면의 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라늄 물질의 입자

가 스테인리스스틸의 그 인 구조사이에 혼입되어 오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표면의 

구조에 따라서 우라늄 입자의 양과 크기가 달라지질 것으로 용이하게 상되며 따

라서 오염도도 불균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료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표성이 

있는 시료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그림 1. 우라늄 물질로 오염된 스테인리스스틸 표면 현상

   ○ 시료 모양의 불규칙성, 원자력 시설에서 속의 용도는 원자로 이외에도 구

조용 빔, vessel이나 장 탱크, 배 , 선용 tray등 그 모양이 매우 다양하며 복잡

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염은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일반 으로 제염

작업도 복잡한 구조에서는 균일하게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불균일한 표면에 일반

인 표면 오염도를 측정하는 평  센서의 착성을 얻기 어려워 정확한 잔류 방사

능의 측정은 어려워진다. 이러한 어려움의 는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에서 발생

한 오염된 스테인리스 스틸의 표면 방사능과 부피 방사능의 측정치의 계를 나타

내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표면오염도는 smear 시료 분석(Low 

background α/β count system, Model S5XLB) 결과이며 부피 방사능은 그 부근에

서 시료를 채취하여 감마핵종분 분석장치 (HPGe: FWHM 1.8 keV at 1.33 

MEV(Co-60)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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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표면 방사능과 부피 방사능의 관계

 (우라늄 오염 스테인리스)

  규제해제를 용하기 한 폐기물은 매우 낮은 방사능 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폐기물에 한 표농도(평균값)의 합리 으로 획득 할 수 있도록 그 종류  

발생원에 따라 분류하고, 충분한 낮은 MDA(규제해제기 의 1/10 이상)를 확보할 

수 있는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상 폐기물의 시료 채취  평균화 방법에 

한 방법론  련 농도기 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론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64호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86조  제87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체 오염(volumetric contamination)에 한 농도기  만을 제시하고 있

으며, 표면오염 (surface contamination)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해제 상 폐

기물  콘크리트, 속, 목재 등은 표면오염이 상 으로 큰 비 을 차지하게 되

므로 표면오염에 한 기 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Reg. Guide 1.86  DOE Order 

5400.5 등 미국의 행 규제면제/해제 련 법령에서는 표면오염에 국한되는 기 치

를 규정하고 있으며, NRC, DOE  EPA는 체 오염  표면오염에 한 농도 기

을 독립 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NRC에서는 NUREG-1640에서 표면오염과 체

오염을 고려하기 해서 표면 질량비(Surface to mass ratio)를 용하여 상 

폐기물의 단  질량당 방사능 값을 표면 당 방사능(Bq/cm
2

)으로 환산하여 용하

다. 그러나 표면 질량비의 경우에도 상폐기물의 형상(Geometry)에 따라서 다

양한 범 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일본의 JAPC(Japan Atomic Power Company)의 경

우 용량의 폐기물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개발하여 폐기물의 규제해체에 

용하 다. 속폐기물의 경우 우선 그 표면에 오염도  Hot-spot을 측정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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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각(piece)별로 측정후 용기에 장입하여 측정하게 된다. 이 경우 상 폐기물은 

얇은 평 으로 그 크기(1m×1m)도 제한되며, 교정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상 폐기

물을 용기 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측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측정한 

결과 값은 표면오염도가 아닌 체 오염도로 평가되며, 그 결과가 규제해제기 을 

만족하는지 평가하게 된다. 최종 으로 규제해제 용 시 규제기 에서 일부의 시

료를 채취하여 그 결과의 타당성을 다시 재 입증해야 한다. 최근에 규제해제 상 

폐기물을 측정하기 하여 용량의 측정 장비를 개발 용하고 있고, 시료채취 과

정 없이 직  장에서 측정 가능한 ISOCS(In Situ Object Counting System)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방사능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독일의 RWE NUKEM에서는 

24개의 면  섬 검출기가 장착된 measurement chamber 내부에 수백 kg 폐기물

의 총 감마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Release Measurement Facility (RMF)를 제작

하 으며, 모든 측정은 자동으로 수행되며, 20″컨테이  내부에 설비를 장착하여 

다양한 해체 장에서 이동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 100 kg ～ 1 Ton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1일 10 Ton 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주요 측정 상을 감마방출 핵

종이다. 

    표면오염도 평가를 해 Gas-filled detectror(Ionisation chambers, Proportional 

couners, Geiger-muiller counter)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α선은 에 지가 4～7 

Mev정도로 비정(Range)이 짧아, 측정기의 효율(약 10%정도)이 매우 다양하다. α선 

측정 시 상 폐기물 표면의 상태(표면 기공, 먼지 등)에 크게 향을 받아 이로 인

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β선을 측정하는 경우, 후방산란(Backscattering)

을 고려해야 하며, 상물질의 구성 성분  우주선의 향에 의해 다양한 배경 

(Background)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Smear를 통해 오염도를 간 으로 평가하

는 경우에도 표면의 상태에 따라 이율(10 ～ 50%)이 달라져 이러한 사항을 측정 

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림 3. JAEA의 규제해체를 위한 폐기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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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UKEM의 Release Measurement Facility (RMF).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염이 균일하지 않고 속 폐기물의 모양이 복잡한 

경우 표 시료를 얻어 분석하거나 직  표면에서 방사능을 측정하여 체 방사능

이 규제 해제 기 치를 만족시키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하여 유럽에서는 속의 용융 공정을 택하 다. 미국의 경우

는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피 오염에 한 기 치가 없어 용융 공정에 한 연

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실제 용융 공정을 규제해제를 하여 용하지는 못한 것

으로 생각된다. OECD NEA가 조사한 유럽 내에서 속 재활용을 한 일반 인 

속 흐름도는 그림 5와 같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분은 용융 공정을 통

하고 있다. 

         

그림 5. 유럽 내에서 금속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금속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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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 공정은 폐기물 내 오염물질의 분포를 균일하게 만들어 [2.-다.-1)-가)  참

조] 방사능의 측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외에  다른 장 이 있는데 용융 과정에

서 제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용융과정에서 제염이 되는 것은 방사성 오염원이 되

는 속의 종류에 따라서 용융 공정 동안 거동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오염원이 

되는 방사성 핵종들은 제염 가능성에 한 에서 이 거동 특성은 아래 표 4와 같

이 별될 수 있다.  

     

   

분류 특성 원소의 

잔류 속
- 용융 ingot에 거의 부분 잔류

- 산화반응의 free energy 변화 큼
Co

slag 이송 속
- 부분 slag로 이동

- 용융만으로도 제염 가능(제염지수 10～50)
U

휘발성 속

- 휘발성 속  속 산화물의 휘발성으로 

거의 모두가 dust로 제거됨.

- 가열만으로도 제염 효과 있음.

Cs

표 4. 용융 금속 내에서 오염 금속의 거동 특성  

이와 같은 거동 특성의 차이는 용탕과 슬래그 사이에서 오염 속의 이동에 따

르는 자유 에 지의 변화로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속 용융물과 슬래그 사이에 다

음과 같은 반응식 (1)에 의하여 평형 상태를 이루는 오염 속에 하여 평형 상수

는 (2) 식과 같이 표  가능하다.  

                               ..........................   (1) 

 여기에서,   A, B = reactant

             C, D = product

             a,b,c,d = stoichiometric constant

              M  = melt phase

              S   = slag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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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 식에서 는 활동도로서 활동도 계수와 농도의 곱(    )으로 표 되며 

(2) 식의  값이 1보다 으면 부분의 오염 속은 용탕 속에 존재하지 않고 슬

래그 상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평형 상수는  아래 식 (3)과 같이 표

된다.

                                .................................    (3)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유에 지의 변화가 0 보다 작으면 평형상수 의 값

이 1 보다 작아 오염 속은 용융 속 상에서 슬래그 상으로 이동하게 된다. 를 

들면 속 코발트(Co)와 우라늄(U)이 용융 속 상에 존재할 때 공기 의 산소나 

슬래그 상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로 되는 경우 자유 에 지의 온도에 따른 변화

를 나타내는 Ellingham Diagram 인 그림 4에서9) 용융 과정에서 두 속의 거동을 

측할 수 있다. 즉 철의 용융상의 온도(1400 ~1600 oC)에서 철(Fe)의 산화반응보다 

큰 자유에 지를 보이는 코발트는 속 용융 상에 남을 것이며 이보다 훨씬 은 

산화 반응의 자유에 지 변화를 보이는 우라늄은 슬래그 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용

이하게 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은 본 연구에서도 일부 실험 으로 보여졌

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용융 기반 기술개발에서도 실험 으로 입증 되었고10), 

속 폐기물을 상업 으로 용융 재활용하는 독일의 Siempelkamp 사의 실험에서도 입

증되었다1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06년 수행한 오염 속 코발트(Co)와 세슘(Cs)의 용융

상, 슬래그  분진에서의 이동 특성에 한 기  실험 결과를 보면 그림 7과 같으

며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발트의 경우는 90~94%가 용융 상에 남아 있는 반면 

세슘의 경우는 용융 상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세슘의 경우는 슬래그에도 최  

30% 정도만 남아 있으며 부분은 분진으로 되어 용융 시설의 후단인 필터에 존재

하게 되는데 이는 산화세슘의 휘발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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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몇 가지 금속의 산화 반응의 온도에 따르는 자유에너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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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용융과정의 제염효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실험 결과) 

   독일에서 발표한 제염효과는 표 5에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발트, 니  등은 용융 상에, 우라늄, 유로피움 등은 슬래그에 세슘 등은 분진에 

포함되게 되며 이 경향은 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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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in melt(%)  in slag(%)  in dust(%)

U-235, U-238 1 99

Pu-241 1 99

Th-231, Th-234 1 99

Fe-55 100 <1

Co-60 88 11 1

Ni-63 90 10

Sr-90 1 97 2

Cs-137, Cs-134 <1 60 40

Eu-152, Eu-154 4 95 1

Ce-144 50 50 <1

표 5. 문헌에 발표된 제염 효과(2); 독일 Siempelkamp 발표 

다 .  해 외  용 융  공 정  사 례

   속의 용융 기술은 거의 선사시 부터 발달해온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며 

재 우리나라에서는 소기업까지도 속 용융로를 설치하고 일반 폐 속을 재생 사

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소규모의 속 용융로를 제작하는 기업도 많아 언제

든지 용융로를 제작 설치 운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속 폐기

물의 용융에 한하여 외국의 사례를 국가별로 소개하기로 한다.

1) 스웨덴

   

  세계 모든 국가  방사성 속 폐기물을 용융 재사용하는 사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는 스웨덴이다. 이는 규모면은 아니며 유럽에서 이 분야에 선구자 연구할을 하

고 있으며 회수된 속을 무조건 재활용(Unconditional reuse) 있으며 Studsvik이라

는 회사가 이 사업을 맡고 있다. 이 회사는 스웨덴 내의 모든 nuclear service를 제

공하는 group사로서 Operating Efficiency and Safety, Service and Maintenance, 

Waste Treatment  해체를 담당하는 네 group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각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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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몇 개의 자회사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출장자가 방문한 곳은 Nykoeking에 치

한 용융 시설과 소각 시설이 있는 곳이다. 이 회사의 용융에 한 경험은 이미 20

년에 이르고 있으며 이 용융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요 고객은 스웨덴의 발 회사 

등, 독일의 발 회사와 Siemens등을 포함하는 많은 유럽의 원자력 련 회사들이

다. 본 문에서는 연구자의 방문 시 설명 자료
12)

와 문헌에 발표된 자료
13-18)

를 근거로 

동 사의 용융에 한 업무를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동 사의 속 용융 공정의 개념은 아래 그림 6과 같다. 처음 속 scrap이 

반입되면 오염 검사를 실시하여 속의 종류  모양 등을 고려하여 제염 필요성에 

따라 제염 상을 선택하여 필요하다면 제염 작업을 실시한다. 다음 용융로에 공

하기 편리한 형태로 가공하고 용융 후에 방사능을 고려하여 규제해제 상인가 방

사성 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는 가에 따라서 규제해제 상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

라서 다시 제염하고 용융하여 ingot를 만들어 재사용처로 보낸다. 용융 후에도 방사

성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는 속 폐기물은 용융하여 감용한 다음 포장하여 폐기

물 처리를 탁한 속 페기물의 소유자에게 반송한다.

그림 8. Studsvik 사의 금속 재활용을 위한 용융처리 공정의 개념  

  이러한 과정을 Studsvik 사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5월 동안에 수행한 스웨덴

의 Ringhals 원자력 발 소의 증기 발생기의 재활용을 한 ingot 제조 과정을 

로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증기 발생기가 반입된 후 표면 오염 검사를 실시하

으나 체 표면의 제염은 수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체 장에서 이미 제염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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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기 때문이다. 그 후 열 교환 tube bundle이 장착되어 있는 shell 부분과 steam 

dome을 분리한다. shell 부분은 tube 내부를 sand blasting으로 제염하고 용융로에 

공 할 수 있도록 shell  튜  모두 세 을 실시하 다. 세 된 sheel의 부분과 

steam dome 부분은 Tumble blaster에 의하여 제염을 실시한 후 용융로로 공 한

다. 증기발생기의 shell 부분은 용융하여 재활용으로 분류하 으며 tube 부분은 용

융하여 방사성 폐기물로 포장하여 Rinhale 원자력 발 소 운 자로 되돌려 보냈다. 

용융로는 2기로서 각 용융로의 용량은 3.5톤이며 두 개 부 induction furnace이다. 

용융로 상부에는 배기가스를 포집하기 하여 환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흡입구가 있

어 부분 그곳으로 제거되며 배가스는 냉각기를 거쳐 bag filter와 HAEP filter의 

이  여과 후 밖으로 배출시킨다. 용융 과정에서 slag former를 공 하여 제염 작업

을 다시 한 번 더 수행하고 시료 채취 후 ingot를 만든다. 시료는 그림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경 약 5cm, 높이 2～3 cm의 납작한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  하

나는 자체 내에서 분석하여 규제 해제의 여부를 최종 으로 결정한다. 하나는 용융 

처리 의뢰자에게 보내며 하나는 보 한다. 오염원이 되는 속 원소의 용융상, 슬래

그 상  분진에 분배율은 그림 10과 같으며 이는 그림 7이나 표 5에서 보여주는 

일반 인 경향과 동일하다.  

   

 

그림 9. Three samples from one m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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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Distribution of contamination nuclides in melting process 

   Studsvik 사가 사용하고 있는 규제 해제 기 치는 EC의 권고치인 RP 89로사 

주요 핵종의 방사성 농도는 다음 표 6의 세 번째 과 같다. 이 값은 보통 IAEA가 

규제해제로 제안하고 있는 값의 10배 정도이며 이 게 높은 값을 규제해제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 속을 다시 제철 공장으로 보내져 제철 공장에서 다시 희석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희석은 제철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계약조건

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규제기 의 QA 감사를 정기 으로 받고 있다.  비록 기

치보다 방사능이 센 경우에도 바로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며 핵종분

석을 하여 핵종들이 10년 동안 붕괴되어 방사능이 10년 후에 표 6의 기 치를 만족

할 수 있으면 Studsviks사 내에 치한 장 장소에서 10년 동안 장하 다가 규

제해제 받아 제철회사로 보내진다.  

   Ringhale 원자력 발 소의 증기발생기는 무게가 약 310톤으로서 steam dome의 

무게는 110톤으로서 이는 거의 오염되어 있지 않아 그 로 단하여 용융하 다. 

증기 발생기의 체 방사는 inventory는 650 GBq로서 95%는 열교환 튜 에 5%는 

water chamber에 존재하여 tube bundle은 sand blasting에 의하여 제염하여 약 

85%에 해당하는 510 GBq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이후 용융작업에 의하여 260톤의 

속을 재활용하도록 규제해제 받았으며  10톤의 비교  가 낮은 방사성 폐기물

은 Forsmark 원  부근의 처분장으로 보내졌으며 약 40톤의 비교  가 높은 

방사성 폐기물은 Studsvik사의 내부에 치한 임시 장시설에 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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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Mass radioactivity

Bq/g
After remelting Remarks

H-3 1000 100

C-14 100 10

Mn-54 1 0.1

Fe-55 10,000 1,000 pure β emitter

N-55, 63 10,000 1,000 pure β emitter

Co-58, 60 1 0.1

Cs-137 1 0.1

Ra-226 1 0.1

U-235, 238 1 0.1

Am-241 1 0.1

Pu-238, 239, 240 1 0.1

표 6. Studsvik 사의 규제해제 기준치

2) 일 본

  일본 경우 아직 상업 인 규모의 방사성 속 폐기물의 재활용을 한 용융 시설

은 없으나 속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한 연구 개발은 많이 시도되어 왔다. 이 연

구 개발은 JAERI  JNC가 주도하는 연구소를 심으로 하는 연구와 RANDEC이 

주도하는 민간 기업에 한 연구 개발이 있다. 

  과거 JAERI에서는 수행한 용융에 의한 속 폐기물 재활용에 한 실험은 JPDR

의 해체에서 발생하는 속 폐기물의 재활용을 하여 JPDR의 dump condenser의 

치에 설치한 시험 시설을 이용한 것이다
19,20)

. 이 시설의 용량은 batch당 500 kg의

( 원출력 350 kW) 고주  유도로(1 KHz)를 사용하 으며 배가스 처리를 하여 

사이클론, bag filter, HEPA filter를 직렬로 연결한 처리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실

험은 주로 탄소강과 주철을 사용하 으며 용융물의 온도는 개 1600 
o

C부근이었

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15회의 tracer 실험을 실시하 으며 6회의 실제 폐기물을 

시험 용융하기도 하 다. 이 실험의 결과로 제염효과와 ingot 내의 균질도를 측정하

으며 tracer로서는 Mn-54, Co-60, Zn-65, Sr-85  Cs-137을 사용하 다. 제염효

과로서는 Co, Mn Zn 등은 용융상에, Sr은 슬래그 상에 그리고 Cs는 분진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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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ingot의 상부, 앙부 그리고 하

부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표 7과 같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분석 

오차를 고려하면 이들 방사능은 균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시료번호
Mn-54 Co-60 Zn-65

상부    중앙    하부 상부    중앙    하부 상부    중앙    하부

1 4.07    4.04    3.70 2.00    2.28    2.16 6.13    6.60    6.346

2 3.94    4.02    4.16 2.13    2.28    2.29 5.93    7.27    7.21

3 4.35    3.86    4.20 2.55    2.28    2.03 7.58    7.06    6.42

4 3.96    4.25    4.07 2.44    2.28    2.10 6.77    7.05    6.21

5 4.10    4.00    4.22 2.35    2.28    2.40 6.79    6.48    6.01

6 3.91    4.23    4.22 2.05    2.28    2.27 6.64    7.66    5.53

7 4.07    3.91       - 2.35    1.94       - 8.27    5.85       -

8 3.90    3.70       - 1.94    2.28       - 7.031    6.97       -

9 4.22    3.97       - 2.24    1.75       - 7.01    5.73      -

10 4.40    4.07       - 2.26    2.25       - 6.91    6.02       -

표 7. Ingot내 몇 개 핵종에 관한 방사능 측정 결과. (일본의 경우, 단위 Bq/g) 

  이에 비하여 핵연료 주기시설을 많이 운 하고 있던 JNC에서는 우라늄에 오염된 

속 폐기물의 용융에 한 재활용 연구를 수행하 다21). 이 연구는 고주  유도로

를 이용하여 내경 60 mm의 마그네시아 도가니를 사용한 소규모 실험과 기 용량 

300 kW의 이롯 규모의 두 가지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소규모 장치로서는 

당한 슬래그의 선택, 슬래그 재사용 가능성  제염 특성 평가에 한 실험이 수

행되었으며 이들 결과를 이용하여 간 규모에서도 용 가능성을 시험 한 것이다. 

이 간 규모는 기 Ce를 tracer로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나 우라늄으로 오

염된 시료를 사용하여 용융 공정의 타당성을 시험 하 다. 이 우라늄 시험의 결과

는 다음 표 8과 같다. 이에 의하면 우라늄의 제염계수(DF)는 약 500 부근으로서 

ingot 내의 우라늄 농도는 약 0.04 Bq/g(우라늄 농도로서 약 1.5 ppm)을 보이고 있

다.  각 ingot내에 우라늄과 다른 속 원소들의 분포를 보면 ingot마다 차이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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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번호

ingot

번호

ingot내 U 농도 ingot내 타 금속의 농도(%) slag 내

U 농도

(%)

DF
ppm Bq/g Cr Ni Mn Si Al

1

2 1.7 0.04 17.68 8.70 0.69 0.19 0.004

1.35

588

3 2.1 0.05 17.60 8.79 0.70 0.21 0.004 485

4 1.4 0.04 17.86 8.94 0.72 0.19 0.004 691

2

2 1.3 0.03 0.31 0.14 0.4 0.02 0.001

1.88

787

3 1.4 0.03 0.29 0.13 0.37 0.05 0.001 732

4 2.1 0.05 0.21 0.07 0.58 0.03 0.001 469

3

2 125.3 3.13 0.21 0.07 0.98 0.58 0.161

0.41

8

3 126.0 3.15 0.20 0.07 0.99 0.59 0.162 8

4 117.2 2.93 0.21 0.07 1.00 0.61 0.145 9

4

2 2.3 0.06 0.2 0.07 0.52 0.04 0.001

1.64

439

3 2.3 0.06 0.18 0.07 0.54 0.06 0.001 433

4 4.6 0.12 0.33 0.15 0.49 0.04 0.001 216

표 8. JNC의 용융 실험 결과 (우라늄의 분포 및 제염 효과)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 로 재 JAEA의 Tokai 연구센타(NSRI) 내에 

 방사성 폐기물 감용시설(AVRF)을 건설하면서 속 폐기물의 용융 시설을 포함

시켰다22). 폐기물 감용 시설은 단/분류, 제염, 처리, 압축, 비 속 용융, 속 용

융의 단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속 용융 장치는 batch당 4톤의 용량(1,200 

kW)의 고주  유도로로 되어있다. JAEA는 이 방사성 폐기물 감용 시설에서 용융

된 속으로 방사성 폐기물 용기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으나 재는 시험 운  이

며 용탕의 운  온도, 속 분포 등에 한 시험을 수행하 다. 이 결과를 보면 표 

9와 같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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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화학성분(%)

실험 1 실험 2

Ni Cr Fe Co Ni Cr Fe Co

용

탕

melt 1 10.4 17.7 69.0 2.0 4.1 7.2 85.8 2.4

melt 2 10.4 17.6 69.0 2.0 4.1 7.1 85.9 2.4

melt 3 10.7 17.9 68.4 2.0 4.1 6.9 86.2 2.4

melt 4 4.1 6.8 86.2 2.4

melt 5 4.1 6.8 86.2 2.5

고

화

체

용기 1 10.5 17.5 68.9 2.0 4.0 7.0 86.2 2.4

용기 2 10.3 16.8 69.9 2.0 4.1 6.6 86.3 2.5

ingot 1 10.8 18.0 68.1 2.1 4.1 6.6 86.4 2.5

ingot 2 10.9 17.7 68.2 2.1 4.1 5.6 86.7 2.5

ingot 3 10.8 18.0 68.1 2.1 4.0 6.9 87.4 2.5

표 9. JAEA의 용융 실험 결과 (각종 금속 원소의 분포)

  일본의  다른 용융 공정을 통한 속 폐기물의 재활용 연구는 RANDEC이나 

NUPEC이 주도하는 민간 기업과의 연계 연구이다
24-27)

. 그러나 이 연구는 슬래그의 

선택, 제염, 균일도 등에 한 기  연구가 아니라 용융 장치 개발/개선, 분진 책, 

ingot 모양의 다양화, 재순환 속 제품 가공 시험 등이다.  

 3) 랑스

가) CEA의 INFANTE

 이 시설은 랑스 CEA의 속 용융시설 INFANTE는 랑스 남부 Marcoule 

CEA 연구 센터 내에 있는 흑연감속로 G2, G3를 해체함으로서 발생하는 속 폐기

물의 용융을 통하여 원자력 산업(ANDRA가 운 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사

용할 수 있는 container)으로 재활용하고자 1992년 설치된 용융 시설이었다. 그러나 

랑스 정부의 모든 정책이 어떠한 방사성 폐기물도 규제 해제하여 재활용하지 않

는 다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1995년 운 이 정지된 시설로서 연구자가 출장 시 소개

된 자료
28)

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시설의 설치 치는  Marcoule 연구 센터 내에 치한 해체 인 원자로 G2, G3

의 유틸리티 공  부분을 해체하고 생성된 공간이며 용융로 종류는 기 arc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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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on/B ( 기로는 8 MWe)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기 아크로를 선택

한 이유는 용융 후 속을 일반 목 으로 재활용하지 않으며 다시 방사성 폐기물의 

일부로서 폐기처분 할 것으로 ingot의 균질도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용

융로에서 사용한 속은 주로 carbon steel이며 때로는 스테인리스 스틸도 포함하고 

있다. 용융 상이 되는 속 폐기물의 최  방사능 농도는 Co-60으로 250 Bq/g이

며 환기 시설로서 3단계 여과 (bag filter, medium filter  HEPA filter)장치로 되

어 있다. 환기 시설에서 공기의 유량과 온도는 아래 그림 11과 같다.

Extracting hood

Furnace

3,000 Nm3

1000 oC

4,500 Nm3

38.5 oC

22,500 Nm3

47.5 oC
423 oC

212 oC

85.8 oC

Ingot Casting Area

10,000 Nm3

72.5 oC

52.8 oC

40,500 Nm3

56 oC

Bag filter

HEPA

Induction Fan

Ventilation Room
Extracting hood

Furnace

3,000 Nm3

1000 oC

4,500 Nm3

38.5 oC

22,500 Nm3

47.5 oC
423 oC

212 oC

85.8 oC

Ingot Casting Area

10,000 Nm3

72.5 oC

52.8 oC

40,500 Nm3

56 oC

Bag filter

HEPA

Induction Fan

Ventilation Room

그림 11. Conceptual Flow Diagram of Ventilation System of the INFANTE. 

용융로의 용량은 15톤이었으나 실제 운 은 회분 당 12 ton(시설 용량의 80 %)으

로 하 으며 한 회분 당 용융 소요 시간은 5.2 시간이었다. 한 용탕을 제조하기 

하여 속 scrap 6.5 basket(7회) 공 하 으며 용융 시 방사성 폐기물 container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하여 주철(pig iron)의 특성 만족을 하여 Si  C을 첨가

하 다. 작업 온도는 1300~1400 
o

C로서 시료는 casting 시 소량 분리하 다. 이 공

정으로 G2/G3 원자로 해체물과 RAPSODIE 원자로 해체 시 발생한 속 폐기물의 

용융 처리 결과를 보면 표 10과 같다.

폐기물 출처
G2/G3 RASODIE

총 방사능(MBq) 비 방사능(Bq/g) 총 방사능(MBq) 비 방사능(Bq/g)

total amount 26,744 4,899

Cast 23,558 5.8 441 6

Dust 2,412 90 4,295 2,730

Slag 774 4.2 163 55.5

표 10. 프랑스 INFANTE 운전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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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ocodei사의 CENTRACO

 CEA Marcoule 연구 센터 바로 동쪽 외곽에 치한 Socodei사는  페기물

의 소각과 용융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EDF가 51% AREVA가 49% 출자한 회사이

다. 장비로는 Centraco와 Mobile unit (Mercure 1&2)가 있으며 Centraco는 Socodei

사가 직  운 하고 Mercure 1&2는 자회사 CDB가 운 하고 있다. 이  Centraco

는 소각  용융 시설로서 처리 실 은 그림 12과 같으며 Mercure 1&2는 사용 후 

ion exchanger의 embedding  농축 Boron 용액의 encapsulation을 담당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장치이다. 본 문에서는 연구자가 방문 시 제공 자료
31)

와 문헌 자료
29-30)

에 근거하여 황을 소개하기로 한다.

소각  용융 시설인  Centraco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소각과 용융을 통하여 감용비 1/10 ~ 1/20을 도달할 수 있다.

○ 여기서 포장된 폐기물은 최종 포장으로서 랑스 처분장 운  기  ANDRA

로 직  보내진다.

○ 자국  외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으나 랑스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하여서만 cross contamination을 인정받고 있다.

○ 액체 폐기물의 최종 해결책을 부여한다.

○ 최종 폐기물에 한 정확한 특성분석이 가능하다.

○ Socodei가 인수받아 처리하는 폐기물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방사능 농도 (용융이나 소각 동일); 베타 감마 20,000 Bq/g  알  핵종 오

염은 370 Bq/g이하

  - 성분; 소각의 경우 할로겐(특히 염소)  유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속은 철 계통만(Non ferrous metal 제외) 용융 처리한다.

  - 포장; 소각은 속 드럼이나 소각 가능한 드럼만을 수용하는 반면 용융은 큰 

제약은 없으나 취  용이성을 한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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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OCODDEI 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단위; 톤)

  시설의 배치는 다음 그림 11과 같으나 각 장치의 크기는 측정하지 못하여 비율을 

따르지는 않는다. 여기에서는 용융 후 속도 처분장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속

의 표면 제염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용융로에 원료를 공 하면 상당히 높은 화염

이 발생한다. 이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closed된 부품 내부에 가연성 물질

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용융로에서의 폭발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부분은 용융 

상 scrap metal의 인수 과정에서 철 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용융로의 크기는 직

경 80 cm, 높이 120 cm정도로서 시료는 상부로부터 vibration feeder로서 공 된다. 

시료의 최 크기는 40 cm로서 용융로 직경의 50%에 해당한다. 용융로의 직경이 좁

으면 이 비율은 더 작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용융로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 유

리하다. 용융로에 scrap metal을 공 하면서 용융 작업을 하는 동안 용융로가 있는 

공간에는 작업자가 상주하지 않는다. 용융 말기에 온도의 측정  slag의 제거를 

하여 두 번 정도 용융로 상부에 근한다. 온도의 측정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동

일한 외선 indication을 사용하며 slag를 형성하기 한 slag former는 흰색의 과

립형 분말로서 무게 측정은 하지 않고 경험에 의하여 삽으로 공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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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entraco 용융 시설 기기 배치도. (위; 정면도,  아래; 평면도) 

 slag의 제거는 fork와 같은 주철제 삽으로서 용융물 상부의 검은색 부분을 모아

서 한 번에 제거하여 에 slag 모으는 통에 직  털어 넣는다. 이 slag는 다시 분

쇄하여 폐기물로 포장한다. 시료는 토기로 된 두개의 작은 구멍이 뚫린 원통형으로

서 용융물에 담그면 속 용융물이 작은 구멍을 통하여 주입되어 토기 내에 손가락 

정도 크기의 원통 sample이 두 개 만들어 진다. 이 sample로서 방사능 농도와 속 

특성분석을 수행한다. 용융  발생한 fume과 연기는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duct를 

통하여 배기가스 처리 설비로 보내지는데 배기 설비의 구조는 CEA 배기설비와 유

사하다는 설명이었다. control room에서는 용융 시료 기실, 용융실  casting 

room 모두를 한 에 감시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벽에는 유리창이 설치되

어 있었다. 모든 용융로의 작업은 컨트롤 room에서 이루어지며 한쪽에는 무게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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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내는 indicator가 설치되어 있는데 속 scrap을 공 하는 동안 온도는 약 

1400 
o

C이며 최종 운 을 종료하는 시 에서는 1500 
o

C까지 상승하 다. casting 

mould은 평소에 가열하고 있다. 즉 평면도에 나타난 casting mould heater에 장착

하고 열 heater가 내부로 내려와 heating한다. 속 melt를 furnace에서 casting 

mould로  cast로 pouring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뚜껑을 장착한다. 

 Socodei사의 최종 목표는 재활용이 아니라 ANDRA 처분장으로 처분하는 것이

다. 따라서 casting은 약간 용이한 듯하다. 즉 약 180 리터 크기의 철재 can (두께 

약 15mm)에 직  melt를 부어 철제 can의 내부는 용융시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어 표면이 오염된 경우는 blasting 제염한 후 ANDRA로 보낸다. 이와 같은 철제 

can에 casting하는 경우에도 온도의 조 을 하여 철제 외부에 약 30cm 두께의 

pig iron 원통을 장착하고 있었다. 이 게 용융물이 부어지면 casting area 뒤쪽에 

치한 casting cooling 시설로 보내져 냉각시킨다. 그러나 이 시설에는 온도를 비

롯한 어떤 제어 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용융 후보다는 이 훨씬 작업이 어렵

고 비용이 많이 든다. 우선 수집된 철재를 용융로내로 공 되도록(40cm 이하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드럼 등 비교  얇은 철 으로 된 것은 press에 넣어서 압축시

키고, 큰 scrap은 plasma cutter로 비교  작은 것은 guillotine모양의 cutter를 사용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집되는 폐기물의 감마선 농도가 20,000Bq/g의 매우 높은 것

도 있어 우선의 분류를 glove가 달린 hot cell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작업은 매우 

힘들어 보 다.  

4) 독일

  원자력 시설, 특히 핵연료 제조 등과 같은 핵주기 시설의 해체 과정에서는 많은 

양의 속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러한 속 폐기물을 방사성 폐기물로 취 하면 그 

처분 비용이 막 해 지기 때문에 해체 비용은 물론 그 분야의 원자력 산업의 경제

성 한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속 폐기물의 재활용은 해체에 있어서 매우 요

한 과제 의 하나이다. 독일의 경우 Dusseldorf Krefeld에 치한 Siempelkamp사

는 1980년  반에 속 용융 시설 CARLA 시설을 설치하여
11,32)

 Hanau의 핵연료 

제조  처리 공장의 해체 속 폐기물을 포함하여 2002년까지 14,000톤의 속을 

용융하여 재순환한 실 을 가지고 있다.

  시설은 다음 그림 14와 같은 layout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changing room은 

오염된 시료를 받아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단순한 공   출하를 

한 공간으로 이곳에서 다시 방사능을 측정하지는 않으며 폐기물을 보낸 기 의 보



- 24 -

증서를 그 로 사용한다. 작업 공간에는 원료의 cutter  제품의 출하를 한 비 

공간, 그리고 각종 maintenance 장비들이 보 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도 약간

의 부압이 걸리며 방사선 리구역으로 분류된다. 한쪽 벽에 부착되어 치한 

cutter는 속 시료가 큰 경우 이를 단하여 furnace에 공 할 수 있도록 하는 장

치로서 약 30 cm 정도의 크기로 자른다. 이 게 자르는 장치는 450 톤 유압 작두, 

톱 그리고 라즈마 torch이다. 그러나 furnace의 크기가 200 리터 드럼이 그 로 

공 될 수 있기 때문에 200리터 드럼 안에 포장된 속은 다시 단하지 않는다.   

       

Changing
room

Melting
room

ventilation

원료 cutter

작업 공간

CR
Changing

room

Melting
room

ventilation

원료 cutter

작업 공간

CR

그림 14.  독일의 오염 금속 용융시설 CARLA 구조 

  Melting room에는 3.2톤 용량의 crucible을 내부에 장착한 induction furnace가 

앙에 존재하고 천장에는 시료를 투입하는 crane, slag를 제거하는 manipulator, slag

의 쇄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작업에서 시료를 투입하고, slag를 제거하고  

용융된 속을 부어서 ingot로 만드는 작업은 원격조작에 의하여 수행되며 이는 

melting room 에 치한 control room안에서 유리창을 통하여 찰하면서 이루어

진다. ventilation room에는 환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환기 설비는 cyclone, 

bag filter, HEPA filter의 순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furnace의 뜨거운 공기가 bag이

나 HEPA filter의 손상시키지 않도록 quenching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설명이나 

구경하지는 못하 다. 이곳에서 용융시킬 수 있는 속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는 다

음과 같다.

       Total activity (α, β, γ)         200 Bq/g

       C-14, H-3, Ni-63, Fe-55      2,000 Bq/g

      Fissile nuclide (U235, U234, ..)   100 Bq/g or 150g/1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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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설에서 용융 처리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는 설명이다. 

   ○ 균일화 : 속 폐기물의 처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염 후에 오염 물

질이 얼마나 남아 있는 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속에 의하여 방사선이 차폐

되기 때문에 특히 폐기물의  방사능에서는 이의 측정이 매우 어렵다. 그러

나 이 속들을 용융하면  속의 방사능 농도가 균일하게 되기 때문에 분

석도 용이하며  분석이 되지 않아 폐기하게 되는 방사성 물질이  없게 

된다. 그러나 용융만으로는 균일하게 되지는 않으며 속 melt를 균일하게 교

반시켜 주어야 한다. 이는 induction furnace를 사용함으로서 가능하다. 이곳

에서는 induction furnace 내부에 걸리는 자장 때문에 melt는 계속 교반되게 

된다.

   ○ 제염 : 일부 방사성 핵종은 용융과정에서 속 melt에 남아 있지 않고 slag로 

이송된다. 따라서 slag를 제거하면 속은 제염된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우

라늄 는 그 딸 핵종의 경우 이 제게 효율이 매우 탁월하다. 

   ○ 감용 효과 : 이 용융처리에 의하여 속을 재순환시키면 최종 으로 처분하

여야 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양은 매우 많이 감소한다. 실제로 운  경험을 보

면 약 80 % 이상의 감용 효과를 보고 있다. 

   재사용을 한 독일 내 기 은 다음과 같다.

        For unrestricted recycle    < 0.1 Bq/g

        For restricted reuse        < 1.0 Bq/g   

        For restricted reuse only for nuclear application   <  case by case

용융시켜 만들어진 속 ingot가  기 을 넘으면 원래의 속 폐기물 소유자에게 

slag와 ash와 함께 돌려보낸다. 그러나 지 까지 돌려보낸 는 없었으며 개의 경

우 용융처리를 의뢰할 때 보낸 certificate보다는 용융후의 방사능 가 몇 배 낮

기 때문이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할 때 매우 conservative하게 하기 때문으

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 게 만들어진 ingot는 야외에 장하 다가 필요에 의하여 

다시 사용하는데 방사성 물질의 cask, shielding material로 재사용된다. 

라 .  본  연 구  개 발 의  목

  앞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많은 원자력 시설 특히 그 시설을 해체하는 경우 많

은 양의 속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들을 제염하여 재활용하거나 감용하여 부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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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로 하여 처분하지 않으면 원자력 산업의 경제성 자체가 나빠진다. 따라서 안

성이 보장되는 한 많은 부분의 속 폐기물을 규제해제 받아 재활용 는 폐기처

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 성의 척도는 속의 재활용으로 이를 취 , 생상, 유통 

 사용한 일반인들의 피폭 정도이며 이는 규제 해제 받는 시 에서 속에 잔류하

는 방사능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안 성을 보장 받기 하여서는 속에 오염

되어 있는 방사능의 양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여 주어야 하며  잔류 방사능을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의 제거 수단으로 요한 공정  

하나는 모과제에서 수행하는 EPN 방식의 제염 방법이며 이 제염과정에서 제염된 

속에서 방사성 물질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염의 불균일한 특성 때문에 정확한 방사능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밸 , 펌  등과 같이 속의 형태가 복잡하면 이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일한 오염을 균일하게 만들어 측정의 정확성을 증가시키기 하여 용융공정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용융 공정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목 을 소규모 실험실 장치로서 속 용융을 

개발하여 실제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속의 처리를 한 시설의 요건과 설계, 

장치 제작  운 을 한 기술 요건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와 동시에 속 용융상

에서의 용탕의 거동을 지 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측하고 용탕의 

casting 후의 ingot의 균일성을 실험 으로 입증하고 이로부터 잔류 방사능을 측정

하기 한 시료 채취 방안에 하여 제안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규제 해제를 통해 

재사용할 때의 일반인에게 미치는 피폭 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립하는데 목 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용융공정개발

    - 단  공정 용 타당성 평가

    - 단  공정 flow diagram 설계

    - 실험실 규모 공정 장치 설계, 제작, 설치  시운  

    - 공정 운  조건의 확립

    - 공정 운  자동화를 한 공정/장치 개선

   ◦ 실용화 규모 용융 공정 설계

    - 종합 시스템 평가  interface 조정

    - 장치 설계 시방서를 한 기술 조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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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융 후 처리 방안 평가

    - 용탕 내 방사성물질의 거동  균질화 (Homogenization) 평가

    - 용융체내 tracer를 이용한 ingot 내 균일도 평가

    - Co-60 거동  제염 특성 평가

    - 용융 속 시료 채취 방안 도출

       

   ◦ 속 폐기물 용융 후 자체 처분 기술 개발

    - 자체처분을 통한 속의 재사용 안 성 평가 방법 정립 

    - 속 폐기물 자체처분 안 성 시범평가(sample calculation)

    - EPN에 의한 제염 제한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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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가 .  용 융  공 정  장 치  설 계   설 치

1) 공정 평가 

  용융 공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는 역시 용융로 본체이다. 속과 같은 

도체 물질의 기에 의한 가열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 간  방식(indirect heating method); 속의 주변에 설치된 기가 흐르는 

항체 는 두 극 사이의 아크(arc)로부터 발생한 열의 도, 복사  류에 

의하여 가열된다. 

  ○ 직  방식(direct heating method); 도체에 직  기가 흐르면서 발생한 열

에 의하여 가열된다. 표 인 로서는 용 기가 있으며 길이기 긴 배 의 

균일 가열에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 유도 방식(indirect heating method); 기가 가열 상 속 주변을 흐르면서 

발생한 유도 류가 상 속에 회로를 형성하여 가열 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의 속 가열 방법은 각 종류에 따라서 장단 이 있으며  목 에 

따라서 히 선택되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 속을 가열 용융하는 경우에는 가

장 요한 것이 용탕의 교반에 의한 용탕  제조된 ingot의 균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유도 가열 방식으로 속을 가열하는 유도로의 선택은 필수 이

다. 

  이와 같은 유도로의 선택은 아래 표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용 규모의 

시설 운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시운  인 원자력 선진국의 용융시설의 에서

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ingot의 균질화로 용융 처리된 속 폐기물의 

방사능을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유도로는 제품의 균질도 확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용융 작업이 용이하고 용융 시 속의 손실이 무시할 만큼 작음.

○ induction furnace의 고유 특성인 용탕의 교반 효과로 속 제품의 특성이 균

일하게 됨.

○ 속의 quality 증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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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 작업  불순물 혼입 근본 인 배제로 순도 유지가 용이함.

○ 가열 시간과 온도를 정확하게 제어 가능.

○ 용융로의 용량 제어가 용이하고 다양한 모델의 용융로를 제작할 수 있어 산

업 용 범 가 높음.

○ 가열 시간이 으므로 생산성이 높음.

○ 경험이 은 작업자에 의하여서도 좋은 작업성을 나타냄.

○ 공해 물질의 감소로 (연기나 끄름이 없음) 친 환경성.

○ 타 용융 공정에 비하여 높은 안 성 (주변을 가열하지 않음, 가스 등의 

flammable 자재를 사용하지 않음.)

  이와 같은 유도로의 장  때문에 diesel engine body와 같이 casting에 의하여 제

조되거나 속을 재활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소기업은 부분이 유도 기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유도 기로는 이미 1980년 E.A. Colby가 open ring channel 

furnace의 특허를 획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25년 뒤 Edwin Northup의 

coreless furnace가 알려진 뒤 지 까지 발 하여 왔다
34)

. 따라서 유도로에 한 기

술은 부분 알려져 있어 internet으로도 그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35-37)

.  

국가 및 기관
스웨덴

Studsvik
일본의 JAEA

프랑스

SOCODEI

독일

Siempelkamp

용융로형 induction induction induction induction

처리 용량 3.5 ton/B x 2 16 ton/B 4.2 ton/B 3.2 ton/B

목  적 일반 재활용
원자력 

산업재활용

원자력 

산업재활용
일반 재활용

용융전 제염 여부 yes yes no no

배기 시설 냉각 및 여과 냉각 및 여과 냉각 및 여과 냉각 및 여과

현재 운전 여부 yes 시운전 yes yes

표 11. 원자력 선진국의 금속 재활용을 위한 용융로의 특성 비교 

2) 용융 공정 시스템

  앞 에서 수행한 공정 평가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용융로로서 고주  유도로

가 선택되었다. 일단 용융로가 고주  유도로로 결정이 되면 체 용융 공정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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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은 다음 그림 15와 같이 용융로, 기 공  장치, 배기 처리 장치  냉각수 공  

시스템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원 공  장치는 일반 원으로부터 고주  

원을 발생시키는 장비로서 많은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공 하여 주어야 

하며 냉각수의 공 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장비의 운 이 단되기 때문에 

고주  원 공  장치의 제작사가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의 냉각수 공 이 필수

이다. 배기 처리 장치에서는 로체와 ingot를 만들기 한 casting mould의 가열 장

치로부터 발생하는 배기 의 분진을 제거하고 냉각시키기 한 장치이며 이를 

하여 냉각수가 필요한데 그 양은 많지 않으나 냉각수 온도가 배기의 최종 배출 온

도보다 10 
o

C 이상 낮아야 한다. 로체의 원 코일에 공 되는 냉각수는 코일을 보

호하기 한 목 으로 비교  높은 온도의 냉각수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다른 냉

각수 조건을 만족하기 하여 각각의 냉각수 공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는 

실 이지 못하다. 따라서 하나의 냉각수 공  시스템을 고려하여 그림 15의 개념

을 좀 더 공학 으로 표 하면 그림 16과 같다. 이들 각각에 하여 설계 요건 등

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lectricity supplier

Exhaust gas treatment

Furnace 1

Furnace 2

CW supply system

Cooling water

Off das

Electricity supplier

Exhaust gas treatment

Furnace 1

Furnace 2

CW supply system

Cooling water

Off das

그림 15. 고주파 유도로를 사용한 용융 시스템의 개념 

   그림 15의 개념에 따라서 각 장치를 설계하기 하여서는 체 시스템의 물질 

 에 지 수지 계산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유도로에 의한 속 용

융 재활용 시스템은 이미 모든 부분이 상용화되어 있지만 부분의 경우 배기처리 

부분은 없으며 각 장치의 제작회사도 시스템의 정확한 공학  자료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한 부분에 하여 다른 부분이 과  설계되거나 용량이 부족하

게 설치되기도 한다. 특히 모과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염을 포함한 체 속 재

활용 공정을 각 단  공정 별로 module화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 부분의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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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량  물질의 양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어 정확한 규모의 장치가 제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물질  에 지 수지계산을 하여 microsoft EXCEL을 이

용한 로그람을 만들었으며 이의 일부는 그림 17과 같으며 계산을 하여 사용한 

가정은 아래와 같으며 이의 타당성은 실제 시험장치의 운 에서 평가하 다.

    ○ 용융 상 속; carbon steel

    ○ 최종 운  시 에서 용탕의 온도; 1600 
o

C (용융 보다 225 
o

C 높음)

    ○ 원 에 지 요구량; 1 kWh/kg-metal

    ○ 운  시간; 30분

    ○ casting mould의 가열; 로  flame torch로 20분

    ○ 냉각수 온도 상승; 5~10 
o

C 

    ○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240 kcal/h m
2

 
o

C (for finned copper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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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Flow and control diagram of experimental melting system with 

induction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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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value unit remarks

1. energy requirement

     - heat of fusion of  iron 3560 cal/mole

     - molecular weight 55.8 g/mole

         in kcal/kg 63.8 kcal/kg

    - heat capacity of iron 8.4 cal/deg.mole

           in kcal/kg 0.151 kcal/deg.kg

    - melting point 1375 o
C

    heat requirement

    - temperature increase 1575 o
C 200 

O
C higher than melting point

    - heat for heating 237.10 kcal/kg m Cp DT

    - heat for melting 63.8 kcal/kg

    - total (theoretical) 300.90 kcal/kg

    - loss rate+margin 30 %

    - real heat 391.2 kcal/kg

    - melting rate 30 min/B

    - heat rate 0.2173 kcal/sec Q/melting rate

       conversion factor 4.185 kW/(kcal/sec)

       in kW 0.909 kW/kg vendor recommendation = 1 kW/kg

그림 17. 물질 및 에너지 수지 계산 프로그람의 일부 

3) 용융로

가) 용융로의 운  조건: 

 ○ 고( )주  유도 가열 방식에 의한 induction furnace로 한다.

 ○ steel melting down time (강제 용융소요시간): 10 ~ 40 min 범 로 운 할 

수 있도록 유도 코일의 회  수  크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 시간은 주어

지는 류의 세기, 공  power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로서 력의 공 이 

10 ~ 50 kW에서 변경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운 은 모두 공기 에서 수행하며 질소나 아르곤 등의 불활성 가스로 가스 

분 기의 조정이나 진공 분 기에서 운 하지 않는다. 

 ○ 운 방식은 회분식(batchwise)으로 한다.

 ○ 운 의 최고는 1700 ℃로 한다.

 ○ 용융작업 후에는 용탕을 별도의 mould로 casting하여 ingot를 제조한다.

나) 용융로 본체(로체)

    ○ 도가니

 + 용융로 도가니의 한 회분 용융상의 무게는 7 ～ 20 kg으로 한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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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범 가 넓은 것은 이 용량의 범  내에서 공 자가 제작이 가능한 최소

의  용량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 한 것이다.

 + 도가니 형;  실험 장치에는 제작과 운 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흑연 도가

니를 장착한다. 그러나 용량이 커지는 경우 축로 형식으로 도가니를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용융 furnace 크기 : 직경 100 mm x 길이 150 mm을 기 으로 용량에 따라

서  시 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흑연 도가니의 모양에 변할 수 있다.

   ○ 가열코일

+ 가열 코일은 균일하게 감겨져 있어야하며 가열 효율이 우수하도록 감겨야한

다. ( 기 흐름의 방향이 코일 내에서 역 되지 않도록 한다.)

+ 기계 으로 강도와 정 도가 있어야 한다.

+ 가열 코일은 냉각수로 냉각되어야 한다. 이 때 냉각수의 최  온도는 45 ℃

이며 6000 kcal/hr의 냉각 능력을 갖는다.

+ 가열 코일의 냉각수 주입구는 원 공  본체에 연결된 부분부터 시작한다.

○ 로체 몸체

+ 용융물의 배출시 용융물의 흐름을 정확하게 하기 하여 용융물 유도경로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이는 로체 가장  부분보다 에 있는 것이 편리하다.

+ 로체의 제작 재료는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가니의 

재질도 이와 동일하다.   

+ 우수한 magnetic and thermal isolation이 되는 재질을 사용한다.

+ 원 공  본체와 로체 사이의 거리는 최소 5 m, 최  10 m로 한다.

+ 몸체의 속 부분은 유도 류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융로 stand

 

   ○ stand에는 용융로, tilting system, 용융로 커버  커버 작동 메커니즘을 수

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은 가능한 한 독립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용융로는 tilting을 한 회 축을 제외하고는 stand에 어떤 연

결도 있어서는 안 된다. 

   ○ stand는 용융로보다 낮은 치에 있어야 하며 용융로 유도 류에 의하여 가

열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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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은 stainless steel로 이루어져 durable하여야 함.

○ 바닥에 10 mm 이상 크기의 bolt 고정 hole이 있어야 함. 이는 추후 로체를 

설치될 stand  에도 설치하거나 바닥에 anchor bolt로서 고정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 tilting하는 경우에도 로체의 몸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력에 의하여 고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 로체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고리를 설치하거나 pork lift로 이송 가

능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라) Tilting system

 ○ 구성; 본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용융로 tilting 모터  모터 커버

 + 용융로 tilting 모터 동력 달 시스템  회  속도 조  장치

    + casting mould stand  치 조  메커니즘

    + 모든 장치를 설치하고 고정할 수 있는 stand

  ○ 작동 원리  조건

  + 용융물의 배출을 한 tilting 시스템으로 최  경사각은 로체 내부의 모든 

용융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각도(90
o

 + α) 이상이어야 한다. 회  운동의 종

은 로체에 부착된 on/off switch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들 스 치는 모든 로

체 부품이 설치된 후 그 정확한 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치를 미세하게 

조 할 수 있어야 한다.

  + tilting 방식은 유압이나 기계식 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압식의 경

유 유압 실린더를 작동 시킬 수 있는 유압 유닛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계식인 

경우 구동 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  속도를 읽을 수 있는 디지털 

계기가 제어 패 에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

  + tilting의 회 축은 그림 18과 같이 용융물의 출구에 있어 용융물의 배출구의 

치가 tilting하는 각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범 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tilting 동안에도 앞으로 설치될 ingot molding용 casting mould을 고려하여 

용융로 반  측 끝부분이 가상의 원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사용 설명서에 이

원의 크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와 같은 용융물의 출구 치 변화를 최소화하 더라도 용융상의 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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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융융물의 흐름선의 변화가 상된다. 따라서 casting mould의 치를 용

융로의 기울임 각도에 따라서 변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치 조

 메커니즘에 의하여 수행되며 이 메커니즘의 구동은 용융로 tilting 모터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내화제

용융로체

확산차단판

다리

Ingot  몰딩

좌우운동
지지대

상하운동
지지대

회전축

내화제내화제

용융로체

확산차단판

다리

Ingot  몰딩

좌우운동
지지대

상하운동
지지대

회전축

그림 18. 용융 로체의 회전 반경의 개념도 

○ tilting 시스템의 운  

 +  용융로 tilting 장치의 운 은 두 개의 setting 되지 않는 on/off switch

와 하나의 속도 조  knob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switch 하나는 로체를 

기울이는데 다른 하나는 복원하는데 사용되며 회  속도는 속도 조  

knob로 조 가능하며 이들은 각각 독립 으로 운 된다. 즉 로체 tilting 

switch는 스 치에 원을 수동으로 넣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며 원 공

을 담하면 그 치에서 작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한다. 특히 

titling 모터의 용량아 무 거나 커서 tilting motion에 성이 생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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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 time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에서 설명한 두 개의 switch  속도 조  knob는 앙 제어 패 에 부

착하여 용융물  제거를 원거리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 로체의 무게는 약 300 kg으로서 로체를 tilting하는 경우 로체 무게 일부가 

회 축에 걸리므로 회 축  동력 달 시스템은 이 량을 이기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마) casting mould

 ○ 구성; 용탕을 수납할 수 도가니(jar)와 도가니 이싱  열 장치로 나뉜

다.  

 ○ 도가니 이스; 재 연구소가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속 용융 실험 장치에

서 용융이 완료된 후 속 용탕의 출탕 시 용융물을 받기 한 도가니를 수납

하는 이스이다.

     + 용융이 완료된 후 속 용탕의 출탕 시 용융물을 받기 한 도가니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는 차 에 용이하게 장착되고  탈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스 내에 ceramic jar를 상부로부터 장착할 수 있어야 하며 장착 후 

casing과 jar사이의 공간이 casing 내의 주물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casing을 역으로 뒤집었을 경우에도 jar가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분의 치수는 아래 그림 19참조)

     + casing   부분은 casing과 jar 사이에 주물사를 충진한 후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그러나 이 부분이 차에 탈부착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

    + 차로부터 용이하게 탈착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 재질은 일반 스테인리스스틸(STS304)로 한다. 

  ○ 도가니 이스는 제작 후 실험용 용융 장치의 차에 부착하고 차가 이동시

켰을 때 안정하게 부착되어 있음을 시험하고 합격품만 허용된다.

  ○ 용융 시료는 각 크기의 세 개 이상을 추출하여 크기를 측정하 을 때 평균 크

기는  크기의 +/- 0.5 cm 이하가 되어야 하며 최 /최소 크기는  범  내

에 있어야 한다. 

  ○ 도가니의 가열은 외부에서 가스 불꽃으로 하도록 한다. 가스 불꽃은 일반 인 

산소 용 기 torch를 사용하며 stand를 만들어 장시간 가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규모의 경우에는 랑스와 같이 casting mould 상부에서 가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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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heater로 하는 것이 원경 운 과 향상된 안 을 하여 바람직하다. 

   

         

그림 19. casting mould의 개념도 

   

 바) 용융로 커버  배기 유도 시스템

 ○ 본 시스템의 목 은 용융로의 가열 는 용융 에 발생하는 가스나 분진의 확

산을 최소화하기 한 것으로서 용융로 커버, 커버 구동 메커니즘  배기 유

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 커버의 크기는 용융로 노체  casting mould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커버는 어느 각도로도 조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커버 구동 메커니즘

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구동 메커니즘에서 커버의 회  속도를 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배기 유도 시스템은 로체와 동일한 높이에 로체 으로 치하고 있으며 역 사

각뿔  모양을 하고 있어 배기는 물론 배기에 동반되는 분진도 배기처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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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으로 이송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이 시스템의 제작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한다.

사) 설계, 제작  설치

  ○  용융로 시스템은 2차에 걸쳐 제작되었다. 2007년도 연구 과제에서는 용융

로의 성능 시험을 한 것으로서 casting mould 이동 메커니즘, 용융로 커버, 

배기가스 유도시스템 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tilting system도 가능한 한 단

순화 시켜 제작하 다. 

○ 2007년 용융로 시스템의 제작을 한 상세 도면은 아래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용융로 본체 제작을 위한 상세도면 (2007년도)

○ 2007년 용융로 시스템의 설치

 - 몸체의 stand를 속으로 연결하지 않고 콘크리트 바닥에 anchor bolt로서 고

정하 다. 이는 유도 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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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된 용융로는 아래 그림 21와 같다.

그림 21. 설치 완료된 용융로 본체

     

    

 ○ 에서 설명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 개선된 개념에 의하여 2008년에 새로운 용

융로 본체를 제작 설치하 다. 시로 제작된 로체 stand의 개념은 아래 그림 22

과 같으며 체 구성은 그림 23과 같다. 그리고 이 개념도로부터 장치의 제작

을 한 도면을 제작하 으며 이 제작 도면은 그림 24와 같고 제작, 설치가 완

료된 장치는 그림 25과 같다. 여기에서 개선된 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용융로 틸  시스템의 모터 용량 조

    - 용융로 도가 tilting angle에 따라서 mould의 치 변화 메커니즘 추가 설치

    - furnace cover를 설치하여 배가스 포집시스템으로 사용

    - 배가스 duct 설치

    - 출탕  mould의 열을 하여 propane torch stand 설치    



- 40 -

그림 22. 용융로 stand 개념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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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용융로 시스템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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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용융로 시스템 제작도 

       

그림 25. 실험용 용융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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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기 처리 장치

가)  시스템의 구성

 ○ 배기 처리 장치의 목 은 배기의 냉각과 분진의 제거에 있으며, 1차 여과기, 

냉각장치, 2차 여과기  송풍 fan으로 아래 그림 26과 같이 구성된다. 냉각 장

치의 목 은 이 용융공정 시스템은 방사성 물질을 용융하는 것으로서 분진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제거효과 증 와 배기처리 장치 제일 후단의 HEPA filter

를 보호하기 한 것으로서 용융시료의 제염  분류 여부, casting mould의 

열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되며 이는 추후[2.-나.-2)  참조]에 설

명하기로 한다. 1차 여과 장치로서는 본 연구에서는 cyclone을 선택하 으며 

랑스의 경우와 같이 bag 필터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래에서 각 부분의 

설계 사양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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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용융로의 배가스 처리 장치의 구성 개념도. 

나) Cyclone 

○ Cyclone의 목 은 비교  크기가 큰 분진의 1차 제거로서 아래 그림 27과 같

이 제작하며 작 부분의 치수는 그림내의 표와 같다. 1차 제거함으로서 원자력 

시설에서 필수 으로 설치되어야하는 HEPA 필터의 load를 감소시킬 수 있다. 

cyclone외에 bag 필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규모의 시설을 운 하는 랑스, 

독일 등은 bag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g 필터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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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back flushing 설비가 필수 이다.

○ Cyclone의 입구 측에는 Thermocouple을 설치하여 주입되는 송기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이 때 Thermocouple의 치는 가능한 한 cyclone

의 몸체에서 멀리 설치한다. Thermocouple은 0에서 150 
o

C까지 온도에서 가장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선택한다.

○ Cyclone의 하단에는 Ball Valve(2”)를 설치하여 분진을 회수  처리할 수 있

도록 제작한다. 

○ Cyclone의 제작 시 용  부분은 매우 깨끗하여야 하며 특히 내부에 용  비

드나 힌 부분 는 구부러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 제작  내부가 찰될 수 

있는 때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Cyclone의 입구부분은 용융로 시스템의 배기 유도 부분의 역 사각뿔 끝 부분

에 장착된 배 과 flexible 이 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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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cyclone의 개념 및 각 부분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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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기 냉각기

○ 공기의 냉각은 냉각기 뒷부분의 HEPA 필터를 열로부터 보호하기 한 목

과 시료가 Cs-137로 오염이 된 경우 열에 의하여 승화된 산화세슘을 완 하게 

냉각시켜 제거 효율을 높게 하기 한 것으로서 방열 핀이 장착된 1/4 ~ 3/8 

inch 동 튜부(copper tube)를 사용하는 열교환기를 사용한다. 이 냉각기는 수냉

식으로서 이때 냉각수는 tube side로 공기는 shell side로 흐르게 한다.

○ 이 때 3/8 inch tube의 체 길이는 25 m 이상이어야 하며 핀과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시 에 이미 제작된 것이 있으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동 튜부

의 열 면 이 에서 정의된 발주자의 요구 조건 이상이어야 하며 은 경

우 두 개를 겹쳐서 사용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발

주자의 허락을 받는다.

○ 냉각수는 아래에서 로 흐르도록 하고 입구  출구가 여러 개인 경우 각각 

묶어서 CW Line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CW line 배 의 크기는 1/2”이

며 최하단부에 drain을 설치한다.

○ CW Line에는 Thermocouple을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Thermocouple의 사양은 cyclone과 동일하다.

○ Chiller의 Housing은 KSD3503, SS400(3.2t)를 사용하며, Flange Type으로 조

립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Inlet쪽은 Cyclone과 연결되게 하며 Outlet쪽은 Retention Tank와 연결되게 제

작한다. 이 때 두 부분은 공기의 흐름이 원만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원추형으로 

만든다.

라) 2차 여과 장치 (retention tank)

 ○ Tank의 재질은 KSD3503 SS400(3.2t)를 사용하며, Flange Type으로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크기는 정사각형(800X800)으로 한다.

 ○ Tank내부에는 Pre-Filter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이 때 Pre-Filter의 사양

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 크기; 610mm x 610 x 50

   + 풍량 : 기 50 CMM 이상

   + 사용온도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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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부(Filter의 down stream)에는 Thermocouple을 설치하여 내부 온도를 측정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Tank Inlet쪽에는 Chiller측과 연결되며 Outlet쪽에는 Blower와 연결하여 기

로 방출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보강재를 설치하여 Tank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주입구는 원 공  

본체에 연결된 부분부터 시작한다.

마) Blower  stand

 ○ 3상 220V의 원을 사용한다.

 ○ 최 토출압력은 100 mm-aq 이상이며 이때의 유량은 7.5 m
3

/min.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한 시험 성 서가 있어야 하며 Blower의 카탈로그로서 신 할 

수 있다. 

 ○ Blower 후단에는 Volume Damper를 설치하여 배출되는 풍량을 조 할 수 있

도록 설계한다.

  ○ Blower 작동 시 진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에서 설명한 모든 장치들은 하나의 stand 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 stand에

는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 각 장치의 stand도 도면에 표시하여 각 장치가 어떻게 고정되는가에 하여 

명백하게 이해 될 수 있어야 한다.

  ○ 각 장치의 stand는 운  에 vibration 등에 의한 떨림이 없어야 한다.

바) 설계  설치

 ○ 이상의 요건에 따라서 일체화된 배기 처리 장치의 상세도면 작성하 으며 

결과는 아래 그림 28과 같다.

○ 제작  설치가 완료된 배기 처리 장치는 아래 그림 29와 같다.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장치는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stand 에 설치되어 필요에 따

라서 치를 변경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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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배기 처리 장치 제작을 위한 상세 설계도면

     

그림 29. 배기 처리 장치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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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냉각수 공  장치

가)  시스템의 구성

○ 본 시스템의 목 은 고주  원 발생 inverter, 로체  배기 처리 장치에 냉

각수를 공 하는 것으로서 구성 개념은 그림 15와 같으며 이의 자세한 PNID

는 그림 30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heat sink로서 냉동기를 사용한다. 냉동기 

이외에 cooling tow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용량의 경우 이것이 더 유리하

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소규모 시설이며  본 연구의 목표와 같이 용융 

공정 시스템이 module화되어 이동 가능하여야 하는 경우 냉동기의 사용이 더 

바람직하다.

 ○ 냉각수 가압공 시스템에서 공 되는 냉각수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압력; static head는 7 kg/cm
2

이상으로 모든 장치가 운 되어 냉각수가 

충분히 공 되는 경우에도 고주  원 발생장치의 냉각수 공  압력이 

4 kg/cm
2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기존의 

고주  원 발생장치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모든 원 발생장치에서 

일정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온도; 냉각수의 온도 범 는 상온에서 2 
o

C 낮은 온도로부터 최  40 
o

C 

까지로 한다. 이러한 온도 제어 범 가 있는 것은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eat sink 로서 냉동기를 사용하 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하한치 제

약이 있는 것은 냉각수의 온도가 낮으면 습기가 많은 날에는 고주  

원 공  장치에 결로가 생겨 의 사고 염려가 있기 때문이며 cooling 

tower의 경우 냉각수의 온도가 항상 기온도보다 어도 5 
o

C 이상 높

기 때문에 하한치에 한 제약은 없어진다. 그리고 상한치는 고주  

원 공 장치 제작사의 요구 조건으로서 기온이 매우 높고 습기가 많은 

여름에는 최고치 40 
o

C를 만족시키기 하여 냉각탑의 규모는 증가하여

야 한다. 

나) 시스템의 사양

 ○ 일반 사양

    -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 배   장치 제작/구매는 제시되는 요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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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선 설계하고 이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 장비는 장치의 

팜 렛 는 사양서로 설계를 신할 수 있다.

    - 시스템에 따라서 시방서, Code, 규격, 사양  참고도면에 의거하여 배  

 설치 방법을 상세히 설계하여 설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치 사양 

  - 본 시스템의 모든 장치의 사양은 아래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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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용융로 시스템의 냉각수 공급 장치의 배관 및 제어 장치 

○ Pipe

   - Pipe는 KS B3562 압력배 용 탄소강 (mm규격)을 사용한다. 다만 가압펌

에서부터 유량계까지는 복잡하므로 stainless steel로 할 수 있다.

   - Pipe의 연결은 나사이음으로 한다. 다만 stainless steel은 용 으로 연결할 

수 있다.

  - Pipe의 끝단의 나사가공은 규격에 맞게 가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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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체, 용융로와 배 의 연결은 기가 통하지 않는 flexible tube로 하여

야 한다.

장치명 사   양 비고

CW tank 1
volume; 2 m3, material; FRP 또는 PE

Temp; 40 ℃. Level glass (tube형)부착

CW tank 2
volume; 1 m3, material; FRP 또는 PE

Temp; 40 ℃. Level glass (tube형)부착

Pressuring pump

centrifugal type

capacity; 140 liter/min.  head; 6 kg/cm2

Material; SUS

Circulation pump

centrifugal type

capacity; 240 liter/min.  head; 2 kg/cm2

Material; SUS

Thermocouple 

(5 ea)

Temp; 0～100 ℃ (Pt-Rh 100ohm), 

설치 장소; 15～40A pipe Pressure; max. 10 kg/cm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Digital indicator에 연결

Pressure gauge

  (2ea)

Press; 0～6 kg and 0～10 kg 각각 1개

face; diameter 100 mm

설치 장소; 40A pipe Temp; max. 50 ℃

Flowmeter

(4ea)

- 차압식 면적 유량계, 현장 reading

- capacity; pipe size에 맞게 (유체; 냉각수)

- 설치 장소; 15～30A pipe 

- 운전 조건; P = max. 10 kg/cm2 T = max. 60 ℃

solenoid valve

 (3 ea)

- 설치 장소; 40 A pipe 

- 운전 조건; P = max. 10 kg/cm2 T = max. 50 ℃ 

- normal open

cooling system
- 냉동기 (용량 20RT)

- 연결 ; 40 A
장치 연결

Electricity 

supplier
- 연결 30A 장치 연결

Air cooler - 연결; 15A 장치 연결

Furnace 1 - 연결; 15A 장치 연결

표 12. 냉각수 공급 시스템의 장치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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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냉각수의 온도 조

 ○ 밸  작동; TIS는 두 개의 on/off switch로 다음 표 13과 같이 동 solenoid 

valve가 작동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Ta는 온도 하한치이며 Tb는 온도 상한치이

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b는 40 
o

C로서 정상 운 인 경우 냉각수의 운  

온도는 Ta 부근으로서 상한 온도 Tb에 도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Tb에 도달하면  

경고가 발생하고 냉동기의 고장 여부 등을 검하여야 한다. 

TIS condition valve A valve B valve C remarks

T<Ta close open close

Ta<T<Tb close open open

Tb>T open close open alarm light

Switch 1 "ON" open close open when T>Ta

Switch 2 "OPERATION" 미작동 현상 유지

표 13. 냉각수 공급장치 solenoid valve의 온도 조건에 따른 작동 조건

○ 와 같이 valve를 작동하기 하여 제어반에 그림 31과 같은 logic에 의하여  

작동하는 control loop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문자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

다. 

     A = AND

     O = OR

     S = SET

     R = RESET

     X = not

그리고 미작동의 의미는 switch 2를 ‘ON’한 경우에는 그때의 조건을 유지하며 

어떤 다른 제어 작동이 수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switch는 냉각수의 온도

가 높아지거나 기 운  시 무 낮은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모든 solenoid 

valve는 원을 상실하는 경우 open이 되도록 한다. 이는 제어반의 원 상실이

나 고장 시 냉각수를 고주  발생장치나 로체에 계속 공 하기 함이다. 그리

고 밸 가 motor actuating valve가 아니고 solenoid valve( 렴하고 고장이 

다)이기 때문에 close작동이 되는 경우 실제 닫힘 상은 3  이후에 되도록 하

여 배  내에 격한 압력의 상승으로 수격 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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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Control logic diagram for valve operation of cooling wate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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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layout of control panel.

 라) 설계  설치

 ○ 표 12에 설명한 장치를 구매한 다음 이 사양에 맞추어 배 이 그림 33과 34

와 같이 배치되도록 설계하 으며 각 배 은 isometric drawing을 작성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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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수행하 다.

 ○ 에서 설명한 도면에 따라서 설치한 냉각수 공  장치는 그림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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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냉각수 공급 장치의 배관 배치도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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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냉각수 공급 장치의 배관 배치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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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금속 용융 공정 시스템의 냉각수 공급 장치 

나 .  용 융  공 정  장 치  운

1) 시운  

   기 공 을 포함하여 모든 장치를 설치한 후 시운 을 수행하 으며 시운 의 

목 은 용융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  조건을 확립하는 데 있으며 아래와 같

이 수행하 다.    

○ 냉각수 공  장치; 가압펌 (그림 30의 pressurizing pump)  냉각펌  (그림 

30의 cooling pump)를 작동 시킨 후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 다.

  - 가압 펌 의 2차 측 냉각수 공  배 의 모든 밸 를 잠근 후 펌 의 static 

head가 7 kg/cm
2

인지를 확인하 다. 

  - 용융 공정시스템(용융로, 원 공  장치  배기 처리 장치)에 공 되는 냉

각수를 각각 50 liter/min, 60 liter/min  20 liter/min으로 조 한다.   

  - 원 공  장치를 on 시켜 정상 작동 되도록 하고 by-pass 밸 를 작동시켜 

원 공  장치가 정상 작동되는 가능한 한 낮은 압력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 TIS의 온도 설정 을 변화시켜 온도 조건에 따라서 표 13의 조건에 맞도록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Ta<T<Tb 온도 조건에서 solenoid 밸  하단의 

glove 밸 를 조 하여 냉각수의 온도가 Ta  부근에서 조 되는지 확인하

으며 이의 조 은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다. 완  자동화를 하여 glove 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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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유량 제어 밸 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주변 온도에 따라서 변화 폭

이 크지 않고 고가이어서 본 실험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 용융로

   - 용융 실험을 한 철제(carbon steel) 시료는 10 mm 철근을 3～10 cm 길이

로 단하거나 두께 8 mm의 철 을 8 x (5 or 8) cm로 단하여 사용하 다. 

   - 정 도 0.01 kg까지 읽을 수 있는 울에서 실험하기 한 양의 시료, 슬래

그 former  tracer로 사용할 속의 무게를 측정한다. 철재 시료 의  일부

분과 tracer 속을 용융로에 장입한다. 그리고 배기 처리 설비의 흡입부를 용

융로 상부에 설치하 는데 이는 후에 용융로 커버의 작동으로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었다.

    - 정된 방법으로 가열을 시작한다. 정된 방법이란 원의 power를 변경

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이 시도 되었다. (A) 높은 에 지 공 하며 용융 완

료 후 power의 공 을 감소시킨다. 작업 속도가 매우 빨라 체 작업을 20분 

이내에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용융 속도가 상부의 비교  낮은 온도의 속의 

가열 속도보다 빨라서 용탕 상부에 용융되지 않은 속의 bridge를 형성하여 막

이 괴되면서 용탕이 튀거나 속 시료가 추가 공 되지 않는 험이 있다. 그

리고 에 지 감소의 시 이 치 못하면 용탕의 교반 효과 때문에 용탕의 방

울이 심하게 로 튀어 속의 손실이 많거나 완벽하게 용융시키지 못한다. (B) 

용융 작업의 기 용융 상 시료를 충분히 가열한 다음 원의 공 을 증가 

시켜 용융의 속도를 높이고 부분의 속이 용융된 후 원 공 량을 더욱 증

가시켜 모든 속의 용융을 확실하게 하고 후에 다시 에 지 공  속도를 감소

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10%에서 10분, 17%에서 5～8분, 20%에서 3～4 분 지난 

후 완 히 용융된 후 기 공 량을 다시 15% 정도로 낮추어 스러깅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 방법은 용융로의 상태를 한 상태로 유지하고 bridge 

상이나 용탕의 일부가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원 공 의 변화 시 은 

용융로의 용량을 포함하는 용융로 특성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일률 으로 

최 의 상태를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 (C) 용융 작업 동안 일정한 에 지 공

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에 지 공  속도가 낮으면 용융의 속도가 낮아 

시간이 오래 걸리며 manual로 용탕  속을 정리하지 않으면 완 한 용융을 

기 하기 어렵고 높으면 (A)와 같은 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에 지 변화가 바

람직하 으나 자동화 측면에서 변화 시 을 찾기 어려워 실험은 20, 30  40 

kW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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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열이 시작되면 용융로에서 연기가 발생하게 되며(그림 36-A) 로내 용융 

시료의 온도는 차 높아진다. 기 도가니 하부의 시료의 모서리가 둥 게 되

기 시작하고 용융이 시작되면서 공 하 던 철제 시료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부

피가 감소된다. (그림 36-B) 이때 에서 무게를 측정한 시료 일부를 다시 용융

로 상부에 공 한다. 

- 부분의 시료가 용융되고 상부에 조  남아 있다가(그림 36-C). 시간이 지남

에 따라서 남겨진 부분도 모두 용융되지만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어름 물

과 같이 녹지 않은 시료의 덩어리가 용융 상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림 

36-D)

- 완 히 용융되면 slag former를 3～4 차례 공 하고 용탕 상부에 생성된 slag

를 제거한다. (그림 36-E)

- 시료를 채취한다.

- 미리 열한 casting mould에 용융로를 기울여 용탕을 이송한다. (그림 36-F)

- 약 2시간 이상 냉각 시킨 후 (그림 36-G) ingot를 분리한다. (그림 36-H) 

casting mould의 재질이 세라믹이어서 ingot의 표면이 매우 매끄럽지 못하며 이

는 mould의 재질을 주철로 한 회분당 180 kg 용량의 규모에서는 매우 매끄러

워 졌다. 

○ 배기처리 장치

- 배기 처리 장치 입구에 로  가스 torch로 공기를 가열하고 배기 장치의 운

 시작하 다. 약 30분 후 steady state에 도달하 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얻을 수 있었다.

    + 공기 주입온도 : 68 ℃

    + 공기 배기온도 : 26 ℃

    + 공기 유량 : 8.2 m
3

/min

    + 냉각수 유입 온도 : 24 ℃

    + 냉각수 배출 온도 : 26 ℃

    + 냉각수 유량 : 20 k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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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시료의 용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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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운  조건을 확립한 후 용융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실험 조건은 표 14와 같다. 여기에서 실험번호 A1 ～ A3

는 2007년도 연구과제에서 1 ～ 15까지는 2008년도 연구과제에서 수행한 것이다. 

번호
 용융시료

 무게 (kg)

power

(kW)

작업시간

(min.)

slag former

(g)

tracer

element
무게

(g)

A1 13.5 30 27 nd Co, Ce nd

A2 14.2 30 30 nd Co, Ce nd

A3 13.7 20 28 nd Co, Ce nd

1 6.89 40 13 53 all 29

2 7.0 30 18 58 all 35

3 7.01 30 17 69 all 40

4 13.5 40 24 43 Co,Ce,Cs 23

5 7.2 30 18 42 Co,Ce,Cs 21

6 7.1 30 18 57 Co,Ce,Cs 21

7 7.1 40 14 102 all 25

8 7.1 30 18 123 Al,Cu,Co,Mn 25

9 7.2 20 29 93 Al,Cu,Co,Ni 39

10 10.1 20 41 131 Al,Cu,Co,Ni 41

11 4.0 30 11 126 Al,Cu,Co,Ni 35

12 7.1 20 31 63 Al,Cu,Co,Cs 35

13 12.4 40 19 102 Al,Cu,Co,Ni,Cs 41

14 3.4 20 13 64 Al,Cu,Co,Ni,Cs 40

15 7.01 30 18 82 Co,A1 42

표 14. 용융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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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실험도  사용한 체 에 지 소비량을 조사하면 표 15와 같다. 여기서 실험번

호 L1  L2는 연구소가 운 하는 회분 당 180 kg 용량의 용융 시스템의 자료이

다.  체 력소모량을 체 시료 무게로 나 면 단  무게 당 력 소모량이 계

산되며 이의 평균값을 구하 다. 이로부터 력 공  속도가 높아 작업시간이 짧아

지면 단  무게 당 력 소모량은 작아지며 용량이 될수록 단  무게 당 력 소

모량이 어 7 ～ 10 kg/Batch 규모는 단  kg당 약 1.3 kWh/kg, 180 kg/batch 규

모의 경우 약 0.9 kWh/kg의 력이 소비된다. 

실험번호
Power 

rate (kW)

전체 Power

 kWh

전체 에너지

(kcal)

단위무게당 

power (kWh/kg)

 평균

(kWh/kg)

9 20 9.64 8301 1.339 

1.360
10 20 13.85 11928 1.371 

12 20 10.35 8910 1.457 

14 20 4.33 3732 1.275 

2 30 9.02 7768 1.288 

1.286

3 30 8.45 7280 1.206 

5 30 9.00 7751 1.250 

6 30 9.00 7751 1.268 

8 30 9.09 7828 1.280 

11 30 5.62 4843 1.406 

15 30 9.12 7853 1.301 

1 40 8.61 7418 1.248 

1.190
4 40 16.0 13780 1.185 

7 40 9.27 7984 1.306 

13 40 12.65 10892 1.020 

L1 122 157.6 135732 0.906 
0.866

L2 122 138.8 119610 0.827 

표 15. 실험 중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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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공  장치에는 원의 압,  류  주 수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

어 이들로부터 소비 력의 공  속도(Power rate)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소

모 에 지를 구하 다. 공 되는 력의 압, 류 등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변

화하며 이들의 변화는 력 공  속도 20, 30, 40  122 kW의 경우 각각 그림 37

에서 그림 409까지와 같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압과 류의 변화는 매우 

심하나 이 두 가지 운  변수의 곱은 항상 일정하여 정된 력 공  속도와 유사

하게 된다. 압은 높은 곳에서 감소하여 용융이 시작되면 다시 증가하 다가 새로

운 용융 재료를 공 하여 용융이 비교  순탄해 지면서 다시 감소하지만 이의 공

이 완료되고 용융이 완료되면 일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부터 용융 도가니 에

서 도가니 내부를 찰하지 않아도  도가니 내 용융 상을 측할 수 있으며 작업 

과정의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험 장치의 경우 력 공  속도

가 커서 이러한 상이 뚜렷하지 못하다. 그러나 180 kg/Batch 용량의 비교  간

 규모의 시설에서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어 slag 첨가 작업의 수행 시 을 측

하여 용융 작업의 원격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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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용융 실험 중 공급 전력의 전압, 전류 및 주파수 변화 

(실험용 장치; 40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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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용융 실험 중 공급 전력의 전압, 전류 및 주파수 변화 

(실험용 장치; 30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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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용융 실험중 공급 전력의 전압, 전류 및 주파수 변화 

(실험용 장치; 20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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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용융 실험중 공급 전력의 전압, 전류 및 주파수 변화 

(180 kg/Batch 규모 장치; 122 kW) 

   이와 같이 공 된 총 에 지는 용융 시료의 가열과 용융(Phase transition), 용융

로 코일 냉각, 고주  원 공  장치 냉각  열 손실로서 사용된다. 수행된 실험

에서의 이들의 소요비율은 표 16과 같다. 이들 각각은 다음과 같이 계산 는 측정

되었다.   

          ∆
       여기에서 QH = total heat required to melt

m = mass of steel

CFe = heat capacity of steel (0.151 kcal/kg 
o

C)

Tf = final temperature (표 **의 3분 후의 온도)

Ta = ambient temperature  (20 
o

C)

∆Hf = heat of fusion (63.8 kcal/kg)

      ∆∆
       여기에서 QC = heat removed by cooling water

CP = heat capacity of water (1.0 kcal/kg oC)

∆T = To -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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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outlet temperature of cooling water

Ti = inlet temperature of cooling water

∆t = measuring time difference

              

          여기에서 Qc1 = cooling heat by furnace coil

Qc2 = cooling heat by inverter 

QL = heat loss

실험번호
전력 

공급속도
(kW)

melting

   ∆Hf

heating

   

furnace
cooling

Qc1

inverter 
cooling

Qc2

heat loss

QL

9 20 5.5 20.0 36.1 32.5 5.8 

10 20 5.4 19.6 36.5 26.2 12.4 

12 20 5.1 19.0 38.2 27.6 10.1 

2 30 5.7 21.2 32.8 31.7 8.6 

3 30 6.1 23.6 35.0 28.0 7.3 

8 30 5.8 22.3 36.4 29.1 6.4 

11 30 5.3 19.7 37.2 27.3 10.6 

15 30 5.7 21.1 35.7 29.0 8.5 

1 40 5.9 22.2 33.7 32.4 5.8 

7 40 5.7 21.8 35.1 31.6 5.9 

3 40 7.3 27.5 31.2 29.2 4.8 

L1 122 9.2 35.3 27.8 24.8 2.9

L2 122 9.2 35.5 30.7 21.2 3.6

표 16. Energy distribution for melting of steel (단위; %)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용융로의 규모가 작을수록 열 손실이 많아지며 이 열 

손실은 기 으로의 손실보다는 유도로, 원 공  장치, 냉각수 공  장치 체

의 규모가 커져 이를 가열 시키는 열량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용량의 경우에 코일의 냉각을 하여 체 공 되는 력의 약 30 %가 코일의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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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25%가 원 공  장치에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6의 열손실이 부 공기를 가열하여 이 가열된 공기가 배기 처리 장치로 배

출된다면 상되는 공기 온도의 상승은 표 17과 같다. 계산된 결과는 8~18 
o

C로 평

균 12.5 
o

C의 상승을 견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도 연구과제에서 수행한 실험결

과 배기 온도 상승은 5
o 

C를 넘지 않았는데 이는 배기 이외에 다른 통로로 열손실

이 있기 때문이다. 2008년도 연구과제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 실제 운  시 배기의 

온도는 38 ~ 43 
o

C (평균 42 
o

C)로서 평균 22 
o

C의 온도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여분의 온도 상승은 casting mould의 열을 한 로  가스 torch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mould의 열을 하여 로 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기 가열 방

법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안하는 mould의 열 장치는 그림 41과 같

다. 그리고 용융 시료의 가열과 용융에 체 소요 에 지의 40 %까지 소요된다. 이

는 후에 ingot의 냉각 과정에서 제거하여야 하는 열량으로서 배기 장치 설계 과정

에 고려하여야 한다.   

실험번호
총 투입열량

(kcal)

loss rate

(%)

air flow rate

(kg/min)

calculated 

temperature increase 

(
o

C)

9 8301 5.8 9.922 6.40 

10 11928 12.4 9.922 13.99 

12 8910 10.1 9.922 11.30 

2 7768 8.6 9.922 14.33 

3 7280 7.3 9.922 12.04 

8 7828 6.4 9.922 10.76 

11 4843 10.6 9.922 18.08 

15 7853 8.5 9.922 14.37 

1 7418 5.8 9.922 12.86 

7 7984 5.9 9.922 13.02 

13 10892 4.8 9.922 10.70 

표 17. 용융 과정 중 예상되는 배기의 온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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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기 가열에 의한 mould의 예열 방법 

   그림 34-D와 같이 일부 용융되지 않은 부분의 용융이 완료된 을 기 으로 용

융상의 온도와 변화는 그림 42와 표 18과 같다. 이러한 작은 용융되지 않은 부분이 

완 히 용융된 부분에서 온도는 개 1500 
o

C로서 한 번씩 슬러그 former를 공 하

고 슬러그를 제거하는 3분 간격으로 온도의 상승을 그림 40에 나타내었다. 당연한 

결론이나 동일한 용융도가니에서 력 공  석도가 빠르면 온도 상승은 매우 빠르

다. 즉 40 kW의 력을 공 하는 경우 약 3분 안에 약 100 
o

C의 온도 상승을 보이

면서 용탕은 물이 끓는 것과 유사하게 용융상의 작은 drop들이 튀어 올라 도가니의 

입구 쪽에 deposit되어 작업을 어렵게 만든다. 이 게 deposit되어 도가니 벽에 붙어

있는 시료 철들은 용융상의 부피를 도가니의  부분까지 높임으로서 제거할 수 있

으나 이 경우 drop 들은 도가니 밖으로 제거되어 도가니 주변에 오염의 원인이 된

다. 이러한 에서 20 kW가 바람직하나 20 kW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용융 

시료 조각들 사이에 가끔 bridging 상이 발생하여 원격 조작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랑스의 속 용융 시설 CENTRACO 용융 담당자의 의견은 이 bridging 

상은 도가니의 직경과 용융시료 조각의 최  크기의 비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를 야

기 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랑스와 같이 도가니의 직경이 80 cm인 경우 용융 시료

의 크기는 40 cm 이하라고 하 다. 도가니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 비율은 더 작아지

기 때문에 본 실험과 같은 은 규모에서 보다는 최종 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규모

에서 용융시료 조각의 크기를 결정화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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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Change of temperature in melt after melting 

temperature of melt (oC)

용융후 1차 slagging 1차 slagging 1차 slagging

1 40 1520 1580

2 30 1557

3 30 1620

7 40 1624

8 30 1528 1628

9 20 1530 1550 1620

10 20 1530 1560 1605

11 30 1580 1635

12 20 1512 1579

13 40 1600

15 30 1567

L1 122 1440

L2 122 1475

표 18. 용융 후 용융상의 온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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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kg/Batch 규모의 장치에서는 용융 완료 후 용탕의 온도가 1450 ～ 1500 
o

C 

사이로 실험실 규모의 장치보다 낮다. 이는 속 단  무게 당 공 되는 력이 

어 용융 상의 온도가 안정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용융 완료 후 원의 공

을 차단하면 온도의 상승은 방지할 수 있으나 용융상의 움직임이 정지되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부분 으로 굳는 상이 발생하여 casting mould로 이송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요구되는 력보다 조 은 과잉의 력으로 용융을 완료한 후 

력의 공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도 온도의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운 의 방법으

로서 감소시키는 비율은 40 kW 운 의 경우 약 25 % 정도가 당할 것으로 상

할 수 있다.        

    ingot 내의 균질도를 시험하기 하여 tracer를 용융 에 공 하고 ingot의 냉

각이 완료되면 ingot의 각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tracer의 농도를 측정하 다.  

시운  동안에는 용융 철재 시료의 무게를 3~4 kg의 은 양을 사용하 으므로 

tracer 분석 실험은 수행하지 않았다. 2008년 시운 이 완료된 후 수행된 tracer 실

험에서는 우라늄과 유사한 화학  특성을 갖는 Ce를 추 자로 사용하 는데 용융 

시료를 주입하는 동안 일정량의 Ce(NO3)3를 공 하 다. 용융이 완료된 후에는 용

탕을 도가니 안에서 그 로 냉각하여 ingot를 만들고 이 ingot는 band saw를 이용

하여 3 부분으로 나 어 각 부분에서 드릴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

하 다.  생성된 슬래그는 부 모아 구에서 쇄하여 혼합한 다음 시료를 채

취하 다. 이들 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화학 분석 으로 보내 ICP-AS를 이용

하여 분석을 수행하 으며 결과는 표 19와 같다. 이후 tracer를 비 방사성 속으로 

확 하여, Co, Al, Mn, Cu, Ni. Cs 원소들을 tracer로 주입하 는데 이의 선택은 원

자력 발 소에서 발견되는 핵종과 용융 이 실제 용융 실험장치 운 온도인 1600 

o
C보다 낮은 속으로 하 다. 실험은 의 Ce에서의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되었으나 시료 채취는 형성된 ingot를 그림 43과 같은 두께 10 mm 미만의 재로 

만들고 이를 9 부분으로 나 어 각 부분에서 드릴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료

를 채취하 다. 2008년에 수행된 두 개의 시료와 2009년에 수행된 3개의 시료에 

하여 분석 결과는 표 20에서 23과 같다. 여기에서 샘 번호 1은  쪽 왼쪽을 나타

내며 그림 4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변호를 부여하 다. 다만 실험번호 07-2와 같이 

그 번호 자리에 공극이 심하여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 분석 자료에 공간으로 

처리하 다. 

  이들 표들로부터 Ni, Mn, Co  Cu는 용융 속 상에 남아 있으며 Al, Ce  Cs

는 용융 상에는 남아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림 7와 표 5에서 보여주

거나 측한 바와 잘 일치한다.  속 원소의 종류에 계없이 ingot의 각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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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 오차 범  내에서 일정한 농도를 가지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유도로 내 

속 용융 상의 균질성을 잘 나타내 다. 

Condition Ce distribution

salg former Ce amount upper middle bottom slag

16.6 g 8.64 mg <2 ppm < 2 < 2 543

31.0 8.70 < 2 < 2 < 2 2000

78.9 8.75 < 2 < 2 < 2 610

159.2 8.81 < 2 < 2 < 2 740

표 19. ingot 내 Ce 분포 

   

그림 43. 시료 채취를 위한 ingot 가공 모양 및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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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번호 e07-3 e07-2

분석원소 Co Ce Co Ce

시료      단 % ppm % ppm

1 0.2 <10 0.11 <10

2 0.2 <10

3 0.2 <10 0.11 <10

4 0.2 <10 0.11 <10

5 0.2 <10 0.11 <10

6 0.2 <10 0.11 <10

7 0.2 <10 0.11 <10

8 0.2 <10

9 0.2 <10 0.11 <10

표 20. ingot 각 부분에서 tracer로 공급한 원소들의 농도 (1) 

실험 번호 : 08-1

원소 Ni Mn Cu Co Al Cs

시료      단 % % % % ppm ppm

1 0.11 0.29 0.21 0.556 <50 <50

2 0.11 0.29 0.21 0.548 <50 <50

3 0.11 0.3 0.21 0.565 <50 <50

4 0.11 0.3 0.22 0.564 <50 <50

5 0.11 0.3 0.22 0.569 <50 <50

6 0.11 0.3 0.22 0.586 <50 <50

7 0.11 0.3 0.22 0.574 <50 <50

8 0.11 0.29 0.22 0.569 <50 <50

9 0.11 0.29 0.22 0.581 <50 <50

표 21. ingot 각 부분에서 tracer로 공급한 원소들의 농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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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번호 : 08-2

원소 Ni Mn Cu Co Al Cs

시료      단 % % % % ppm ppm

1 0.20 0.33 0.21 0.661 <50 <50

2 0.21 0.36 0.24 0.681 <50 <50

3 0.21 0.35 0.23 0.678 <50 <50

4 0.20 0.35 0.22 0.678 <50 <50

5 0.20 0.35 0.22 0.637 <50 <50

6 0.21 0.35 0.22 0.671 <50 <50

7 0.20 0.34 0.22 0.675 <50 <50

8 0.20 0.33 0.22 0.66 <50 <50

9 0.20 0.34 0.22 0.657 <50 <50

표 22. ingot 각 부분에서 tracer로 공급한 원소들의 농도 (3) 

실험 번호 : 08-7

원소 Ni Mn Cu Co Al Cs

시료      단 % % % % ppm ppm

1 0.100 0.34 0.2 0.45 <50 <50

2 0.100 0.35 0.2 0.45 <50 <50

3 0.092 0.33 0.2 0.44 <50 <50

4 0.088 0.32 0.19 0.42 <50 <50

5 0.087 0.32 0.18 0.41 <50 <50

6 0.097 0.32 0.19 0.44 <50 <50

7 0.093 0.33 0.19 0.44 <50 <50

8 0.100 0.32 0.18 0.42 <50 <50

9 0.081 0.29 0.17 0.39 <50 <50

표 23. ingot 각 부분에서 tracer로 공급한 원소들의 농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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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결 과  검 토

1) 용융에 의한 제염 효과

  표 4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속 원소의 특성에 따라서 용융 공정에서 주로 

잔류하는 부분이 다르다. 본 실험에서는 목 이 제염 효과 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이에 한 자세한 실험은 수행하지 않았으나 몇 개의 시료에 하여 ingot, 

sample  slag에서 tracer 농도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 표 24와 같다. 여기서 보

는 것과 같인 용융상 잔류 속인 Co는 ingot와 sample에서 농도가 유사하며 salg

에서의 농도보다는 훨씬 높아 부분 용융상에 잔류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Ce나 

우라늄은 ingot에 비하여 slag에서의 농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 원소는 slag로 

이송 속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잘 일치하고 있다.   

위치           원소
Co Ce

ppm

U

Bq/g

Cs

ppm% Bq/g

ingot 0.20 0.164 <10 0.040 <50

sample 0.19 0.163 <10 0.037 <50

slag 0.0144 0.031 4800 0.23 <50

표 24. 용융 후 생성된 각 부분에서 tracer 농도 

  2) 균질성 검토  시료 채취방안 제안

  가) 균질도 평가

  용융상의 균질도는 본 문의 서론에서도 잘 설명된 바 있으며 실제 속 공업에서 

유도로는 용융상의 균질도 때문에 선택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큰 규모의 

casting이 필요한 diesel 선박의 엔진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유도로가 사용되며 체

는 유도로가 아니더라도 용융상의 흐름을 이용하여 로내에 슬러그가 용융 상에 녹

지 않는 제3상의 발생을 지하거나
38)

 용융상의 균질화를 하여 로내에 유eh부분

을 만들어 줘 용탕을 교반하는 경우도 있다.
39)

 이와 같이 유도로 내에서 용융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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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질화는 융융된 속의 흐름 때문에 얻어지는 것으로 이 흐름은 유도로 외부의 코

일에 류가 흐르면서 만들어진 자장에 의하여 힘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이

와 같은 흐름은 그림 44와 같이 측정하여 확인되었으며 이를 simulation한 연구 결

과가 발표되기도 하 다. 

  용융 상내에서 용융된 속의 거동은 본 실험 장치에서도 찰할 수 있었다. 즉 

용융된 후 표면에 약간의 슬러가 존재하는 경우 끓는 물의 표면에서와 같이 그림 

45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슬래그는 도가니의 벽 쪽으로 모이는 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45의 왼쪽과 같이 용융 도가니 내에서 용융 속의 흐름이 생성되고 이 

흐름이 도가니 앙부에서 올라오고 벽 부근에서 내려가는 흐름 모양을 가지게 된

다. 따라서 도가니 내의 용융상의 모양은 가운데가 볼록해져 높이가 약간 높아진다. 

따라서 가벼운 슬러지는 도가니 가장자리에 모여지게 된다.  

  에서 설명한 용융상의 거동 때문에 용융상은 심하게 교반되어 용탕 내에서는 

모든 특성이 균일하게 된다. 

그림 44. flow velocity and pattern of molten aluminum metal in induction 

furnace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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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유도로의 도가니  내 용융 금속 표면 현상(오른 쪽 사진) 및 용융 금속의 흐름

   균일한 성상을 가진 용융 상을 mould로 이송하면 개 몇 분 후에는 유동성을 

잃으며 고화되기 때문에 ingot 내의 성상도 일정할 것으로 상되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ingot내 tracer 농도를 분석한 표 19에서 23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ingot내 

분석 자료에 의하면 체의 90 % 이상이 평균치로부터 +/- 5% 안에 있어 분석의 

오차를 고려하면 ingo의 균일한 농도분포를 보여 다. 체 tracer 분포 농도의 평

균치로부터 편차를 그림 46에 푸른색 곡선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는 일본의 연구 결

과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46의 푸른색 곡선을 얻기 하여 표 19～23

의 농도 분석치를 사용하 는데 이  Ce, Al  Cs의 농도 값은 제외하 는데 정확

한 ppm 단 의 농도 분석치가 아니고 최소 분석하한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평

균으로부터의 편차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농도에서의 균일도를 

시험하기 하여 tracer로서 방사성 동 원소인 Co-60을 첨가 하 는데 이는 연구

로 2호기 해체로부터 발생한 속 페기물의 일부이다. 이 경우에 실험과 시료 채취 

 분석은 서울 연구로 해체 장에서 수행되었으며 시료 채취는 동일한 방법이었

으나 화학분석의 경우 시료의 양이 수 그람인데 비하여 방사성 분석의 경우 어도 

200 그람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료는 상 하의 세 부분에서만 채취하 다. 

이 분석 결과는 표 25와 같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주 미세농도의 분포도 

ingot 내에서 일정하여 아주 균일한 상태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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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Deviation of tracer concentration from average 

      

부분 방사능 (Bq/g) 비고

상 0.163

중 0.167

하 0.162

sample 0.163 casting 중 일부 채취

slag 0.034

표 25. Co-60 Distribution in ingot 

   이와 같은 ingot 내 균질도가 큰 용량의 용융 공정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이루

어지는가를 시험하기 하여 180 kg/Batch 규모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여

기에서도 실험 장치와 동일하게 Co를 tracer로 사용하 으며 ingot를 만드는 

casting 과정과 ingot로부터 시료를 채취하기 하여 ingot를 band saw로서 단하

는 과정을 그림 47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사용한 용융 속은 우라늄 변환시설에

서 발생한 우라늄으로 오염된 속으로서 우라늄의 분포를 tracer인 Co와 함께 분

석하 는데 이 경우에는 시료의 무게가 Co-60의 경우와 달라서 2 kg의 양이 필요

로 하 기 때문에 상 하의 세 개의 시료를 채취하 다. 이들 시료로부터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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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tracer의 농도와 우라늄의 방사능은 표 26과 같다. 우라늄의 방사능이 0.042 

Bq/g이 화학  농도로서 1 ppm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하면 큰 규모의 ingot나 미량

의 속도 ingot내에서 나아가 용융 상에서의 균질도는 확실하다.

그림 47. 180 kg/batch 용량의 용융 시설에서 ingot 제조와 시료 채취 과정

부분 방사능 (Bq/g) Co 농도 (%)

상 0.0319 0.18

중 0.0465 0.18

하 0.0416 0.18

sample 0.0373 0.18

표 26. Co tracer and U distribution in ingot 

나) 시료 채취 방법 제안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주  유도로 내의 교반 작용에 의하여 용융상 내 

모든 성상은 어디에서나 일정하며 이 균질성은 ingot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용탕 내

에서 소량의 시료를 채취하여도  ingot에서 일부분 sample로 채취하여도 시료의 

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방사능 측정의 필요성과 정 도에 따라서 시료의 

모양을 정하고 이를 mould로 만들어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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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실제로  용량의 용융 시설을 운 하고 있는 유럽의 삼개국의 시료 채취

의 를 들어 본다.

○ 스웨덴의 Studsvik사는 아래 그림 48과 같이 용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

료 mould에 부어 원 형 (직경 50 mm 두께 10 mm)의 시료를 만들고 있으며 이들 

시료를 분석하여 규제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48. Studsvik사의 용융로 및 sampling mould 

  

○독일의 Siempelkamp; 스웨덴과 동일한 방법으로 직경 50 mm, 높이 8mm의 

원 형 시료 채취

○ 랑스의 SOCODEI; 양쪽으로 작은 구멍이 뚫린 세라믹 원통을 용탕 안에 

넣어 실린더 내부로 용융 상이 흘러 들어오게 학 냉각한 다음 세라믹을 괴하여 

속 원통 시료를 분리. 원통의 크기는 약 10 x 30 mm. 

이상으로부터 한 batch의 용탕에서는 직경 50 mm, 두께 10~20 mm의 disc나 10 

mm 두께의 평 으로 만들어 이 시료를 분석하여 체 mould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감마선 방출 핵종이 주로 오염되어 있는 원자력발 소에

서 발생한 속 폐기물은 직경 50 mm, 두께 10~20 mm의 disc가 당하며 좀 더 

많은 양의 시료가 요구되는 우라늄의 분석에는 후자가 당하다고 하겠다.  본 연

구에서도 유럽의 삼개국과 같이 원 형 시료를 만들기 하여 직경 50 mm, 높이 

10 mm의 스테인리스 스틸 mould를 만들어 시료 만들기를 시도하 으나 시료의 분

리 불가능  소량의 시료는 냉각 속도가 빨라 mould에 부어지지 않아 소형 용융 

장치에서 원 형의 시료의 제조는 불가능하 다. 이에 비하여 180 kg/Batch 규모의 

장치에서는 그림 47과 같이 100 x 200 mm의 두 개의 sample을 한 mould를 만

들고 시료 국자로서 용융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mould에 부음으로서 100 x 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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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10 ～ 15 mm의 두 장의 사각 의 시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시료로

서 disc의 제조도 가능할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그림 49. 시료 채취를 위한 도구 및 시료 채취 모습

다) 시료 방사능 측정 방법의 타당성 평가  

   일반 으로 자체처분을 해 그 발생원별로 폐기물을 구분하고, 사용이력  오

염 황 등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폐기물을 구분하여 선원항을 정립한다. 자체처분

을 한 폐기물에 하여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직 /간 (Smear))  선정된 방

사선원항에 따라 각 핵종별 분석방법을 용하여 그 농도를 분석하게 된다. 아래의 

표 27은 세계 으로 일반 으로 인정되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핵종별 분석

방법을 제시하 다.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의 농도는 감마분 분석(Gamma spectroscopy)를 이용하

여 분석한다. 그러나 알   베타방출 핵종의 경우 화학 인 추출  정제과정을 

통해 핵종을 선택 으로 분리하여 LSC(Liquid Scintillation Counter)등을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며 이러한 방법은 그 과정에 매우 복잡하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

비된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는 척도인자(Scaling factor)를 개발하여 폐기물에 

용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  를 들어 측정이 어려운 Fe-59  Ni-63의 경우 

상 으로 측정이 용이한 Co-60의 농도와 상 계가 있으며, Sr-90의 경우 

Cs-137의 농도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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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핵종

Alpha Spectrometry U-233/234/235/238, Pu-238/239/240/241, Am-241 등

Beta counting Sr-90, Tc-99 등

Gamma or

X spectrometry
Fe-55, Ni-63, Co-60, I-129, CS-137, U-235, Am-241 등

Liquid scintillation H-3, C-14, Ni-63, Sr-90, Ra-226, Pu-241 등

ICP/MS Tc-99, I-129, U, Th 등

Mass spectrometry U-233/234/236/238, Pu-238/239/241/242 등

표 27. 일반적인 핵종별 분석방법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의 농도는 감마분 분석(Gamma spectroscopy)를 이용하

여 분석한다. 그러나 알   베타방출 핵종의 경우 화학 인 추출  정제과정을 

통해 핵종을 선택 으로 분리하여 LSC(Liquid Scintillation Counter)등을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며 이러한 방법은 그 과정에 매우 복잡하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

비된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는 척도인자(Scaling factor)를 개발하여 폐기물에 

용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 를 들어 측정이 어려운 Fe-59  Ni-63의 경우 

상 으로 측정이 용이한 Co-60의 농도와 상 계가 있으며, Sr-90의 경우 

Cs-137의 농도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량의 폐기물에 해 규제해제를 용하기 해서는 시료채취의 평균화가 허용

되는 최  질량 는 면 이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시료의 형상  크기 

등도 결정되어야 정확한 방사선측정을 할 수 있다. 시료의 채취  분석시 평균화

가 허용되는 폐기물의 최  질량 는 면 에 한 기 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평균화가 허용되는 최  수량은 200 kg 는 200L을 용하고 있다.  미국

의 경우 Reg. Guide 1.86  DOE Order 5400.5 등에서는 표면오염에 하여 평균

화가 허용되는 최 면 을 1 m2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염 가능한 농도의 측정

시에는 100 m2에 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의 체 면 에 

한 측정이 불가능한 큰 체 /면 을 가진 폐기물의 경우 시료채취 차를 포함하

여 측정 최 화를 한 한 통계  방법을 용해야 한다.

  용융 상의 성상이 균일하여 에서 본 연구 결과로부터 제안된 방법으로 직경 50 

mm, 두께 10~20 mm의 disc형 시료를 만드는 경우, 채취된 시료에서 방사능을 정

확히 그리고 표 27에서 제안된 일반 인 방법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에서 제안된 

시료 채취 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용융 상이 되는 방사성 철재 폐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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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염과정을 통해 오염 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어 방사능이 비교  낮을 것이며 용

융 후 방사능의 최종 검증 후에 자체처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체처분

이 가능한 철재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상되며, 이는 제염  

용융과정에서 부분의 방사성물질은 제거된 상황이므로 철재 내에 잔류하는 방사

능은 최소검출하한치(MDA)와 비슷한 수 으로 상된다. 이러한 의 방사능

은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시료의 특성이 따라서 측정 방법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감마분 분석을 이용하는 경우, 속용융 후 방사능 분석을 해 채취된 시료는 

일정한 크기의 체 을 가진 균일한 방사능의 시료가 된다. 이러한 체 선원은 시료

의 무게가 (disc 시료의 경우 두께를 의미함) 증가함에 따라 시료에서 방출된 방사

선이 검출기로 도달하지 못하고 산란되거나 시료에 의하여 자체 흡수될 확률이 증

가하게 된다. 이러한 자체흡수효과를 보정하기 하여 측정시료의 기학학  조건에 

따른 검출기의 측정효율을 미리 계산하고 이를 보정하여야 정확한 방사능 분석이 

가능하다. 

  체 선원의 자체흡수에 한 측정효유 보정을 해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하

여 철재폐기물의 방사능 분석에 이용될 HPGe 검출기의 모든 에 지 피크에 하여 

효율을 계산하 다. 이와 같은 효율은 시료의 도는 일반 인 철재(Carbon steel)

의 경우와 같이 7.8 g/㎤으로 하고, 직경은 검출기의 직경을 고려하여 50mm로 하

고, 두께는 10 ～ 50 mm의 범  내에서 변화 시키면서 측하 다. 철재 시료의 

두께에 따른 검출기의 질량 효율(효율*시료무게)을 계산하여 아래 그림 50에 제시

하 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속 시료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시료의 질량

효율도  증가하고 시료의 자체흡수 효과가 커지게 되어 질량효율이 일정한 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료의 두께가 일정 두께 이상을 측정하는 것은 자체흡

수 효과로 인해 이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50 mm의 직경 disc의 경우 

두께가 10에서 20 mm 사이가 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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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철재시료의 두께변화에 따른 질량효율의 변화

 자체흡수효과에 따른 측정효율을 보정을 해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검출

방사능 (MDA; Minimum Detectable Activitys)을 산출하 다. 이 최소 검출방사

능 는 자체 처분하려고 하는 속 페기물의 방사능이 매우 으며  자체처분 

기  방사능이 낮기 때문에 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측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

는 MDA 값이 자체처분 기  방사능 값이나 폐기물의 실제 방사능 값보다 여유치

를 고려하여 충분히 낮아야 한다.  에서 계산한 자체흡수 효과를 고려하여 계산

된 검출효율을 바탕으로 아래 식에 의하여 MDA를 계산하 다. 

         ×× 




 




             여기서,  B.G.= 백그라운드 계수치

                      tB =백그라운드 계측시간(1000 sec), 

       E = 계수효율

       Y = 화학수율

                      S = 시료량과 측정  반감기를 보정하는 인자

식에 의하여 50 mm 직경 disc 시료의 두게 변화에 따른 최소검출방사능 

MDA의 변화를 아래 그림 51에 제시하 으며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시료 두께의 

증가에 따라 MDA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어느 두께 

이상에서는 MDA는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는 시료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검출효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철재 시료의 두께가 10mm의 경우 Co-60  

CS-137 모두 0.007 Bq/g 이하 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값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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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낮은 MDA 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규제해제 농도 제한치나 IAEA RS 

G-1.7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체처분권고치의 1/10 이하의 수 이다. 따라서 자체 처

분을 한 방사능의 측정에는 문제가 없다.

그림 51.  50 mm 직경 시료의 두께에 따른 최소 검출 

방사능 준위의 변화

최소검출방사능 (MDA)를 규제해제 기 치 보다 낮은 0.01 Bq/g 이하로 측정

능력을 확보하기 해 시료의 양, 계측시간  선원의 자체흡수 등을 MCNP code

를 이용하여 계산을 통해 측정 조건을 정립하 다. 이의 결과로 향후 철재폐기물 

자체처분을 해 시료의 조건은 직경 50 mm에 시료의 높이는 10 ～ 20 mm 정도

이면 실제 속의 잔류 방사능의 측정과 규제해제 기  농도와 비교 평가를 하여 

충분하다고 단된다.

 

2) 용융 공정 설계 기술요건

  속 용융 공정 장치는 일반 으로 매우 잘 알려진 기술에 의하여 제작될 수 있

는 것들로서 장 특성에서 요구되는 것 들 이외에 특별한 기술 사양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사양은 용융하려고 하는 속 시

료가 아직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모과제에서 요구하는 모듈화  원격

조업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기술 사양을 제시하려고 한다.  용융 앞에 제염 공

정이 설치되므로 두 성격이 다른 공정의 연결을 하여 필요한 사양도 포함시킨다. 

 설계 사양을 제안하기 하여 공정의 규모 한 고려 상이 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가정하는 공정의 규모는 batch당 200kg로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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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 공정에서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나 속 폐기물의 양을 고려하고 재 일반

인 시료 채취를 한 원료의 크기를 감안하면 200 kg/Batch가 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규모로 설계 요건을 제시하려고 한다.  

  체 공정은 용융로 본체, 고주  원 공 장치, 냉각수 공  장치, 배기 처리

장치  필요에 따라서 시료 처리 장치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단  공

정은 분리된 공간에 독립 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용융로 본체가 설

치되는 용융 장치  배기 처리 설비가 설치된 공간은 방사선 리 구역으로 취

하여야 하는 반면 냉각수 공  장치 와 고주  원 공  장치는 일반 구역에 설치

하여도 되기 때문이다.  공정 모두를 full automation하기는 속 고체, 슬러그 분체 

 용융물을 취 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우며 원격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단된

다. 따라서 작업을 하기 한 제어실과 작업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로체 설치 공간

과 유리창으로 찰 운 할 수 있는 배치가 바람직하다. 

  총 력의 공 량은 장치의 비율(80%)을 고려하여 1.1 kWh/kg (×


)로 

하고  작업시간을 70분을 고려하여 200kw 으로 설치하는 것이 당하다. 이와 같

이 공 되는 모든 에 지는 아래와 같이 분산되어 사용된다. 

  ○ 철제 시료의 가열  용융;  43 %

  ○ 고주  원 공 장치 냉각; 23 %

  ○ 고주  유도로 코일 냉각; 30 %

  ○ 열 손실; 4 % 

  의 체 열손실  배기 처리 장치의 공기를 가열하기 하여 약 2 %가 소비

된다. 이는 공기의 온도를 19 
o

C 상승시켰을 때 배기 유량은 약 8 CMM정도이다. 

그러나 체 공정을 고려하고  용융 공정을 연속 으로 조업한다고 생각하면 

mould의 열에서 발생한 여분의 열과 ingot의 냉각열도 배기의 온도 상승에 큰 역

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배기의 온도를 19 
o

C 상승을 기 으로 한 것은 

HEPA filter의 최고 온도를 50 
o

C로하고 여름에 용융로 시설 실내온도를 30 
o

C 로 

가정하 기 때문이다. 이들 각 부분에서 제거하여야 할 열량으로부터 의 조건으

로 배기의 량을 계산하면 아래 표 28과 같다.  공기 냉각기를 설치하고 열의 60%

를 제거하고 배기의 온도 상승을 10 
o

C으로 한다면 배기의 요구량도 표 28에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module화하기 하여서는 배기처리 장치에 반

드시 냉각설비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열 제거율은 얻을 수 있는 배기 설비(특히 

열교환기)의 용량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  가스를 사용하여 

열하기 보다는 배기량의 면에서나 로  가스 사용으로 인한 안 장치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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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도 열 장치로서 기 장치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용융 공장을 

module화하기 하여서는 mould의 열에서 열손실과 ingot를 냉각하기 한 에

지 제거를 더 고려하여야 한다. 이 모든 열원을 고려하고 mould의 열 장치의 종

류에 따라 배기량을 계산하면 표 28과 같다. 배기 냉각기의 유무에 따라서 배기량

의 차이가 매우 크며 기 열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배기량이 어진다. 배기량 

증가에 따라서 후단의 HEPA filter의 규모도 표 26에 제시한바 장치의 compact화

를 하여 기 mould 열기와 배기 냉각기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본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2009년에 실험 도  총 용융 처리한 철제는 114.1 kg

로서 슬래그의 총 무게는 1.18 kg이며 배기 처리장치 Cyclone에 집진된 분진은 

0.072 kg이며 medium filter에 여과된 양은 측정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180 

kg/batch 규모 장치의 경우 스래그 양이 약 2%로서 실험장치보다 많았으나 슬래그

의 양은 slag former의 주입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자료에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주입량보다 약간 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heat source 배기 냉각기  배기량 (CMM)  HEPA filter*)

 전기 예열장치 사용 
유 35 1

무 100 3

프로판 예열 장치 사용
유 80 2

무 225 6

표 28. 배기량에 미치는 각 공정 조건의 영향 

   *) filter size; 60 x 60 cm

  용융 공정을 module화하고 연속 조업을 하기 하여 냉각수의 heat sink로서 냉

동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주  원 발생 장치인 inverter의 냉각수 

흐름 통로가 매우 복잡하여 냉각수를 증류슈로 사용할 것을 부분의 제작자가 권

고하고 있다. open형 냉각탑은 냉각수가 직  공기와 하기 때문에 먼지를 흡수

하여 이와 같은 조건을 만들기 어렵다. 200 kg/Batch의 경우 냉동기로 제거하여야 

하는 열량은 89,000 kcal/hr로서 이는 여분을 고려하여 30 RT가 되어야 한다. 이 냉

동기의 용량은 공 된 모든 에 지 에서 배기를 제외한 열을 모두 냉동기로 제거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배기로 제거되는 열량의 75%가 ingot 냉각에 기인한 것

이므로 module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ingot 냉각을 한 별도의 장치가 있으면 배기 

장치 설계  설치에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냉각수의 배   온도제어 배열은 아



- 83 -

래 그림 50과 같이 제시하 다. 즉 냉동기를 통하여 냉각되는 액체는 냉매로 하고 

용융시스템을 순환하는 냉각수는 증류수로 하며 이들 사이에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냉각수의 온도를 증류수 순환 량으로 제어하면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작업을 하여 비교  어려운 작업은 용융 완료 시 의 결정, slag former의 

공   슬래그 제거, 용탕을 배출시키는 경우 mould의 치 선정 등이 있다. 용융 

완료 시 의 결정은 공업 으로는 경험으로부터 수행되는 것이 일반 이나 그림 38

과 같이 공 되는 원의 압변화로부터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슬래그 제거 작업은 아직은 원격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수행하기에는 결정 이나 수

행 방법을 찾을 수 없었으며 이는 스웨덴, 랑스  독일 등 속 용융 재활용의 

경험이 많은 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수동 작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CW 
tank

Pressurizing
pump

P

Cooling
pump

Cooling 
Tower
system

Melting system

P P

T

T
CW 
tank

Pressurizing
pump

PP

Cooling
pump

Cooling 
Tower
system

Melting system

PP PP

TT

TT

그림 52. 제안된 냉각수 시스템. 

   원격 작업에 의하여 출탕 시 용탕을 mould에 정확히 공 하기 하여 mould의 

치를 조 하는 방법과 funnel과 같은 모양의 유도 tool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룰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mould의 치 조  방법을 사용하 다.  공정의 

module화의 경우 mould의 열을 기 사열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유

도 tool의 사용보다는 치 조 법을 선택하 다. mould의 치가 조 되어야 하는 

거리는 도가니 부분의 흐름을 유도하는 홈의 모양에도 큰 향을 받아 용탕의 착

지 이 각 batch 마다 변하는 것이 일반 이나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설계하고 시

운 에서 미세 조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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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L= mould가 움직이는 거리

                 rm = casting mould 반경

                 d = mould와 furnace 간의 거리

                 γ = 용탕 토출부분의 이동 거리

  이상에서 설명한 module화된 용융 공정 장치를 설계하기 한 기술요건을 정리

하면 아래 표 29와 같다. 여기에서는 용융 capacity를 200 kg/Batch를 기 으로 하

으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요건은 부록의 EXCEL 

program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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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항  목  조  건

용융 공정

단위공정
고주파전원공급, 용융로본체, 냉각수 공급

배기처리 및 제어/작업실

작업 방식 slagging 작업을 제외한 원격 작업

공정 배치 단위 공정의 module화

용융로 본체

용융로 형식 고주파 유도로

용융 capacity 200 kg/B

용융 작업 방버 및 시간 batchwise, 70 min/B

출탕 유도방식 mould 위치 조절

mould 예열방식 전기 가열

고주파 전원

공급장치

전력 공급 기준  0.9 kWh/kg

전원 공급장치 용량  200 kW

frequency  1~2 kHz

냉각수

 공급장치

구성 heat sink, 열교환기, 냉각수 가압장치

heat sink 냉동기

냉각수 온도 (상온-3) < T < 45 oC

냉각수 제거 열량  8,900 kcal/h

냉동기 capacity  30 RT

배기 처리 장치

장치 구성
bag filter, back flushing, 냉각기, HEPA 

filter, induction fan

배기량  35 CMM

배기 최대 허용온도  50 oC

bag filter 집진량  < 0.1 % of melt steel

EPN 제염

요구사항

시료 크기  도가니 직경의 1/3 이하 

최대 잔류 방사능      Bq/g

기타 no flammable material

표 29. 실용화 장치 설계를 위한 기술 요건 

라 .  규 제 해 제

  방사성물질 등의 규제 상인 방사선원 에서 방사선학  해도가 미미하여 규

제에서 제외하는 개념을 규제해제라고 하고, 국내 원자력법규에서는 “처분제한치”는 

련기 치 이하의 방사성폐기물에 해 규제해제를 “자체처분”이라는 용어를 용

하고 있다. 특정한 방사선원 (Source) 는 행 와 련된 방사선학  향이 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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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는 이에 한 규제 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개념을 

규제면제, 규제해제, 규제배제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규제배제 (Exclusion)란 방사

선원 는 행 에 한 규제 리가 실 으로 거의 불가능하여 이를 규제하지 않

는 경우로서 우주선 (Cosmic rays)과 체내에 존재하는 K-40 이 표 인 사례이다. 

규제면제  규제해제는 방사선원 는 행 와 련된 방사선학  향이 미미하여 

이를 규제 상에서 제외한다는 에서 서로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규제면제 

(Exemption)는 신규 선원  행 를 처음부터 규제 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Regulatory control is not imposed) 이며, 규제해제 (Clearance)는 기존에 규제 

상이던 선원  행 를 규제 상에서 제외하는 것 (Regulatory control is 

removed)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 

  특정한 방사선원  행 에 따른 방사선학  해도가 사소함에 따라 규제 상에

서 제외하는 개념은 1970년  반 국제기구를 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하 으며, 

1980년 에는 미국과 국제기구를 심으로 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0년 에는 

규제해제에 한 개념과 선량기 치가 구체 으로 정립되었으며, 이에 따른 핵종별 

농도기 을 도출하기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재 규제해제 선량기 에 

해서는 국제 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핵종별 규제해제농도에 한 국제기 에 

해서는 논의가 계속 으로 있으며 아직까지 자국 규제체계에서 규제해제농도기

을 공식 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 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 EU(유럽연합)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규제해제기  개발을 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자국 법령에 정량 인 규제해

제 기 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95년 핵종별 규제

해제기 을 자체 으로 개발하여 용하고 있으며, 만은 IAEA TECDOC-885의 

기 (안)을 법령화하여 용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등은 알 선 방출핵종과 

베타/감마선 방출 핵종에 한 포 인 규제해제 기 을 용하고 있다. 일본은 

1999년 원자력안 원회 방사성폐기물안 기 문부회 보고서를 발간하고, 재 

IAEA RS-G-1.7의 핵종별 기 을 부분 용하여 용하고 있다. 법령화를 추진 

에 있다. ICRP(국제방사선방호 원회)는 1970년 발간된 ICRP-13에서 처음으로 

개 선원의 규제면제 개념을 제사하 으며, ICRP-46 (1985)에서는 고체방사성폐기

물의 처분과 련하여 연간 개인선량 10 μSv/y  연간 집단선량 탁 1 man․

Sv/y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기 으로 권고하 다. 한편, 1990년 발간된 ICRP-60에서

는 규제제외 개념과 련하여 ICRP-46의 권고안을 부분 수용하면서 사고로 인한 

“잠재 인 피폭”의 요성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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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국제원자력 원회)는 TECDOC-244 (1981)  TECDOC-282 (1983)에서 

각각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육지처분에 따른 규제제외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  

하 으며, TECDOC-401 (1987)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소각  매립에 따른 

선량평가 방법론을 제시하 다. 1988년 발간된 Safety-Series 89에서 방사선원  

행 의 규제제외 개념이 보다 구체 으로 도입되었으며, Safety series 111-p-1.1 

(1992) 에서는 재활용  재이용에 따른 선량평가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1995년 발

간된 Safety-Series 115에서는 규제면제  규제해제에 한 용어가 정의되었고 규

제면제기 이 정량 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IAEA는 TECDOC-885 (1996)  

TECDOC-1000 (1998)에서 고체폐기물의 규제해제(안)을 핵종별로 제시한 바 있으

며, IAEA RS-G-1.7 (2004)을 발간하여 폐기물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Bulk 

material로 정의 하여 핵종별 농도치침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안은 재 많

은 국가에서 수용하여 용하고 있다.
41)

  미국의 경우 US NRC는 1990년 BRC(Below Regulatory Concern) 정책성명을 발

표함으로써 규제해제에 한 본격 인 시행을 계획하 으나, 환경단체와 일반인의 

반 로 인하여 이듬해 정책성명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1994년까지는 사안별 평가

를 통하여 원자로시설에서 발생된 일부 고체폐기물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허

가된 사례가 있다. US NRC는 BRC 정책성명을 철회한 1994년부터 규제해제기 을 

도출하기 한 연구를 재개하 으며, 1999년 NUREG-1640의 발간을 통하여 도출된 

농도기 (안)을 제시하 다.
42)

 그러나 일반인과 산업계의 다양한 이견을 보임에 따

라 재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주도로 검토를 재 수행하고 

있다. 미국 보건물리학회는 규제해제를 한 사  선별기 에 한 산업기술기  

ANSI/HPS-N13.12 (1999)를 발간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 규제기 이 동 기 을 채

택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의 내용을 종합하여 각국의 

규제해제농도기 을 비교하여 아래의 표 30과 같이 제시하 다. 

  국내의 경우 규제해제를 자체처분으로 용하고 있으며, 자체처분을 “원자력 계

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과학기술부 장 이 정하는 값 미만의 방사성폐

기물을 당해 원자력 계사업자가 소각, 매립 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86조에는 “과학기수부령이 정하는 종

류  수량의 방사성물질이라 함은 개인에 한 연간선량이 10 마이크로시버트 이

상이거나 집단에 한 총 선량이 1맨.시버트 이상의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체처분에 한 상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64호에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에 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동 고시 별표 1에서는 기타 방사성의 제

한농도를 “개인에 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이고 집단에 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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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방사선량이 1맨․시버트 미만이 되는 것이 입증되는 농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핵종의 경우 처분제한치를 만족하는 농도기

을 신고자 스스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계획서에 한 검토를 통하여 규제기 이 

합성을 확인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체처분 선량기 치의 만족여부

는 자체처분 차  방법에 따른 피폭경로  시나리오에 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핵종

EC

RP-89 IAEA

(RS-G-1.7)

German

RPO

US

NUREG-

1640Reuse 

metal

Recycling

metal
Unconditional

Recycling 

Metal

농도 Bq/㎠ Bq/g

H-3 10,000 1,000 100 1000 1000 5.3E+02

C-14 1,000 1,00 1 80 80 3.1E+02

Fe-55 1,000 10,000 1,000 200 10000 2.2E+04

Co-60 1 1 0.1 0.1 0.6 1.9E-01

Cs-137 10 1 0.1 0.5 0.6 6.3E-01

U-234 1 1 1* 0.4 2 7.1E-01

Pu-242 0.1 1 0.1 0.04 0.3 3.1E-01

Am-241 0.1 1 0.1 0.05 0.3 5.6E-01

표 30. 핵종별 규제해체 농도기  비교

  

  *  Natural Uranium(radionuclides of natural origin)  

방사성 핵종 제한 농도

H-3, C-14, F-18, Na-24, P-32, S-35, K-42, Ca-45, Ca-47,  

SC-46, Cr-51, Fe-59, Ga-67, Ge-71, Se-75, Br-82, Sr-85,  

Rb-86, Mo-99, Tc-99m, In-111, Sn-113, I-123, I-125, 

I-131,   Pr-144, Yb-169, Au-198, Tl-201, Hg-203  반감

기 100일 이하의 베타/감마 방사선 방출 핵종

     100Bq/g

  기타 방사성핵종

개인에 한 연간 피폭

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

시버트 미만이고 집단

에 한 총 피폭방사선

량이 1맨․시버트 미만

이 되는 것이 입증되

는 농도

표 31. 허용기준 및 핵종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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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 핵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Y ( i)
X ( i)

< 1   

            Y(i) : 방사성 핵종 i의 방사능농도

            X(i) : 별표에 주어진 방사성 핵종 i의 제한농도 

국내의 경우 자체처분을 용한 사례에 하여 살펴보면 1994년 원 연료(주)에서 

발생한 NaF 폐기물에 한 자체처분을 시작으로, 원 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는 1995년 처음 시행 후 련법규의 정비를 통해 2000년도부터 본격 으로 자체처

분이 시행되었다. 2000년도부터 2003년도 까지는 매년 2 ～ 4건 정도, 2004년도에는 

10건, 2005년도에는 14건의 심사가 이루어 졌으며, 한수원(주), 원 연료(주), 원자력

연구원에서 주로 신청하 다.  2004년도에는 약 972톤 2005년도에는 약 354톤의 폐

기물에 한 자체처분승인 심사가 이루어 졌다. 자체처분 신청시 주요 상폐기물

은 토양과 콘크리트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도 공기조화계통에서 방생한 폐여

과기 임  폐활성탄, 2차측 폐수지, 함석, 목재 면류  종이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자체처분 방법의 85%이상이 특정산업폐기물처분장에 매립하고 있으며, 속

류의 경우 부분 재활용되고 있다.43)

 

가 .  규 제해 제 기 농 도  도 출

  규제해제를 한 핵종별 규제해제농도기 을 유도하기 해 속의 재활용으로 

인한 방사선원항, 상피폭시나리오를 선정하여 방사선량을 도출하여 국내의 기

(개인 10 μSv/yr, 집단 1 manSv/yr)을 만족하는 핵종별 기 을 도출하 다. 

  1)  방사선원항 선정 

  원자력발 소의 정상운 과정에서 검출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은 제한 이고, 본 

연구에서는 속폐기물을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해제농도기 을 도출함에 

있어 고려 상핵종의 범 를 제한하 다. 속폐기물의 경우 성자에 의해 방화되

는 경우와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방사화의 경우 성

자의 에 지 Flux  물질의 성자 흡수단면  등과 계되며, 표 인 핵종이 

Co-60  Fe-55 등이 있다. 방사성물질에 한 오염의 경우에는 취 했던 핵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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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속폐기물의 방사화에 의해서 생성 가능한 방사성

핵종에 한 문헌조사와 원자력시설의 운   해체과정에서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13개의 핵종에 해서 선정하 으며
44)

 결과는 표 32와 같다.

번호 핵종 번호 핵종 번호 핵종

1 Mn-54 6 Ni-63 11 Sb-125

2 Fe-55 7 Zn-65 12 Cs-134

3 Co-57 8 Zr-93 13 Cs-137

4 Ni-59 9 Nb-94

5 Co-60 10 Ag-110m

표 32. 금속폐기물 자체처분을 위해 선정된 핵종

2)  피폭선량 평가

  규제해제에 따른 피폭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고려하여 상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농도기 치를 도출할 수 있다. 속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시나

리오에 수반되는 방사선학  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비재 시나리오의 일환으

로 규제해제 속폐기물을 라이펜으로 이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상되는 

방사선학  향을 측할 수 있다. 속폐기물 재활용을 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한  세부평가를 수행하기 구체 인 피폭상황에 한 자세한 정보의 확보가 제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재활용에 한 평가도구로 선정한 RESRAD-Recycle 

Ver 3.06 산코드의 경우 이 방법을 용하고 있다. 

  각 시나리오별 피폭경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선원물질의 외

부에서 직  피폭되는 외부피폭 선량평가가 있고, 작업  거주상황에서 발생되는 

부유된 방사성물질의 흡입  부주의한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선량평가 있다. 이러

한 피폭선량의 평가는 국내요건에 맞게 평가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방사선방호기

으로 ICRP 60에서 권고한 유효선량(Effective Dose)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피폭

선량을 유효선량의 개념에 따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이 

용하여 평가하 다. 내부피폭의 ICRP-67, 69, 72, IAEA Safety Series no. 

115(1996)에서 제시하고 있는 17세 이상의 연령군에 한 선량환산인자  가장 보

수 인 사형태(F, M, S)의 값의 2배로 보정하여 호흡  섭취에 용하 다. 이

는 연령군에 한 차이를 보정하기 해 용한 보수 인 방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배출 리기  유도 시 경구 섭취 피폭경로에 한 연령군 차이를 보정한 방법

이다. 외부피폭의 경우 RESRAD-Recycle 산코드에서 용하고 있는 EPA FGR 

No.12를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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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재활용에 따른 상피폭선량 평가를 해 RESRAD-RECYCLE(Ver 3.10, 

2005)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RESRAD-Recycle에서는 속의 수집․운반․처리에 

참여하는 작업자  소비재  공공재를 이용하는 일반인에 한 상피폭선량을 

평가하기 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
45)

 본 평가에서는 국내의 재활용 

유통경로  다른 평가도구; P2Pro(RMS), IAEA S.S. 11-p-1.1  NUREG-1640등

에서 고려하는 있는 시나리오를 비교 평가를 통해 표 34와 같이  34개의 시나리오

를 선정하 다.  선정된 시나리오는 고철운반(4), 철강용융(9), 강괴운반(2), 기․

최종가공(5), 생사산품유통(4), 제품사용(10)를 고려하 다. 특히 제한 재활용을 

한 차폐체나 방사성폐기물 장용기 등으로 재활용 되는 경우, 피폭 상이 일반인이 

아닌 방사선작업종사가가 되므로 본 평가에서는 와 같은 시나리오를 선별 으로 

제외하 고, 장비나 건물에 직 으로 재이용되는 경우도 제외하여 용하 다. 보

수 인 평가를 해 고철의 재활용과정에서 용융공정에서 방사능 분배 상이외의 

청정 속과 혼입에 의한 희석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용융과정에서 속폐기물 내

에 방서성물질은  3가지(강괴, 슬래그, 분진) 형태로 나뉘어 잔류하게 하게 되는데, 

RESRAD-Recycle에서는 철재의 경우 표 으로 질량분배계수(Mass partitioning 

factors) 강괴(90%), 슬래그(10%), 분진여과기(1%)가 존재한다고 가정하 다. 방사

성핵종은 질량분배계수 마찬가지로 용융과정에서 용융 속, 슬래그,  분진여과기

로 분배되며 핵종별로 상이한 값을 가지게 된다. 아래의 표는 RESRAD-Recycle에

서 기본 으로 고려하고 있는 방사성핵종 분배계수이다.    

  재활용되는 속폐기물의 양은 년간 1,000Ton으로 가정하 으며, 입력변수는 

RESRAD-Recycle 산코드의 기본값을 용하여 평가하 다. 평가결과 개인  집

단에 한 선량이 10 μSv/y, 1 man.Sv/y를 만족하는 자체처분 허용농도를 핵종별

로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도출하 다.  

          ×



여기서, 는 핵종 I 와 피폭자 K에 한 자제처분 허용농도(Bq/g or Bq/cm
2

),

는 피폭자 K에 한 선량기 치로 개인  집단선량 기 (Sv/y or 

man.Sv/y)

는 평가된 방사선량((Sv/y or man.Sv/y)

     RESRAD-RECYCLE 산코드를 이용하여 자체처분 상 철재폐기물의 재활

용 시나리오에 한 자체처분 안 성평가를 해 ICRP 60(1991)에서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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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선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평가하 다. Co-60 핵종에 한 상피폭시나리오별 

평가결과를 표 36에 제시하 고, 핵종별 규제해제를 한 기 을 상피폭선량 평

가를 통해 도출하여 아래의 그림 53에 제시하 다.  

구분 핵종
반감기

(yr)

섭취

(Sv/Bq)

호흡

(Sv/Bq)

1 Ag-110m 6.84E-01 5.60E-09 2.40E-08

2 Co-57 7.42E-01 4.20E-10 2.00E-09

3 Co-60 5.27E+00 6.80E-09 6.20E-08

4 Cs-134 2.06E+00 3.80E-08 4.00E-08

5 Cs-137 3.00E+01 2.60E-08 7.80E-08

6 Fe-55 2.70E+00 6.60E-10 1.54E-09

7 Mn-54 8.56E-01 1.42E-09 3.00E-09

8 Nb-94 2.03E+04 2.80E-09 9.80E-08

9 Ni-59 7.50E+04 1.26E-10 2.60E-10

10 Ni-63 9.60E+01 3.00E-10 2.60E-09

11 Sb-125 2.77E+00 2.20E-09 2.40E-08

12 Zn-65 6.68E-01 7.80E-09 4.40E-09

13 Zr-93 1.53E+06 2.20E-09 5.00E-08

표 33. 내부피폭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평가도구 운송 과정 용융공정 가공/유통 제품사용 기타 합계

RESRAD-Recylce

(선정된시나리오)

6

(4+2)

9

(9)

10

(9)

15

(10)

2

(0)

41

(34)

P2Pro(RSM) 3 10 9 10 0 32

IAEA S.S. 111-P-1.1 2 5 15 6 1 29

NUREG-1640 5 7 12 13 37

표 34. 시나리오의 비교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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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방사성핵종분배계수(%)

Metal Baghouse Slag

Ag-110m 99 1 0

Co-57 99 1 0

Co-60 99 1 0

Cs-134 0 97 3

Cs-137 0 97 3

Fe-55 97 1 2

Mn-54 49 1 50

Nb-94 0 1 99

Ni-59 99 1 1

Ni-63 99 1 1

Sb-125 80 0 20

Zn-65 1 99 0

Zr-93 0 1 99

표 35. RESRAD-Recycle에서 고려된 방사성핵종 분배계수 및 질량분배계수

 

그림 53. 핵종별 규제해제 농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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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enario
Individual

Dose
Rank

Collective

Dose
Rank

1 Scrap Delivery: Scrap Cutter 3.37E-01 25 1.01E-06 27

2 Scrap Delivery: Scrap Loader 4.30E-01 22 8.59E-07 28

3 Scrap Delivery: Scrap Truck Driver 3.63E-01 23 1.82E-06 22

4 Scrap Smelting: Scrap Processor 3.40E-01 24 1.02E-06 26

5 Scrap Smelting: Smelter Yard Worker 2.97E+00 10 2.97E-05 12

6 Scrap Smelting: Smelter Loader 5.14E-01 21 2.57E-06 20

7 Scrap Smelting: Furnance Operator 1.80E+00 14 5.40E-06 19

8 Scrap Smelting: Baghouse Processor 8.33E-02 28 8.33E-08 31

9 Scrap Smelting: Refinery Worker 1.98E+00 11 5.93E-06 17

10 Scrap Smelting: Ingot Caster 9.87E-01 19 1.97E-06 21

11 Scrap Smelting: Small Objects Caster 4.52E+01 3 9.04E-05 11

12 Scrap Smelting: Slag Worker 0.00E+00 32 0.00E+00 33

13 Ingot Delivery: Ingot Loader 5.26E-01 20 1.05E-06 25

14 Ingot Delivery: Ingot Truck Driver 1.16E+00 17 5.82E-06 18

15 Initial Fabrication: Storage Yard Worker 1.91E+00 12 1.91E-05 14

16 Initial Fabrication: Sheet Maker 7.07E-02 29 1.06E-06 24

17 Initial Fabrication: Coil Maker 3.31E-01 26 3.31E-07 30

18 Final Fabrication: Sheet Handler 6.63E-02 30 1.33E-06 23

19 Final Fabrication: Coil Handler 2.61E+01 5 1.31E-04 10

20 Product Distribution: Product Loader 5.26E+00 8 1.05E-05 15

21 Product Distribution: Product Truck Driver 1.86E+00 13 9.32E-06 16

22 Product Distribution: Sheet Assembler 1.33E+00 16 2.65E-05 13

23 Product Distribution: Warehouse Worker 3.50E+00 9 1.75E-04 9

24 Consumer Product: Parking Lot 0.00E+00 32 0.00E+00 33

25 Consumer Product: Room/Office 5.40E+01 1 2.05E-01 5

26 Consumer Product: Appliance 1.46E+00 15 6.28E-02 6

27 Consumer Product: Automobile 4.37E+01 4 3.50E-01 4

28 Consumer Product: Office Furniture 2.52E+01 6 1.76E+00 2

29 Consumer Product: Home Furniture 4.74E+01 2 2.84E+00 1

30 Consumer Product: Frying Pan 9.93E-01 18 4.07E-01 3

31 Public Product: Pavement 0.00E+00 32 0.00E+00 33

32 Public Product: Building with Rebars 1.41E+01 7 2.31E-02 8

33 Public Product: Bridge 2.28E-01 27 3.74E-02 7

34 Scrap Transportation: Public Exposure 0.00E+00 32 4.27E-07 29

표 36. Co-60에 대한 시나리오별 선량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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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규제 해제 기  제안치를 도출하여 표36에 제시하 다.  

즉 Co-60만 오염 핵종인 경우 잔류 방사능이 0.1 Bq/g 이하이면 피폭 선량 평가에

서 기 치를 만족시킬 수 있다.  다수의 핵종에 의하여 오염이 된 경우에는 분율

의 합이 1이 넘지 않도록 하여 이 제안치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제안치를  

해외의 규제해제를 한 다양한 연구 사례인 IAEA RS-G-1.7, IAEA S.S 

111-p-1.1, EC RP122, US NRC NUREG-1640 등과 비교하 으며 이들 세계 인  

기 과 비교하기 해 도출된 기 농도가 3E+(x)내지 3E+(x+1)의 경우 표값을 

1E+(x+1)으로 EC RP No.65  No 122에서 용한 방법론을 용하여 구제해제 

농도기 을 보정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여 비교를 통해 도출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핵종
suggest 

values

IAEA 

RS-G-1.7

IAEA S.S.

111-p-1.1

(Metal)

EC RP122

(general)

EC RP 89

(metal)

US NRC

NUREG-1640

(steel)

Mn-54 0.1 0.1 1 1 1 1

Fe-55 1000 1000 10000 100 10000 10000

Co-57 10 1 - 10 10 10

Ni-59 10000 100 - 100 100000 10000

Co-60 0.1 0.1 0.1 0.1 1 0.1

Ni-63 1000 100 10000 100 10000 10000

Zn-65 10 0.1 1 1 1 1

Zr-93 100 10 - 100 10 1

Nb-94 0.1 0.1 1 0.1 1 0.1

Ag-110m 0.1 0.1 - 1 0.1 0.1

Sb-125 1 0.1 - 1 10 1

Cs-134 0.1 0.1 - 0.1 1 0.1

Cs-137 1 0.1 1 1 1 1

표 37. 본 연구에 의한 규제해제 기준 제안치 및 세계 다른 기준과의 비교 

 - 는 IAEA Safety Sreies 111-p-1.1에서 고려 상 핵종이 아님

  EPN 공정에 의하여 제염된 속 조각에 잔류하는 오염도 변화에 따른 피폭선량

변화량의 상 계를 표 인 8개 핵종에 하여 도출하여 그림 54에 제시하 다. 

이로부터 잔류 방사능과 이를 재활용하는 경우 피폭량의 계를 측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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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치인 10 μSv/y보다 더 안 한 재활용을 하여 낮은 피폭량을 목표로하는 경

우 EPN 제염 공정에서 제염의 목표치를 정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하기 하여 피폭 선량이 비교  큰 Co-60과 Mn-54에 하여 잔류 방사능과 피폭

선량의 계를 그림 55에 제시하 다. 를 들어 목표 피폭선량을 4 Sv/y로 정하는 

경우에는 Co-60의 제염 목표치를 0.075 Bq/g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4. 폐기물의 오염도 변화에 따른 피폭선량변화량

그림 55. 폐기물의 오염도 변화에 따른 피폭선량변화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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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원자력 시설의 운 과 해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발 의 경제성을 하여 안 성이 보장되는 한 규제해제 받아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비용이 높으

며 방사선 리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방사성 폐기물로 리하는 경우에 

이의 요성은 더 높아진다. 방사성 폐기물 에서도 속은 매우 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이의 재활용은 세계 으로 큰 심의 상이 되는 분야  하나이다. 재활

용의 제조건이 안 성인바 이 안 성의 척도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

용 속을 취 ,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하는 모든 일반인들의 피폭량으로서 국

내에서는 개인 피폭선량 10 Sv/y, 집단선량 1 man-Sv/y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기

치를 만족시키기 하여 재활용 상이 되는 속에 잔류하는 방사능 는 매우 

낮은 값으로서 확실한 안 성 확보로 규제해제 받아 자체처분을 하는 경우 요한 

인자는 확실한 제염과 제염된 속의 잔류 방사능을 정확히 측정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속의 제염 후 잔류 방사능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피

폭 기 치인 우리나라 자체처분의 기 치를 측정이 가능한 잔류 방사능으로 바꾸어 

제시하려고 하 다. 

    자체처분 상이 되는 잔류 방사능은 매우 가 낮아 측정이 용이하지 않으

며 오염이 불균일한 경우나 상 속의 형상이 매우 복잡한 경우 이는 거의 불가

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속 용융 공정을 통하여 속 오염을 균질화 

함으로서 속의 100% 오염도 검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공정평가를 

통하여 고주  유도로로 선정하여 Batch당 철제 15 kg까지 용융할 수 있는 용융공

정 시스템을 설계, 제작  설치하여 성공 으로 시운 을 완료하 다. 이 실험 장

치를 이용하여 철제 단  무게 당 필요 에 지, 공 된 에 지의 distribution, 용융 

후 용탕의 온도 변화, 배가스 처리 장치의 흡입 가스 온도 등을 측할 수 있는 자

료를 생산하 다.  모과제에서 요구하는 장치의 module화, 원격 작업을 하여 

도가니의 tilting angle에 따르는 mould의 치변화, furnace cover, 원격조작을 한 

제어반의 집 화 등의 장치 개선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하여 실제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속 폐기물의 처리를 한 공정 규모를 200 kg/Batch로 제안하고 이의 

설계를 한 기술 요건을 제시하 다. 

   용융 후에 생성되는 ingot의 균질성을 실험으로 입증하 다. 이 균질도 평가는 

tracer 실험으로 수행되었는데 tracer 속(Co, Cu, Mn, Al, Ni)과 질산염(Ce, Cs)을 

용융 에 도가니에 주입하고 용융 후 ingot내에서 tracer의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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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 분속 오차 이내에서 균일함을 보 으며 극 농도의 오염

물질의 균질성을 입증하기 하여 tracer로서 Co-60과 우라늄을 사용하 으며 이 

균질성은 180 kg/Baych 규모의 ingot에서도 유지됨을 입증하 다. 이와 같은 균질

성은 유도로 내에서 생성되는 자장 때문에 용탕의 유동 때문인 것으로 타 연구자의 

실험 결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균질도를 바탕으로 표 시료를 채취하는 방

법을 제시하 다. 감마 핵종이 오염된 경우에는 직경 50 mm 높이 10~20 mm의 

disc 형태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서 MCNP 산코드를 이용하여 이 시료 내

에서 자체처분 제한치보다 은 극 농도의 방사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입

증하 다. 

   우리나라의 자체처분 기 치는 피폭 기 치로서 이를 속의 체  오염도로 

환시킴으로서 용융공정에서 생성된 ingot의 자체처분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이를 

하여 RESRAD-RECYCLE 산 코드에서 제시한 속 폐기물 재활용 시나리오

를 기본으로 하여 34개의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parameter 들을 

선정하여 시나리오  최  피폭치를 계산하여 국내 기 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규

제해제 농도기 을 도출하 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source 항으로서는 속폐기물

의 방사화에 의해서 생성 가능한 방사성핵종에 한 문헌조사와 원자력시설의 운  

 해체과정에서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13개의 핵종에 해서 선정

하 다. 이를 근거로 세계의 다른 국가나 IAEA에서 제안한 처분농도 기 과 비교

하여 자체처분 가능 농도(방사능 제안치)를 제안하 다. 근래에 요구되는 좀 다 안

한 처분을 고려하여 좀 더 낮은 피폭치를 얻기 한 속 내 잔류 방사능 농도를 

측하는 방법을 제시하 으며 이로부터  단계인 EPN 일  제염 처리 공정에서

의 제염 목표치를 상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상과 같이 실험실 규모 용융 공정을 설치 제작하여 용융실험을 수행하 고 실

용화 공정의 설계를 한 기본 기술요건을 제시하 으며, 실험 으로 입증된 ingot 

내의 균질성을 기본으로 하는 시료 채취방법을 제안하 다. 이와 동시에 국내 자

체처분 기 치에 만족할 수 있는 자체처분 가능 농도를 제안 하 으며 제염 처리 

공정에서의 제염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충실

히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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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물 질   에 지  수 지  계 산 >

ITEMS VALUE UNIT REMARKS

1. Physical properties

  1.1 about iron

     - heat of fusion of  iron 3560 cal/mole physical data

     - molecular weight 55.8 g/mole physical data

         in kcal/kg 63.8 kcal/kg

    - heat capacity of iron 8.4 cal/deg.mole physical data

           in kcal/kg 0.151 kcal/deg.kg

    - melting point 1375 o
C physical data

   - density 7 kg/liter physical data

 1.2 conversion factor

    - kcal/sec  --> kW 4.185 kW/(kcal/sec)

    - Btu/h ft
2
 
o
F - kcal/h m

2
 
o
C 1.507

          kcal/Btu 0.252

          ft2/m2 10.764

         
o
F/

o
C 0.556

 1.3 propane

    heat of combustion of propane 22.000 kcal/liter physical data

 1.4 air

    - heat capacity of air 0.26 cal/g. 
O
C

    - density of air 1.2083 kg/m3

2. Base and assumption for calculation

   2.1 weight of sample 200 kg

  2.2 energy requirement 0.9 kWh/kg

       for total weight 180 kWh

      margin 20 %

 2.3 operation

    - final temperature 1575 o
C  200 

O
C higher than melting point

    - operation time 70 min

 2.4 energy input rate 154.3 kW

     in kcal/hr 132718.9 kcal/hr

     total energy 154838.7

     real energy rate 185.1 kW

    in design 200.0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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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lting of iron

  3.1 energy requirement

    - heat for heating 47419.4 kcal m Cp DT

    - heat for melting 12759.9 kcal

    - total (theoretical) 60179.21 kcal

      margin 10.00 %

    - total (actual) 66197.13 kcal

    - fraction of heat requirement 0.43

 3.2 Energy removal

   - total heat to be removed 88641.58 kcal

      heat removal rate 75978.5 kcal/hr

 3.3 heating of cast

  - total cast receiver weight

        + weight of ingot 200 kg

                 volume of ingot 28.57 liter

                 aspect ratio 3.00

                 V' 12132.2

         + diameter 22.98 cm

        + mould thickness 5 cm

        + mould diameter 33.0 cm

        + mould height 114.9 cm

       + mould volume 98.09 liter

        + ingot space height 91.912

         +  ingot space voume 38.1 liter

        + pure mould volume 59.990 liter

        + weight of mould 419.9 kg

   - total mould weight 400 kg

  - heating temperature (average) 500 o
C

  - theoretical heat 30107.5 kcal

  - margin 10 %

  - heat required 33118.3 kcal

  - margin (loss) 60.0 %

  - heat required 52989.2 kcal

  - heating time 30 min

  - heat rate 29.44 kcal/sec

      in kW 123.2 kW

  - heat loss 19871.0 kcal

    loss rate 39741.9 kcal/hr

4. Off gas

  4.1 flow rate

    - volume flow rate 80 m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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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heat removed

   - removal rate by air

     (a) from melting furnace

        + loss rate 2 %

        + loss heat 2654.4 kcal/hr

     (b) from mould preheating

         + loss heat 39741.9 kcal/hr

     (c) from ingot cooling 

         + total loss heat 66197.1 kcal

         + cooling time 180 min

         loss rate 22065.7 kcal/hr

   - total removal rate of heat 64462.0 kcal/hr

  4.3 temperature increase

   - weight of air 5800.00 kg/hr

   - temperature increase of air 42.75 oC

 4.4 cooling water

  - ambient temperature 30 oC

  - heat removed

      + air inlet temperature 72.75 o
C

      + air outlet temperature 45 oC

    + heat removed 41842.0 kcal/hr

  - cooling water temperature

     inlet 30 oC

     outlet 35 o
C

  - heat removal 41842.0 kcal/hr

  - rate of cooling water 8368.4 kg/hr

     in  g/sec 2324.557 g/sec

       in liter/min 139.473  liter/min

    velocity 200 cm/sec

    pipe area 11.62 cm
2

    diameter 3.85 cm

    design 1.0" pipe

 6.6 air cooler

  - heat removal 41842.0 kcal/hr

  -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10 Btu/(h.ft2.oF) bare copper tube

    area ratio to fin 8 Btu/(h.ft2.oF)

    total finned tube transfer 80 Btu/(h.ft
2
.
o
F) finned tube

      in cgs 120.556 kcal/h m2 oC

  - DT

     DT1 37.75

     DT2 15

     DT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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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ea 14.08 m2

  - tube

     3/8" 0.95 cm

     surface area per m 0.02983 m2

     number of pipe 472.0446 m 설계는 500 m

4. cooling water system

  4.1 total cooling rate

  (a) from inverter

     ratio 0.23

     heat removal rate 30525.3 kcal/h

  (b) from furnace

    ratio 0.3

    heat removal rate 39815.7 kcal/h

  (c) off gas cooler 41842.0

 - total removal rate 112183.0 kcal/h

  in RT 28.8 RT

   margin 33.0 %

  with margin 38.26 RT

  4.2 temperature increase of CW 10

    - amount from furnace+inverter 7034.101 kg/hr

      in kg/min 117.235 kg/min

  4.3 pipe size

   - water flow rate 1953.917 ml/sec

     water velocity 200 cm/sec

     area 9.76959 cm
2

     diamter 3.5278

     설계 1 1/2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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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CR-352/2009

제목 / 부제 EPN방식 일 처리에 의한 제염후 처리 공정 개발

연구책임자  부서명 박진호 (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부)

연 구 자  부 서 명 정운수, 이기원, 황두성, 김태 , 홍상범, 황성태

 

 출  지      발행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9. 11

 페 이 지 106 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A4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 ), 외비(   ),  __ 비   보 고 서 종

류  
연구보고서

 연구 탁기    계약 번호

 록 (15-20 내외)  

  원자력 시설의 운전과 해체에서 발생하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산업의 경제

성을 위하여 규제해제 받아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체처분 대상이 되는 잔류 

방사능은 매우 준위가 낮아 측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오염이 불균일한 경우나 대상 금속

의 형상이 매우 복잡한 경우 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금속 

용융 공정을 통하여 금속 오염을 균질화 함으로서 방사능 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오

염의 hot spot를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공정평가를 통하여 고주

파 유도로로 선정하여 Batch당 철제 15 kg의 용융공정 시스템을 냉각수 공급설비, 고

주파 전원 발생 장치 및 배기 처리 설비와 함께 설계, 제작 및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

전을 완료하였다. 용융 후에 생성되는 ingot의 균질성을 실험으로 입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시나리오 중 최대 피폭치를 계산하여 국내 기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규제해제 농도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세계의 다른 국가나 IAEA에서 

제안한 처분농도 기준과 비교하여 자체처분 가능 농도를 제안하였다. 좀 더 안전한 처

분을 고려하여 좀 더 낮은 피폭치를 얻기 위한 금속 내 잔류 방사능 농도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전 단계인 EPN 일괄 제염 처리 공정에서의 제염 목표

치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속폐기물, 규제해제, 용융공정, 균질도,
 MCNP, RESRAD-R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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