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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요 약 문요 약 문요 약 문

탈피복분말화 장치는 파이로 프로세스 공정의 일부인 전High-throughput / “

기 금속 환원 장치 에” U3O8의 미세 분말을 만들어 공급하기 위한 장치이다.

차년도 년 에는 산화속도회수율 향상을 위한 분말화 공정핵심 메커니1 (‘07 ) /

즘을 개발하기 위해 기계적 탈피복 및 화학적 탈피복 방식 등을 분석하고,

기계적 과 화학적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핵심 메커니즘을ball drop rotary kiln

고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메커니즘 설계를 위해 차원 기계설계 도구인. 3

와 설계 검증 도구인 를 이용하여 연료산화 및 헐SolidWorks COSMOSWorks /

분말회수 장치를 설계하고 장치의 열적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제작하, /

였다 장치의 검증을 위해 펠릿과 유사한 체적 팽창비 를 갖는 최적의. SF (2.7)

모의 연료 대상물질 및 배합비를 도출하고 도출한 후보 물질로 펠릿 및 연,

료봉을 제작하여 장치에 대한 연료산화 및 헐분말 회수 성능을 평가하였다/ .

차년도 년 에는 탈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성능 평가와 일체형 장치2 (‘08 ) /

를 설계하기 위해 U3O8의 벌크 체적비 와 연료봉 길이 에 따(2.7) (20 210 mm)∼

른 체적비 를 구하였다 이를 적용한 반응기의 체적 예측식을 도출하(2.0 4.7) .∼

고 연료 무게와 연료봉 길이에 따른 반응기 크기와 장치 크기를 결정하였,

다 상기 결과와 인코넬의 승온 실험 결과를 토대로 산화반응 장치를 설계하.

고 세라믹 니켈 크롬계열 등의 소재를 조사분석하여 내부식성과 형상유지, , - /

의 안전성이 높은 을 고온진공 가열로의 소재로 선정하였다APM / .

차년도 년 에는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제작하기 위해3 (‘09 ) / 1

차년도 차년도 년 에 수행한 연구들을 토대로 장치를 설계제작하(’07), 2 (’08 ) ․
였다 이 장치의 설계 주요 대상은 안전성 및 원격유지보수성을 고려하였. ․
고 부품들을 모듈화 및 반자동화를 반영하였다 제작된 장치에 대한 구동시, .

험 동작시험과 기본특성시험 승온 시험 이상 및 헐 분리 성능 시험( ), (500 )℃

용량 헐 길이 등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 50 kgHM/batch, 50 mm) .

행한 연구 결과들은 향후 및 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PRIDE ES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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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high-throughput vol-oxidizer which can handle a several ten kg HM/batch

is being developed to supply U3O8 powders to an electrolytic reduction reactor in

pyro-processing.

At the first year step(2007), for enhancement of oxidation and recovery rate,

we analyzed the mechanical and chemical methods, and devised the main

mechanism with ball drop methods and rotary kiln type. Also, the main devices

for oxidation and recovery of rod-cuts were designed by using the Solid Works

and COSMOS program tools, and manufactured after thermal/mechanical

analysis. In order to verify the main devices, simulation fuels(W 90%+SiO2 10%)

were manufactured and the main devices were tested for the oxidation and

recovery rate of its. Here the expansion ratio of simulation fuel is similar to

U3O8(2.7).

At the second year step(2008), with the constant ration of rod-cuts volume

and expansion ratio of U3O8(2.7), we produced a theoretical equation that can

estimate the volume of rod-cuts according to a variation of their weight and

lengths. We considered various materials such as ceramics and Ni-Cr, finally,

the APM material which can constantly maintain against high temperature(120

0 ) and vacuum(1 torr) was selected and a vol-oxidizer was designed.℃

At the third year step(2009), in order to manufacture a high-throughput

vol-oxidizer, we have analyzed the vol-oxidizer for remote operability &

maintainability, also the remote assembling and disassembling possibilities of the

selected modules have been analyzed in terms of visibility, interference,

approach, weight, and so on. We have presented final modular design and

manufactured a high-throughput vol-oxidizer. Also, we have conducted the

blank, heating(over 500 ) and hull separation test(capacity : 50 kg HM/batch,℃

hull length 50mm) on the high-throughput vol-oxidizer.

Also, these design technologies for the high-throughput vol-oxidizer will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a more efficient vol-oxidizer with higher capacity

for PRIDE and ESPF facilities in the near future.



- 4 -

목 차목 차목 차목 차

제 출 문 ·· ···································································································· 1

요 약 문 ·· ···································································································· 2

Summary ·· ···································································································· 3

목 차 ·· ···································································································· 3

그림 목차 ·· ···································································································· 5

표 목 차 ·· ···································································································· 9

제 장 서론1 ·· ·································································································· 10

제 장2 탈피복분말화 핵심 장치 개발High-throughput / ··························· 13

1. 산화속도 및 회수율 향상을 위한 탈피복분말화high-throughput /

장치 메커니즘 고안 ················································································· 13

2. 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설계 및 제작High-throughput ····················· 22

3. 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구동 성능시험High-throughput ··················· 24

제 장3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 ···················································· 30

헐1. 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개발 및 성능평가 ···················· 30

2. 탈피복분말화 공정핵심장치 성능평가 및 탈피복분말화/ /

일체형 장치 설계 ··················································································· 36



- 5 -

제 장4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개발/ ······································ 49

1.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개요/ ····················································· 49

유지보수성을 고려한 모듈식2. ․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3D ·· 51

모듈화를 위한 원격유지보수시 고려할 설계 요건3. ․ ···················· 54

4. 장치의 주요부 설계 ················································································ 73

5. 장치 제작 ·································································································· 84

6. 장치 시험 ·································································································· 84

제 장 결론5 ·· ·································································································· 93

참고 문헌 ·· ·································································································· 95



- 6 -

그림 목차그림 목차그림 목차그림 목차

그림 2-1. 세라믹 볼에 의한 연료봉 충격 ···················································· 14

그림 2-2. 메시형 반응기의 외부 블레이드 ················································ 15

그림 2-3. 수동레버에 의한 분말 수집기 회전 ············································ 15

그림 2-4. 메시형 반응기의 정역 회전시 헐과 분말의 동작/ ··················· 16

그림 2-5. 연료 산화 메커니즘 ······································································ 18

그림 헐2-6. 분말회수 메커니즘/ ··································································· 18

그림 2-7. 외부 온도에 따른 열전달 해석 형상 ········································ 19

그림 2-8. 반응부 내부 온도 ·········································································· 19

그림 2-9. 볼 직경이 일 때의 헐 응력 분포70 mm ·································· 20

그림 2-10. 분포 하중의 요소 특성 설정 ······················································ 21

그림 2-11. 수평 회전축의 처짐을 고려한 열변형 해석 ···························· 21

그림 2-12. 연료산화분말회수 핵심장치 와 설계도/ 2D 3D ······················· 23

그림 2-13. 연료 산화 및 헐분말회수 핵심 장치/ ······································· 24

그림 2-14. 모의 연료 제조를 위한 산화도 실험 ·········································· 26

그림 2-15. 모의 펠릿 제조 ·············································································· 27

그림 2-16. 모의 연료봉 제조(30 mm, 70 mm) ·············································· 28

그림 2-17. 회수 분말 및 헐 ·············································································· 29

그림 3-1.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및 정렬 ···························· 31

그림 3-2.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정렬 공급 및 이송방식 개념, ······· 32

그림 3-3.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고안 ································ 32

그림 3-4.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공정 ···················································· 33

그림 3-5.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3D) ····································· 33

그림 3-6.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설계도 ······································ 34

그림 3-7.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제작 ············································ 35

그림 3-8. 회수율 성능평가 시험 공정 차 분리(2 ) ······································ 36



- 7 -

그림 3-9. 연료봉 길이와 산소농도 증가에 따른 산화성능 평가 ·········· 38

그림 3-10. 샘플링 메커니즘 고안 및 제작 ················································ 39

그림 3-11. 반응기 내의 입자 평균 분포도(particle size distribution) ······· 39

그림 3-12. 진공과 산소분위기에서 온도 곡선 ·············································· 41

그림 3-13.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승온 시험 후 장치 부식 결과/ · 42

그림 3-14.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승온 시험 후 그리스 연소/ ········· 42

그림 3-15. 연료봉 길이 증가와 UO2 펠릿 산화에 의한 상수 값 ············· 44

그림 3-16. 연료봉 길이 증가와 UO2 펠릿 무게 증가에 의한 반응기

체적의 도식화 ················································································· 45

그림 3-17. 연료봉 볼륨 예측식 검증 결과 ·················································· 46

그림 3-18.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 ··············································· 47

그림 3-19.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모델/ 3D ···································· 48

그림 3-20. 고온 진공 가열로 ·········································································· 48

그림 4-1. 대상 모듈 및 반자동화 요소도 ····················································· 50

그림 4-2.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전체도3D ························ 52

그림 4-3.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좌측면도3D ·················· 52

그림 4-4.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우측면도3D ·················· 53

그림 4-5.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평면도3D ······················ 53

그림 4-6.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정면도3D ······················ 54

그림 결합 방법 예시4-7. ·············································································· 55

그림 시계확보를 위한 공기 흡입구의 위치 변경 안4-8. ······················ 55

그림 볼트 시계 확보를 위한 위치 정렬4-9. ············································ 56

그림 볼트 수의 최소화와 시계 확보를 위한 위치 정렬4-10. ·················· 56

그림 플랜지 설계 제안4-11. ·········································································· 58

그림 인양 고리 적용 예시4-12. ···································································· 58

그림 인양 고리 설계 형상 예시4-13. (1) ······················································ 59

그림 인양 고리 설계 형상 예시4-14. (2) ······················································ 59



- 8 -

그림 이탈방지 특성을 보유한 볼트의 예시4-15. ······································ 60

그림 협소한 공구 공간4-16. ·········································································· 60

그림 안내 장치의 예시 보고서4-17. (ORNL ) ··············································· 61

그림 원터치 커플러형 커넥터4-18. ································································ 62

그림 지지 브라켓의 변형4-19. ······································································ 62

그림 열 변형 흡수 형상4-20. ········································································ 63

그림 토글 클램프 형상4-21. ·········································································· 63

그림 토글 클램프 손잡이 형상 제안4-22. ·················································· 64

그림 회전력 전달을 위한 커플링4-23. ························································ 64

그림 분리 및 연결을 위한 축 형상과 도면4-24. ······································ 65

그림 이중 후크 인양 고리4-25. ···································································· 67

그림 안내 핀 예시4-26. ···················································································· 67

그림 각 볼트 체결4-27. 6 ················································································ 68

그림 원격 모터 제거4-28. ·············································································· 68

그림 커플링4-29. ······························································································ 68

그림 샤프트 커플링4-30. ················································································ 69

그림 원격 취급 커넥터4-31. ·········································································· 69

그림 볼트 형상의 사진 예시4-32. ································································ 70

그림 라인 커넥터의 사진 예시4-33. ······························································ 70

그림 구속 볼트의 규격4-34. ·········································································· 71

그림 원격취급용 스프링 하중 구속 볼트4-35. ·········································· 71

그림 멈춤 쇠 핀4-36. ······················································································ 72

그림 스퍼기어 축 접속 방법4-37. (spur gear) ·············································· 72

그림 4-38.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설계도/ ························· 83

그림 4-39.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제작/ ································· 84

그림 4-40. 장치 온도 컨트롤러 운전 매뉴얼(NP200) ································· 89

그림 4-41. 차 반응부 승온 시험 결과 그래프2 ( ) ·········································· 90



- 9 -

표 목 차표 목 차표 목 차표 목 차

표 2-1. 연료 분말 및 헐의 회수율 ·································································· 29

표 3-1. 연료봉 길이와 무게 변화에 의한 반응기 크기 ······························ 45

표 4-1. 모듈 식 및 반자동화 대상 결정 ························································ 50

표 4-2.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주요 사양 ······························· 51

표 주요 모듈화 요건4-3. ·················································································· 57

표 차 반응부 승온 시험4-4. 2 ·········································································· 90

표 차 반응부 승온 시험4-5. 3 ·········································································· 90

표 헐 분리 배출 성능 시험4-6. ( ) ······································································ 91



- 10 -

제 장 서 론제 장 서 론제 장 서 론제 장 서 론1

탈피복분말화 장치는High-throughput / 파이로 프로세스 공정의 일부인 전“

기 금속환원 장치 에” U3O8의 균질화된 미세 분말을 만들어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메시형 반응기에 넣고 약 500 ℃에서 반응기를 회전(3 5∼

시키면서 연료가 산화분말화 하고 연속적으로 헐과 분말을 회수하는 산rpm) ,․
화 및 탈피복 장치이다.

이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차년도 년 에는 분1 (2007 ) high-throughput

말화 공정 핵심장치 메커니즘을 개발하였다 산화속도 및 회수율 향상을 위.

한 장치 메커니즘 고안 연료봉에서 분말 회수율 이상high-throughput ( 90 % )

하기 위하여 기계적 탈피복 방식 등 과 화(slitting, ball mill, roller straightening )

학적 탈피복 방식 등 을 분석하고 기계적(muffle furnace, rotary kiln ) , ball drop

과 화학적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핵rotary kiln /

심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또한 연료 산화 및 헐 회수 후 진공을 유지시키. , ,

고 단계적으로 온도를 조절 하면서 휘발성 핵분열 생성(feedback system) (PID)

물을 배출하는 진공 메커니즘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분말. high-throughput

화 공정 핵심장치 설계 및 제작하기 위하여 차원 기계설계 도구인3

와 설계검증 도구인 를 이용하여 연료 산화 및 헐SolidWorks COSMOSWorks /

분말회수 장치를 설계하고 장치의 열적구조적 안전성을 검증 한 후 설계, /

및 제작하였다 제작한 장치의 검증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펠릿과 유사한 체.

적 팽창비 를 갖는 최적의 모의 연료 대상물질 및 배합비를 도출하고 도(2.7) ,

출한 후보물질로 모의 펠릿 및 길이의 모의 연료봉을 제작하여30, 70 mm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핵심장치의 연료산화 및 헐분말회수 성능을 평가하였/ /

다.

차년도 년 에는 탈피복분말화 장치에서 산화 후 분리되어 나온 헐에2 (2008 ) /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분리하기 위하여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을

개발하였고 성능평가 헐의 잔여분말 회수율 이상 를 수행하였다 이를, ( 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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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헐의 공급 이송 및 잔여분말 분리 등을 분석하여 각각 방, conveyer

식 방식 공기 세척 방식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적, parts feeder , (air shower) ,

용하여 연속식 헐 잔류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고안한 메커니.

즘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용량의 헐 잔류분말 자동분리 장100 kgHM/batch

치를 설계 및 제작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탈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 . /

치 성능 평가 및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하기 위하여/ U3O8의 벌크

체적비를 구하고 연료봉 길이 에 따른 체적비를 구하였다(2.7), (20 210 mm)∼

이를 적용하여 반응기의 체적 예측식을 도출하였으며 연료 무게(2.0 4.7). ,～

와 연료봉 길이에 따른 반응기 크기와 장치 크기를 도출하였다 상기의 결과.

및 인코넬의 승온 실험 결과를 토대로 탈피복분말화 산화반응 장치를 설계/

하였으며 세라믹 니켈크롬계열 등의 소재를 조사분석하여 내부식성과 형, , /․
상유지 안전성이 높은 을 고온진공 가열로APM(Advanced Powder Metallurgy) /

의 소재로 선정하였다 사용온도( 1,400 ).∼ ℃

차년도 년 에는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시제품을 제작하3 (2009 ) /

기 위하여 차년도 년 와 차년도 년 에 수행한 연구 내용들을 토대1 (2007 ) 2 (2008 )

로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 탈피복분말화 장치 처리용량 하였( / : 50 kgHM/batch)

다 이 장치의 설계 및 제작을 위하여 장치 안전성 및 원격유지보수성을. ․
고려하고 모듈화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장치의 부품별 모듈 및 반자동화 특, ,

성을 분석하고 모듈 대상 및 반자동화 대상 히터 모듈 을 선정하였다 또한( ) .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치 전체가 도 회전하는 회전 플레이트모듈 등 모180 ,․
듈별 유지보수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탈피복분말화, /․ 일체형 장치

의 를 구축 완료 하고 장치를 제작하였다 제작 장치에 대한 동작시험과3D ( ) , .

기본특성시험 에어실린더작동 구동모듈부구동여부 히터모듈부작동 장치회( , , ,

전구동 에어락카작동여부 나이프게이트밸브작동여부 헐분말용기체결방법, , , / )

등을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에어실린더작동여부 히터 개의 모듈 개폐 이. , ( 2 ․
상 없음 구동모터부구동여부 가변 가능 장치회전구동여부), (RPM 3 5/min, ),∼

에어락카작동여부 회 작동 나이프게이트밸브작동여부 정상(180 ), (20 30 /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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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폐 헐분말용기체결여부 이상 없음 반응부승온시험 소), / ( ), (500 :℃․
요시간 시간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용1 ) .

량 에 해당하는 절단 길이 헐 규격50 kgHM 50 mm( : SUS 316 tube, 10.07∅
의 헐을 이용하여 장치에 대한 헐 분리 배출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mm) ( ) .

수행 결과 헐의 회수 배출, ( ) 의 결과가000% 나왔다 이와 같이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향후 및 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PRIDE ES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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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2 탈피복분말화 핵심 장치탈피복분말화 핵심 장치탈피복분말화 핵심 장치탈피복분말화 핵심 장치High-throughput /

개발개발개발개발

산화속도 및 회수율 향상을 위한 장치 핵심 메커니즘 고안1.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치는 사용후핵연료 절단 연료봉High-throughput /

을 헐과 분말로 분리산화시키는 연료 산화장치와 헐과 분말을(clad+pellets) /

회수하는 회수장치를 말한다 단일공정 장치에서 절단 연료봉의 펠릿을 분말.

화 하고 헐과 분말을 독립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일체형 메커니즘을 고안하,

기 위하여 기존 기계적 탈피복 방식 등 과(slitting, ball mill, roller straightening )

화학적 탈피복 방식 등 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muffle furnace, rotary kiln ) ․
과 의 회전은 절단 연료봉의 탈피복 증대 의 회전(ball drop rotary drum , blade

에 의한 펠릿 분말의 교반은 산화 및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 배출 증대 분).

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계적 의 탈피복 방식과 화학적 방, ball drop rotary kiln

식의 장점을 결합한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핵심 메커니즘을 고안하였/

다 연료 산화 및 헐분말회수 메커니즘 고안 탈피복 효율 향상 분말입도 크( / , ,

기 조절 기능 피복재와 분말의 분리 회수기능 부가, ).

가 최대 산화속도회수율 요건 도출. /

세라믹 볼의 충격에 의한 탈피복 효율 향상⃝
메시형 반응기 내부에 세라믹 볼을 투입하여 반응기 내의 절단 연료봉에-

충격을 가하여 탈피복 속도를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고안하였으며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다2-1 .

메시 반응기가 회전하면 세라믹 볼이 반응기 내벽을 따라 올라갔다가 중-

력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연료봉에 충격을 가하여 연료봉 내부의 펠

릿들을 깨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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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내부에서 깨어져 나온 펠릿조각들은 산소 접촉 면적이 늘어나 산-

화속도가 향상된다.

메시형 반응기 내부(a)

볼의 낙하 운동(b)

연료봉의 충격(c)

그림 세라믹 볼에 의한 연료봉 충격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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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형 반응기 외부 블레이드에 의한 산화속도 증대⃝
메시형 반응기 외부에 다수 개 의 블레이드를 부착하여 연료산화 중에- (40 )

메시 밖으로 빠져 나와 분말 수집기에 놓여있는 작은 펠릿 조각들을 교

반시켜 산화효율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고안하였으며 그림 와 같다, 2-2 .

그림 메시형 반응기의 외부 블레이드2-2. .

분말수집기의 반회전 구동에 의한 분말 회수⃝
산화가 완료된 후 분말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동 레버로 분말 수집기를-

뒤집는 메커니즘을 고안하였으며 그림 와 같다180° , 2-3 .

그림 수동레버에 의한 분말 수집기 회전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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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방식을 이용한 산화효율 및 분말 회수율 향상Air locker⃝
가열기 하부에 수직 방향으로 를 설치하여 산화효율 및 분말회수- air-locker

율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바이브레이터 진동방식은 볼트.

를 풀리게 하는 단점이 있다 산화 중에 를 작동하여 산화효율을. air locker

높여주며 산화 종료 후에는 를 작동하여 분말의 회수율을 향상, air locker

시켜 준다.

나 연료 산화 및 분말회수 메커니즘 설계.

메시형 반응기 설계⃝
반응기 우측면에서 볼 때 메시형 반응기가 시계 방향 정회전 으로 회전하- ( )

면 반응기 내부에 있는 세라믹 볼은 구름 충격이 진행되고 미 산화된 펠,

릿 조각들은 자동으로 반응기 안쪽으로 모아지며 온도에서 산화, 500 ℃

된 분말은 메시 밑으로 떨어지며 그림 와 같다, 2-4 .

연료 산화 종료 후 반응기 우측면에서 볼 때 메시형 반응기가 반시계 방- ,

향 역회전 으로 회전하면 헐이 스크루 나선에 따라 헐 회수 용기 쪽으로( )

배출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메시형 반응기의 정역 회전시 헐과 분말의 동작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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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핵분열 생성물 배출 증대 진공시스템 설계⃝
헐을 회수하고 난 후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을 배출시키기 위해 진공- , (1

을 유지 한 상태로 반응기를 정회전 시키면서torr) (feedback system) , 1,250

까지 온도를 단계적으로 승온 제어 시키는 메커니즘을 설계하였(PID )℃

다 이는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배출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

의 반응기내 고온 가스가 라인필터 밖으로 배출될 때 고온 열로- 1,250 ,℃

인한 가스포집용 진공펌프의 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라인 상에

쿨링 펜 을 설치하여 온도를 강하시키는 구조로 설계하였다(cooling fan) .

진공라인으로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을 배출시킨 후 분말을 회수한다- .

연료 산화와 헐분말회수 메커니즘 설계/⃝
고안한 산화속도 및 회수율 향상 메커니즘을 토대로 메시형 반응기가 정-

회전하면서 펠릿의 산화가 진행되고 산화 종료 후에는 반응기의 역회전,

에 의해 헐이 분리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배. ,

출 증대를 위해 반응기 내부가 진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그림 은 차원 기계설계 툴인 로 연료산화 메커니즘과2-5, 2-6 3 SolidWorks

분말회수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공학적 해석 툴인 를 이용, COSMOSWorks

하여 열적구조적동적 안전성을 분석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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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료 산화 메커니즘2-5. .

그림 헐분말 회수 메커니즘2-6. / .

반응기와 가열로 간격과 외부온도 변수에 따른 열전달 특성 분석⃝
조건에서 반응기와 가열로 간격 과 외부- 1,250 (10, 20, 30, 40, 50 mm)℃

온도 변수 에 따른 열전달특성을(1100, 1200, 1300, 1400,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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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헐분말 배출밸브와COSMOSWorks . , /

회전축부에서 내부온도의 분포에 따라 열손실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반응기와 가열로 간격이 일 때 반응기의 내부가 를. 35 mm 1,250 ℃

유지하기 위한 외기의 공급 온도는 이며 그림 과 같다1,300 , 2-7, 2-8 .℃

그림 외부 온도에 따른 열전달 해석 형상2-7. .

그림 반응부 내부 온도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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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의 변형방지를 위한 볼 직경 크기 분석⃝
에서 반응기 내의 볼 구름 충격에 의한 헐변형의 열분석 등가응력- 500 (℃

안전계수 을 통하여 볼 직경 을 도출하였고 그림 와 같다1.6) (70 mm) , 2-9 .

시간에 따른 충격력a)

헐 응력 분포도 볼 직경b) ( : 70 mm)

그림 볼 직경이 일 때의 헐 응력 분포2-9. 70 mm .

고온에서의 장치 수평회전축의 처짐을 고려한 축 직경 분석⃝
에서 수평회전축의 처짐에 영향을 주는 하중 메시 반응기 세- 1,250 ( + +℃

라믹 볼 시료 등 에 의하여 변형되지 않는 회전축 직경 크기에 대한+ )

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과 같다, 2-10 .

반응기의 재질은 인코넬 볼은 탄화규소 이며 처짐을 증가시키- 601, (SiC) ,

는 축 표면 온도는 이다 또한 축에 조립되는 부품들에 의한 축1,250 .℃

고정 대상은 등이 있다flange, chamber cover, bea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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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서 회전축이 열변형에 대한 처짐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회전- ,

축의 직경 최적 회전축 을 결정하였으며 그림 과 같다( 35 mm) , 2-11 .

그림 분포 하중의 요소 특성 설정2-10. .

직경이 일 때 변형 회전축 직경에 따른 처짐 변형a) 40 mm b)

그림 수평 회전축의 처짐을 고려한 열 변형 해석2-11. .



- 22 -

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설계 및 제작2. High-throughput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치를 제작하기 위하여 장치 요소별 차- / 3

원 모델링 및 열적 구조적 안전성을 분석하고 결과들을 장치 제작에 반,

영하였다 외기 공급 온도 가열로와 히터 간격 또한 모( 1,300 , 35 mm). ,℃

의 연료 선정을 위한 대상연료들의 산화특성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였으며 모의 연료봉 의 길이에 따른 헐 및 분말 회수율의, (30, 70 mm)

평가 및 핵심장치 메커니즘의 구동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검증을 완료하,

였다 헐 회수율 분말 회수율( 100 %, 30 mm : 95.45 %, 7 mm : 91.52 %).

가 산화회수 핵심장치 제작. High-throughput /

기준 공정장치 설계 및 핵심장치 제작S/F 20 kgHM/batch⃝
산화분말 회수율이 높은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핵심장치를 설계 및 제작- / /

하였으며 외기 공급 온도 가열로와 히터 간격 그림( 1,300 , 35 mm),℃

그림 과 같다2-12, 2-13 .

연료산화 핵심장치는 세라믹 볼과 분말을 혼합하는 외부 블레이드 장착-

회전식과 산화 후 진공모드 전환방식 배출 증대 승온, (FP , 1,250 , 1℃

분말 샘풀링 을 갖는 산화 핵심장치를 설계제작 하였다torr, ) .․
헐분말 회수 핵심장치는 산화 후 헐 회수 메시형 반응기 내부의- / (500 ,℃

를 갖는 반응기 역 회전식 방식과 배출 후 분말screw ) FP(Fission Products)

회수 기능을 갖는 회수 핵심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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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산화 핵심장치 2D

분말회수 핵심장치 2D

연료 산화회수 장치/ 3D

그림 연료산화분말회수 핵심장치 와 설계도2-12. / 2D 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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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료 산화 및 헐분말 회수 핵심 장치2-13. / .

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구동 성능시험3. High-throughput

연료 산화를 위한 가열 및 메시형 반응기의 재질은 내열성이 우수한 인-

코넬 을 사용하였고 히터부 분할슬라이드 기능을 갖고 있으며601 , / , S/F

기준으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성능실20 kgHM/batch

험을 하였다 용량 크기는(SF 20 kgHM/batch, (H) 132 x (L) 44 x (W) 88

mm).

헐 및 분말회수 핵심장치의 성능 실험 결과 메시형 반응기의 회전은- , 3~5

을 유지하면서 정 역회전이 원활히 작동되었고 분말 수집기는 수동rpm ,

레버에 의해 구간 안에서 원활히 동작되었으며 시험용 헐을 사용하180°

여 회수장치 투입구에서 배출구까지 예비 통과실험을 수행한바 100 %

회수율을 갖는 성능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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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핵심장치의 성능 시험에서 내부 온도를 까지 승온시키- blank , 500 ℃

는데 약 분이 소요됐으며 진공도 실험에서 를 유지하였다 또한100 , 1 torr . ,

이상에서 반응기 회전축의 바이톤 씰에 문제가 발생 재질800 (Viton) (℃

변형 하여 칼레츠 씰로 교체하였다) (kalez) .

모의 연료봉 길이에 따른 회수율 성능 평가⃝
탈피복분말화 핵심장치를 이용하여 모의 연료봉 길이에 따른 헐과 분말- /

의 회수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UO2 펠릿 대비 가지의 대상연료 후보물질6

을 선정하고 장치의 설계관점에서 체(W, SiC, AIN, BN-B, BN-W, Si3N4) ,

적 팽창비를 고려한 산화도 실험을 수행하여 모의 연료 후보대상 물질(W

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모의 연료를 사용하여 모90 % + SiC 10 %) .

의 펠릿을 제조하고 이 펠릿과 함께 고가 재료인 대신 을, Zry-4 SUS 316

사용하여 모의 연료봉을 제작하고 헐과 분말 회수율 실험 시료로 사용하,

였다.

모의 연료 제조를 위한 대상 연료선정 및 평가⃝
회수율을 평가하기 위한 모의 펠릿 텅스텐 탄화규소 밀도- ( 90 %, 10 %,

및 모의 연료봉4.3 g/ ) (SUS 316 tube, O.D 13.8 x I.N 10.5 mm)㎤ ∅ ∅
을 제조하고, UO2 연료의 부피 변화율에 초점을 고려하여 모의 핵연료

및 모의 연료봉을 제조하였으며 그림 와 같다,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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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의 연료 제조를 위한 산화도 실험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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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평가용 모의 연료 제조 및 길이별 모의 연료봉 제작 길이( : 30, 70⃝
mm)

모의 펠릿 연료의 제조를 위해서 선정된 텅스텐 탄화규소 분말은- + UO2

부피 팽창비 대비 부피 팽창비 가 과도하므로( : 2.7) (3.3) UO2 펠릿의 부

피 팽창률에 유사한 조성을 맞추기 위하여 부피 감소 효과가 있는 탄화

규소 를 텅스텐과 혼합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배합비가 텅스텐(SiC) . , 90

탄화규소 일 때가%, 10 % UO2 대비 가장 유사한 부피 팽창비 로(2.5~3.4)

도출되었으며 이 혼합시료를 사용하여 의 모의 펠릿을 제조하였으, 6 kg

며 그림 와 같다, 2-15 .

제조된 모의 펠릿을 이용하여 길이별 모의 연료봉을 제조하- (30, 70 mm)

기 위하여 튜브를 사용하여야 하나 고가인 관계로 튜브로Zry-4 SUS 316

제작하였다 또한 총 의 모의 연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모의 연료봉. 6 kg

모의 펠릿 을 가지고 회 사용할 수 있는(SUS 316 + : 1.5 kgHM/batch) 4

실험 시료를 확보하였으며 그림 과 같다, 2-16 .

그림 모의 펠릿 제조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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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의 연료봉 제조2-16. (3 cm, 7 cm).

길이에 따른 회수 핵심장치의 헐 및 분말 회수율 평가⃝
분말회수 핵심장치를 이용한 분말 회수 실험은 의 모의 연료봉- 30 mm 1

회씩 캠페인 의 모의 연료봉 회씩 캠페인 등 모두 회에 걸2 , 70 mm 1 2 4

쳐 펠릿 량 을 사용하여 산화 후 분말 회수실험을 수행하였다6 kg .

차 실험 모의 연료봉 펠릿 투입 후 헐분말 회수· 1, 2 : 30 mm( 1. 5 kg) /

율 실험하였다 산소 농도 공급유량( 21 %, 500 , 3,500℃

캠페인cc/min) : 2 .

차 실험 모의 연료봉 펠릿 투입 후 헐분말 회수· 3, 4 : 70 mm( 1. 5 kg) /

율 실험하였다 산소 농도 공급유량( 21 %, 500 , 3,500℃

캠페인cc/min) : 2 .

회수 핵심장치를 이용하여 모의 연료봉의 길이별로 에서 산화 후- 500 ,℃

헐분말을 회수하여 회수율을 평가하였으며 그림 표 과 같다/ , 2-17, 2-1 .

분말 회수율은 모의 연료봉 는 는 이다· 30 mm 97.1 %, 7 cm 97.6 % .

헐 회수율은 모의 연료봉 및 모두 회수되었다· 30 mm 70 mm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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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a) 헐(b)

그림 회수 분말 및 헐2-17. .

표 연료 분말 및 헐의 회수율2-1.

실험횟수
연료봉

길이

분말 무게(g) 분말

회수율

(%)

헐 수량(ea) 헐

회수율

(%)
이론배출

무게

실제배출

무게
투입 배출

차1 7 cm 1841.72 1798.5 97.34 48 48 100

차2 3 cm 1825.27 1774.46 96.86 111 111 100

차3 7 cm 1841.72 1808.76 97.89 48 48 100

차4 3 cm 1825.27 1783.16 97.33 111 1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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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3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

헐 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개발1. (Hull)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는 절단 연료봉 내 펠릿을 에서 산화시- / 500 ℃

키면서 분말 로 변화시키는 산화반응 모듈 헐과 분말로 분리 및(powder) (

회수 펠릿이 제거된 헐의 내외부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분리회수하), /․
기 위한 헐 잔여분말 분리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차년도 년 에는 산화반응 모듈의 핵심 메커니즘 개발 연구를 수행하- 1 (2007 )

였으며 차년도 년 에는 헐 잔여분말 분리 모듈의 잔여분말 자동분리2 (2008 )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성능평가 회수율 측정 를 수행하였다( ) .

또한 차년도 년 연구에서는 산화반응 모듈과 헐 잔여분말 분리 모- , 2 (2008 )

듈을 상호 연계한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개발 설계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해환원 공정의 연료로 사용되는 분말입자의 크기는.

전해환원 공정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전해환원 공정의 요청에,

따라 분말의 입도를 크게 하면서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는 고온진공 가열/

로의 개념설계 연구를 부가적으로 수행하였다.

가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고안.

산화반응 후 헐에 묻어있는 분말을 제거하고 회수할 수 있는 헐의 잔여-

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을 고안하기 위하여 헐의 내외부에 묻어 있는 잔/

여분말의 분리 특성을 조사하고 헐의 공급방식 이송방식 헐 내외부, , ․
잔여분말 분리방식 운전방식 등을 검토하고 선정하였으며 그림, , 3-1, 3-2

와 같다.

고안한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개발에 필요한 설계 고려사항-

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설계 고려사항으로는 처리용량 연료봉 길이100 kgHM/batch, 3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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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 차 회수율 이상 운전 조건은mm, 2 95 % , 1

회에 시간 이상 연속운전 분리한 헐과 분말을 자동으로 수집용기에12 ,

수집하는 자동수집용기 연결방식 산화반응 모듈과 잔여분말 분리 모,

듈의 자동연결방식 헐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에서 수집된 분말,

과 고온진공 모듈의 자동연결방식 등이 있으며 그림 와 같다, 3-3, 3-4 .

최종적으로 헐의 공급 이송 및 잔여분말 분리 등을 분석하여- , conveyer

방식 방식 방식 등을 적용한 드럼 회전 및 축 왕, parts feeder , air shower

복회전 등을 접목한 연속식 자동분리 메커니즘을 고안하였으며 그림, 3-5

와 같다.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Parts feeder

그림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및 정렬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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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정렬 공급 및 이송방식 개념3-2. , .

그림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고안3-3. .



- 33 -

그림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공정3-4. .

그림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3-5. (3D).



- 34 -

나 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설계 및 제작. Hull

장치 설계 및 제작⃝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은 크게 헐분말 분리 드럼부 메- / , brush

커니즘부 드럼내부 부 헐 부 헐 내부 분리부 헐 내( ), parts feeder , feeding , , /

외 분리부 헐분말 배출부 헐분말 수집용기 부 등으로 구성, / , / , control panel

되어 있다 설계조건으로 연료봉 길이 잔여분말 회수율은. 30 70 mm, 95～

이상 최종 분말 입도는 이내 운전 조건은 회에 시간% , 2 100 , 1 12～ ㎛

연속 운전 전기 용량은 상 으로 운전 방법은 수동식과 자동식 겸, 3 220v

용을 선정하였다 고안한 메커니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처리 용량.

이 인 장치 를100 kgHM/batch (L 1,500 mm x H 1,229 mm x W 1,200 mm)

설계제작하였으며 그림 그림 과 같다, 3-6, 3-7 .․

그림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설계도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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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제작3-7. .

성능 평가⃝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자동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제작된 메커니즘-

에 대한 동작시험과 기본특성시험을 수행 드럼내 메시 회전( , part feeder

회전 및 연료봉 정렬 헐 이동 클램핑 동작 상태 분리된 분, , , air shower ,

말과 헐 수집 기타 작동 등 하였다 수행결과 일부를 보완, control panel ) . ,

회전 드럼부 드럼내 메시부 드럼내 헐 배출부 등 하여 성능평가를 수행( , , )

하였으며 그림 과 같다 성능평가에 사용된 재료는 년도에 개발, 3-8 . 2007

한 산화반응 모듈의 탈피복분말화 산화회수 핵심장치로부터 회수한/ / 3

길이 연료봉 규격 의 헐 사용후0 70 mm ( : SUS 316 tube, 10.07 mm) (～ ∅
핵연료 기준 용량 내외부에 약 분말 잔류 을 이용20 kgHM/batch , 3 % )․
하여 사용후핵연료 에 해당하는 용량을 회에 걸쳐 헐의10 kgHM/batch 2

잔류분말 분리시험을 수행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회수율 이상 당초. , 96 % (

목표 이상 을 충분히 달성하였다: 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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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회수율 성능평가 시험 공정 차 분리3-8. (2 ).

탈피복분말화 공정핵심장치 성능평가 및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2. / /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산화반응 모듈의 산화회수 핵심장치 성능평- / /

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용량의 모의 연료봉 길이20 kgHM//batch ( 70

을 사용하여 산소농도 및 에서 산화시간을 측정하고 분mm) 20 % 50 %

말을 직접 샘플링 하는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또한 산화 반응기내 지. 3

점의 분말을 샘플링하여 입도분석기 로 입자 평균 분(particle size analyzer)

포도를 측정하였다.

년도에 인코넬 을 사용하여 제작한 산화회수 핵심장치의 반응기- 2007 601 /

에 대해 유량 의 산소분위기에서 까지 승온 시험을120 cc/min 1,000 ℃

수행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또한, U3O8 체적 및 연료봉 체적에 안전

계수 값을 적용하여 연료봉 길이별과 연료 무게별로 산화 반응기의 볼륨

예측 식을 도출하였으며 상기의 결과들을 반영하고 분석 등을 통해, , 3D

서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상세 설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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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탈피복분말화 산화회수 핵심 장치 성능 평가. / /

산화회수 핵심장치의 연료산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후핵연료 펠- /

릿과 유사한 체적 팽창비 를 갖는(2.7) 모의 펠릿 체(W 90 %, SiC 10 % :

적변화 및 연료봉2.5~3.4) (SUS 316 tube, O.D ø 모의 연료 을10.5 mm + )

30 mm, 70 mm 길이로 제조하여 승온 후 산화회수 핵심장치에 투500 /℃

입하였다.

산화 효율을 나타내는 산화시간 측정을 위하여 이상에서 갈바닉- 500 ℃

센서와 지르코니움(Gvalvanic) (ZrO2 센서로 산소농도를 인식하고 유량조) ,

절기인 를 사용하여 질소와 산소의 혼합비를MFC(Mass Flow Controller)

변화시켜 산소농도를 까지 조절하고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산소100 % ,

농도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모의 연료봉 길이에 따른 산화시간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산화회- , /

수 핵심장치에 에서 공기 유량 를 공급하고 모의 연료500 ( 120 cc/min) ,℃

봉 산소 농도 모의 연료봉 산소 농도3 cm( 21 %, 50 %), 7 cm ( 21 %, 50

를 투입 후 산화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와 같다 그 결과 산소%) , 3-9 . ,

농도의 증가에 따라 산화효율이 증가25 % 하였다.(O2 분20 % : 720 , O2

분50 % : 610 ).

나 샘플링 메커니즘 고안 및 모의 분말입자의 균질도 평가.

분말화된 모의 입자크기의 분포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증가에 따라서 평-

균 입도 분포 평가하기 위해서 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SolidWorks 3D

고 산화회수 핵심장치로부터 분말을 직접 샘플링하는 메커니즘을 고안, /

하고 제작하였다. 주요 특징은 샘플 채집 스푼을 샘플포트를 통해 주입하

고 밸브를 교대로 닫아주고 샘플 챔버 를 분리하며 탈부, (sample chamber) (

착이 가능한 샘플 챔버 및 이중 실링밸브 샘플 채집 스푼 등으로 구성, ),

그림 과 같다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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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농도 측정 시스템 산화시간 연료봉, 70 mm, O2 21 %

산화시간 연료봉, 30 mm, O2 50 % 산화시간 연료봉, 70 mm, O2 50 %

그림 연료봉 길이와 산소농도 증가에 따른 산화성능 평가3-9. .

샘플채집 스푼이 수평방향으로 이동하는 분말 샘플링 메커니즘을 이용하-

여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산화 반응기내에서 직선방향의 세 지점/

에서 분말을 샘플링하고 입도 분석기 로 입자 평균, (particle size analyzer)

분포도를 측정한 결과 샘플링 메커니즘의 이용은 용이하였으며 온도에, ,

의한 영향이나 누수는 발생되지 않았다 연료봉 길이 와 산소 농도. 70 mm

에서 의 입도를 보였다 또한 산소농도 증가에 다른50 % 9,8 ~ 12.95 m . ,μ

분말 입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농도 증가에 따라 평균 입도분포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과 같다,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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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샘플링 메커니즘 고안 및 제작3-10. .

연료봉Point 1 - 70 mm, O2 : 50 %(VMD : 9.89 m)μ

연료봉Point 2 - 70 mm, O2 : 50 %(VMD : 10.37 m)μ

연료봉Point 3 - 70 mm, 1O2 : 50 %(VMD : 12.95 m)μ

그림 반응기 내의 입자 평균 분포도3-11. (particle siz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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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상세설계. /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설계 데이터 생산을 위해 년- / 2007

도에 개발한 탈피복 분말화 산화회수 핵심장치를 이용하여 다음의 성능/

시험을 수행한다.

인코넬 로 제작한 반응기에 대해 유량 의 공기분위기에서601 120 cc/min․
진공 분위기에서 온도 컨트롤러와 진공도를1 torr(1/760 mmHg) PID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까지 승온 시험을PC 1,000 ℃

수행하였다 그 결과 내부 온도를 까지 승온시 약 분이 소. , 1,000 100℃

요됐으며 의 진공이 잘 유지되었으며 공기유량이 로, 1 torr , 120 cc/min

잘 유지 되었으며 그림 와 같다, 3-12 .

산화회수 핵심장치의 승온 후 조건인/ 1,000 , 1 torr (1/760 mmHg)℃․
상태에서 가열로의 외벽에 대한 부식정도를 관찰한 결과 슈퍼 칸탈,

열선과 반응기 외벽에 산화에 의한 약간의 검은색의 부식이 발생되었

지만 작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사.

용으로 인한 재료의 피로 수명과 인코넬 의 재결정 온도인601 1,100

를 고려할 때 내열 내부식성 재료가 요구되며 그림 과 같다,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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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분위기 에서 온도 곡선(a) (1/760 mmHg)

산소 분위기 에서 온도 곡선(b) (120 cc/min)

그림 진공과 산소분위기에서 온도 곡선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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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승온 시험 후 장치 부식 결과3-13. / .

승온 중 그리이스 누출1000℃ 그리이스 연소 후 누수 미발생

그림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승온 시험 후 그리스 연소3-14. / .

유량 의 공기분위기에서 탈피복분말화 산화회수 핵심장치120 cc/min / /․
를 로 가열하고서 분이 지난 후에 메시형 반응기와 외벽을1,000 50 ,℃

둘러싼 고정형 원통을 막아주는 회전축 씰링 및 구동상태를 관(sealing)

찰한 결과 의 온도 유지 시간이 분이 경과 후 고온에 의한, 1,000 50℃

반응기 회전부에 그리스 가 누출되었으며 시스템의 고(grease) (air cooling

려가 요구됨 그림 와 같다),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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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스케일 업용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

사용후핵연료 의 무게 변화량과 연료봉의5, 20, 50, 100 kgHM/batch 30,

의 길이에 대한 변화량에 따라서 연료봉이 차지하는 볼륨50, 70, 100 mm

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식을 도출하고 장치크기를 도식화하였다 이론식, .

값들의 도식화를 위해 모델링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도3D (SolidWorks) .

식화 결과 사용후핵연료 무게와 연료봉의 길이에 따라서 탈피복분말화, /

일체형 장치의 산화반응 모듈과 장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론적으로 도출된 결과 값에 대해 검증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료봉 체적 예측식 도출은 체적 크기에 예측하기 위하여 20~210 mm․
길이를 가진 각각의 소량 개 의 연료봉에 대한 벌크 체적과 콤(20~100 )

팩트 볼륨을 비커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볼륨상수(연료봉 길이 30, 50,

70, 100 mm의 벌크 볼륨상수 각각 를: 2.1, 2.4, 2.7, 3.2) 실험적으로 얻

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펠릿의 크기 고리 호기. ( 1 14×14, 45,000

를 고려하여 무게별로 펠릿 개수를 계산하고 벌크 볼륨상MWD/MTU) ,

수(UO2 펠릿의 분말화 체적팽창 계수 를: 2.7) 반영하여 무게별 연료봉

체적에 대한 체적 예측 식 식 을 도출하였다 또한 무게별 길이( (1)) . S/F ,

별 회전반응부의 체적을, 계산하였으며 표 그림 와 같다, 3-1, 3-15 .

  ×××

 (1)

(Vt 이론체적: , fi 벌크 펙타: , d 연료봉 직경: , L 연료봉 길이: ,

n 연료봉 수: )

회전 반응부 도식화 회전 반응부 크기 및 장치 크기의 도식화3D : 3D․
를 수행하기 위해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olidWorks) . 3D

모델링의 목적은 연료봉 볼륨 예측 이론식을 이용하여 반응부 체적의

체적을 무게별 연료봉 길이별로 도식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S/F , 3D . ,

반응부의 체적을 구하기 위하여 고정조건으로 내경 에서 연료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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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을 반응기에 로 채웠을 때를 가정하였으며 도식화를 수행50 % , 3D

하는데 있어 신뢰성 높은 형상 값을 얻기 위해 연료봉의 체적 예측 이

론식을 바탕으로 차원 형상 모델링을 구현하였으며 그림 표3 , 3-16, 3-1

과 같다.

체적 예측식의 실험적 검증은 체적 예측식의 검증 실험을 수행하기 위․
해서 의 이론적 체적을 고려하여 의 아크릴 용기를 제S/F 5, 20, 100 kg

작하였다 또한 연료봉 길이와 무게별로 실제 지르카로이 튜. S/F (Zry-4)

브 크기와 동일한 사이즈 로 를 사용하여 연료(O.D : 10.7 mm) SUS 304

봉을 제작하였다 또한 아크릴 반응기의 표면은 체적을 측정 할 수 있.

게 스케일을 표시하였고 반응기 크기별로 계산된 연료봉의 수량을 상,

부에서 쏟아 부었으며 쌓인 연료봉의 체적을 측정하였으며, 무게별(S/F ,

연료봉 길이별로 볼륨을 측정한 결과 잘 일치됨), 그림 과 같다3-17 .

연료봉 절단 길이에 따른 연료봉의 벌크 볼륨 상수(f1)

펠릿 산화에 의한 분말의 벌크 볼륨 상수(f2 = 2.7)

그림 연료봉 길이 증가와3-15. UO2 펠릿 산화에 의한 상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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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료봉 길이와 무게 변화에 의한 반응기 크기3-1.

연료봉

길이(cm)

5 kg 20 kg 50 kg 100 kg

표준 모사 표준 모사 표준 모사 표준 모사

LW-3
300 x
112

30 x
448.5

300 x
1120.5

300 x
2241

LW-5
200 x
130

300 x
120.5

300 x
240

300 x
480.6

300 x
600

300 x
1202

300 x
120

300 x
2404

LW-7
200 x
160

300 x
128.5

300 x
260

300 x
513.5

300 x
640

300 x
1283.5

300 x
127

300 x
2567

LW-10
300 x
142

300 x
567.5

300 x
1419

300 x
2838.5

용량(L) 5 10 18 40 45 100 90 200

지름 길이* (D) x (L) : mm

LW-7

300 x 2241300 x 1120.5300 x 448.5300 x 112

100kg50kg20kg5kg

LW-3

300 x 2404300 x 1202300 x 480.6300 x 120.5

100kg50kg20kg5kg

LW-5

300 x 2567300 x 1283.5300 x 513.5300 x 128.5

100kg50kg20kg5kg

300 x 2838.5300 x 1419300 x 567.5300 x 142

100kg50kg20kg5kg

LW-10

LW-7

300 x 2241300 x 1120.5300 x 448.5300 x 112

100kg50kg20kg5kg

LW-3

300 x 2404300 x 1202300 x 480.6300 x 120.5

100kg50kg20kg5kg

LW-5

300 x 2567300 x 1283.5300 x 513.5300 x 128.5

100kg50kg20kg5kg

300 x 2838.5300 x 1419300 x 567.5300 x 142

100kg50kg20kg5kg

LW-10

그림 연료봉 길이 증가와3-16. UO2 펠릿 무게 증가에 의한 반응기 체적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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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무게길이에 따른 연료봉 개수/ 연료봉 길이 연료량70 mm( 5 kg)

그림 연료봉 볼륨 예측식 검증 결과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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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3-18. / .

- U3O8 분말의 입도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고온 진공가열로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압력 진공 구조 등을 고려하고 에 사. , , 1,200 ℃

용가능한 반응기 소재들을 인코넬 세라믹 등 조사하고 분석하였(APM, , )

다 그 결과 니켈 크롬 계열인 인코넬 재질은 재결정 온도가. - (Ni-Cr)

이고 는 에서 산화부식이 발생되고 세라믹 계열1,100 , SUS 304 870 ,℃ ℃

은 취성에 취약하였다 그러나 분말야금소재인. APM(Advanced Powder

프로젝트 명 고유명사 은 재결정 온도 로 내열내부Metallurgy : , ) 1,400 /℃

식성이 강하며 이상에서 알루미늄 옥사이드 의, 760 (aluminium oxide)℃

보호막이 형성되어 내벽 보호를 위한 우수한 산화피막 때문에 침식성 있

는 분위기에서 강하다 수명이 계열보다 배 좋음 또한 탈피복( Ni-Cr 2~4 ). /

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를 위해서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승,

온 시험 및 볼륨 예측식 등과 상기의 결과들을 반영하였다 분석 등.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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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도출된 헐 잔여분말 분리 모듈과 산화반응 모듈로 구성된 공

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상세 설계는 그림 와 같/ 3-18, 3-19

고 고온진공 가열로의 개념 설계는 그림 와 같이 수행하였다, / 3-20 .

R o d - c u t s

O x id a t io n

H u l l

P o w d e rs

H u l l

P o w d e r s

L i f t in g  s y s t e m

R o d - c u t s

O x id a t io n

H u l l

P o w d e rs

H u l l

P o w d e r s

L i f t in g  s y s t e m

그림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모델3-19. / 3D .

T i l t i n gT i l t i n g

그림 고온 진공 가열로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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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4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개발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개발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개발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개발/

1.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개요/

가 장치의 개요.

본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기능은 파이로 프로세스 공정의 일부인/

전기 금속환원 장치에 U3O8의 균질화 된 미세 분말을 만들어 공급하는 펠릿

의 산화 및 탈피복 장치이다. 본 장치의 전 공정 에서는 사용후핵(pre-process)

연료봉 절단 장치를 이용하여 핵연료 봉을 길이로 절단한다 탈피복50 mm . /

분말화 장치로 이송된 절단된 연료봉을 장치의 중심부인 고온의 반응용기에

투입 후 시간 정도의 고온 상태에서 산화시키며 분리된 헐과 펠릿을 각, 12 ,

각의 용기로 회수한다 이때 이송 및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치의.

하부에 진동을 준다.

장치의 제작 목적은 투입된 헐과 펠릿을 공기와 열을 이용하여 분말화 하

고 운전 시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서 모듈구조를 가지는 사용후핵연료․
규모의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제작하는데 있다 장치50 kgHM/batch / .

의 주요 구성은 크게 히터 모듈부 반응 모듈부 지지 모듈부 그리고 전기, , , /

센서부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설계 조건.

펠릿 처리 용량 분말 회수율 이상 최종 분말 입도50 kgHM/batch, 99 % ,

이내 사용 온도 도2-100 , 500 , U㎛ 3O8 분말화 시간 시간 회 전기용량12 /1 ,

상 등 이다30 kw, 100 A, 220 V, 3 .

다. 모듈반자동화 대상 결정 및 분석/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원격 안전성과 유지보수성 확보를 위하여․
년도에 제작한 설계 도면을 검토 및 보완하고 모듈 식 및 반자동화 대2008 ,

상을 결정하고 분석하였으며 표 그림 과 같다, , 4-1,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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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모듈 식 및 반자동화 대상 결정4-1.

주 모듈 세부모듈 수량

히터 모듈부
히터모듈 반자동( ) 개2

에어 실린더 모듈 개1

반응 모듈부

모듈Utility 개1

반응기구동 모듈 개1

반응기 모듈 개1

나이프게이트 모듈 개3

배출부 모듈 개2

장치 지지 모듈
반응기 지지 모듈 개1

회전 플레이트 개1

전기 센서/
전기 및 센서 모듈 개1

원격취급 커넥터 개7

그림 대상 모듈 및 반자동화 요소도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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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보수성을 고려한 모듈식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3D․
-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시제품 개발을 위해/ 산화장치의 장치 용량과

크기를 반영하고 원격장비 및 유지보수 관련 등을 고려하여, ․ 모듈화

요건 설정 및 상세 설계를 수행하였고 표 그림 과 같다, 4-2, 4-2 4-6 .∼

반응기 구동 모듈부는 착탈 부분은 베벨기어와 의 경사 플레이트5˚․ ․
구조를 반영하여 인양 고리에 의한 모터 모듈의 슬라이딩 운동으로 쉽

게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반응기 모듈은 용량 규모로 직경 은 길이SF 50 kgHM/batch , (D) 350 x․
로 결정하였고 헐분말 를 로 하였다(L) 400 mm , / transfer slop angle 45 .˚

나이프게이트 밸브 모듈은 고려하였(knife-gate valve) air cooling system․
으며 클램프 탈착 방식의 모듈화 개념 고려하였다, .

배출부 모듈에서 분말용기 와 헐 용기 의 용량을 결정하였으(30 L) (20 L)․
며 배출부 모듈은 플렉시블 및 용접방법을 적용한 모듈형태로 하였고, ,

또한 배출부 모듈의 엔드캡 탈착을 전후슬라이드 방법을 적용하였다.

유지보수를 위하여 회전 플레이트 모듈은 장치 전체가 하단부의 50․ ․
위치에서 도 회전하는 고려하였다 또한 장치 회전 위치cm 180 plate .

제어용 스토퍼를 설치하였다.

표 4-2.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주요 사양

처리 용량 50 khHM/batch

사용 온도 500 ℃

반응기 회전 3 - 5 rpm

장치 크기 (L) 1,400 x (H) 2,000 x (W) 1,500 mm

유지보수․ 회전 반자동180 ,˚

모듈 기능 모듈별 분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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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전체도3D .

그림 4-3.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좌측면도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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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우측면도3D .

그림 4-5.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평면도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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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정면도3D .

모듈화를 위한 원격유지보수시 고려할 설계 요건3. ․

시계확보 및 보수 공간○

작업을 위해서는 시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계확보를 위한 방법으.

로는 육안과 카메라가 있지만 가급적 작업자가 납 유리창을 통해서 직접 확,

인할 수 있도록 모듈을 배치해야 한다 원격취급 공정 모듈 설계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요건은 장비와 물질을 효. ․
율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요구된다 천장 크레인의 브라켓에 부착.

된 영상 카메라에 의해 가시적인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원격취급 유지보수는 복잡성과 작업수행에 요구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범위로 단순화시켜야 한다 모듈화를 위해서 순환 파이프나 셀 안의 전선관. ,

등을 포함하며 점퍼의 수를 줄이고 점퍼의 순환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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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 모터 결합 방법 예시○

교반 모터 결합 방식을 응용한다면 탈 장착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면서

도 원하는 진동을 전달할 수 있으며 그림 과 같다, 4-7 .

측면 결합 예
상단 결합 예

그림 결합 방법 예시4-7. .

장치 후방은 사각지역이기 때문에 후방에 설치하는 연결 장치는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 공기 흡입용 파이프의 경우는 벨로우즈관이 연결되는데 특. ,

별한 문제가 없다면 앞쪽으로 설치하거나 돌출된 파이프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서 지지구조물에 의해서도 시계확보에 방해받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그림 과 같다4-8 .

공기흡입구

전방

후방

공기흡입구

전방

후방

공기배출구 공기배출구

그림 시계확보를 위한 공기흡입구의 위치 변경 안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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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계 장치의 플랜지는 주위에 여러 개의 볼트를 배치하지만 핫,

셀 내 장치의 유지보수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볼트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고도의 기밀을 유지하는 위치가 아니라면 그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볼트에 대한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계방해 요소에 의해 볼트가 가,

려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그림 그림 과 같다, 4-9, 4-10 .

체결용 볼트

시계방해 요소

전방

체결용 볼트

시계방해 요소

전방

그림 볼트 시계 확보를 위한 위치 정렬4-9. .

전방 전방

그림 볼트 수의 최소화와 시계확보를 위한 위치 정렬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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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모듈화 요건○

표 주요 모듈화 요건4-3.

구분 주요 내용

볼트 너트ㆍ 볼트너트의 이탈방지 특성 부여(captive or captured)ㆍ ․

시계 확보

공기 흡입배기 파이프의 정면 배치 설계ㆍ ․
볼트 위치 정렬 예 개의 플랜지 볼트를( : 3 120ㆍ o 로 정렬)

인양 고리 작업을 위한 시계 확보ㆍ

플랜지 설계

플랜지 볼트의 이탈방지 특성ㆍ

플랜지 접촉면에 개의 다른 가이드 핀 설계2ㆍ

볼트의 개수 최소화 개(3 )ㆍ

인양 고리
의 형태로 설계 예시 참조4 ( )ㆍ

후크의 크기 고려 접근 공간 확보,ㆍ

안내장치 시각적 안내 표식 부착ㆍ

커플링 설계 모터 구동부의 축 이음에 적용ㆍ

커넥터 설계
원터치 커플러 형의 응용ㆍ

몸체부 공기 흡배기 파이프 진동기 접속 파이프 등: ,ㆍ ․
재료선정

내부식성 내열성 재료 선정,․
SUS 304․

구조설계 요건 고정 플레이트의 슬라이딩 구조로 열팽창 흡수․

공통 설계 요소○

플랜지는 배관이나 축이음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원격취급의 편리를 위,

해서 변형이 필요하다 그림 은 이러한 변형을 종합한 것이며 상세한 내. 4-11 ,

용은 다음과 같다.

플랜지에 사용되는 볼트는 이탈방지 특성 을 갖으며 가- (captured feature) ,

능하다면 스프링 하중이 작용하도록 설계한다 스프링 하중은 다른 볼트.

가 풀어지는 동안 진동 때문에 이전에 풀어진 볼트의 나사산 손상을 예

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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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플랜지 접촉면의 원격 접속을 위해서는 가이드 핀이 필요하다- 2 . 2

개의 가이드 핀의 길이는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랜지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씰을 가지고 있으므로 씰 혹은 씰-

접촉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교체 방법이 필요하다.

플랜지에는 볼트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도의 기밀을 요- .

하는 결합이 아니라면 개의 볼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세부3 . ,

적인 체결 절차 및 정교한 토오크를 필요로 하는 볼트는 피하도록 한다.

COMMERCIAL 
FASTERN 

SELECTION

SPRING 
WASHER&BOLT&NUT

(CAPTURED FEATURE)

HINGE

CAPTIVE 
BOLT

GUIDE 
NUT

GUIDE PIN
(DIFFERENT LENGTH)

SPACE 
INSURANCE

THE NUMBER OF BOLT&NUT  (MINIMIZED)

DEVELOPMENT OF 
EXCHANGING
METHOD IN SEAL 

 
LOW HARDNESS SEAL

* ROCKWELL HARDNESS C45

그림 플랜지 설계 제안4-11. .

인양 고리는 단순한 고리를 통해서도 쉽게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하중이 큰 모듈은 크레인 작업만이 가능하기. ,

때문에 더욱 중요해진다 인양 고리의 적용 예시는 그림 와 같다. 4-12 .

그림 인양 고리 적용 예시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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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고리 설계 형상 예시 는 그림 및 그림 에서 보는 바와(1, 2) 4-13 4-14

같이 인양 고리의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기본형상을 바탕.

으로 필요에 따라 응용 및 변형 적용한다면 유용한 요소가 될 것이다.

OPTIONAL  HINGES

A

B

TYPE I

C

MIN R=1/4 B

A
B

C

TYPE II

A

B

SELF SUPPORTING CABLE

TYPE III

STOPS MAINTAIN HOOK 
PICK-UP HEIGHT

그림 인양 고리 설계 형상 예시4-13. (1).

C

D

D

E 150

TYPE IV

B

A1/2R

TYPE V

C

150

1/2R

B

A

D

D

F
600

그림 인양 고리 설계 형상 예시4-14. (2).

체결용 볼트○

볼트는 결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표준화된 상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격 유지보수 업무의 특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도, ․
중요하다 볼트는 이탈방지 특성 을 보유해야 한다 즉 체. (captive or captur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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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이나 해체 후에도 볼트가 모듈에 붙어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

성이 없는 경우에는 체결 전에는 모듈 이동 후에 볼트를 하나씩 가져와야

하고 해체 후에는 하나씩 관리해야 한다 플랜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볼트가.

모듈 부품 에 붙어있다면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림 는 볼( ) . 4-15

트의 이탈방지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스프링스프링

그림 이탈방지 특성을 보유한 볼트의 예시4-15. .

두 번째 형상은 공구의 접근 공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림 과 같이. 4-16

볼트가 모듈에 가까이 붙어서 공구가 접근하기가 어려울 때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다 시계확보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볼트의 위치 정렬은 가급적. ,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모 듈 1

모 듈 2

체 결 용 볼 트

그림 협소한 공구 공간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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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치○

안내 장치는 모듈의 결합을 쉽게 혹은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장치 모듈 설계에 적절한 수와 방법의 안내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 ( ) .

은 안내 장치의 예시이다 이들을 기본으로 상황에 맞게 응용 및 변경하4-17 .

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안내 장치의 예시 보고서4-17. (ORNL ).

시각적인 방법은 모듈의 정면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부착하거나 두,

모듈이 결합되는 부분에 결합을 표시하는 식별자를 부착하는 것인데 특수제,

작 무게 증가 간섭 문제 등이 없기 때문에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 .

공기 흡입배기 커넥터○ ․
몸체부에 부착된 공기 흡입배기 파이프와 는 압력 계통과 연air vibrator․
결되는데 이 연결 커넥터는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 4-18

과 같은 원터치 커플러 형 커넥터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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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터치 커플러 형 커넥터4-18. .

지지용 브라켓○

지지부에 부착된 브라켓은 몸체부의 위치를 안내 및 지지하는 역할을 하

는데 몸체부의 형상에 맞게 설계 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몸체부를 지지할,

수 있으며 그림 와 같다, 4-19 .

그림 지지 브라켓의 변형4-19. .

열 변형 흡수 형상○

내열 분석 결과에 의하면 몸체부 상단 플레이트의 열 변형이 발생하기 때

문에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형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림 과 같이 플레. 2-20

이트의 볼트 체결에 의해 발생하는 구속 조건을 완화시키는 형상이 필요하

다 이러한 형상은 심한 진동에는 곤란한 형상이지만 본 장치의 운전 중에. ,

는 심한 진동이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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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구멍

그림 열 변형 흡수 형상4-20. .

토글 클램프○

토글 클램프는 모듈간의 연결 부품은 아니지만 고려할 사항이 있다 클램.

프 같은 경우는 상용 품이 다양하고 작동이 단순하며 쉽다 그러나 원격작업.

수행을 위해서 손잡이 부분을 변형할 필요가 있다 즉 상용품의 손잡이는. ,

사람의 손에는 적합하지만 원격 작업용 장비에는 부적합하다 손잡이 부분이.

미끄러지거나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손잡이 부분을 원격 작업에 적.

합하도록 변형하여야 한다 그림 및 그림 는 원격 작업에 적합하도. 4-21 4-22

록 변형한 예이다 토글 클램프의 지지력이 커질수록 이를 작동시키는 힘도.

커져야 하는데 의 적용 범위 작용힘 범위 정도 를 넘어서는 경우, MSM ( 9 kgf )

에는 크레인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는 형상을 가져야 한다.

그림 토글 클램프 형상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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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리 형 태

상 용 제 품 응 용

그림 토글 클램프 손잡이 형상 제안4-22. .

구동축 커플링○

혼합반응 교반기는 저속회전 모터와 커플링을 통해서 연결된다 저속의 경.

우에 커플링의 연결 해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 과 같은 커플링 방법4-23

을 응용한다 탈착이 쉬우면서 회전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다.

그림 회전력 전달을 위한 커플링4-23. .



- 65 -

밸브 축의 분리 및 연결구조○

상하부로 분리된 모듈의 밸브 축을 원격으로 분리 및 연결이 가능하도․
록 그림 와 같은 형상을 제안한다 연결용 볼트는 이탈방지 특성을 보유4-24 .

하고 있어야 한다.

이탈방지 특성

그림 분리 및 연결을 위한 축 형상과 도면4-24. .

원격 유지보수 작업성 평가 설계 시 고려사항( )○ ․
장치를 제작하여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혹은 제거를 위하여 장치의

주요 부품들에 대한 모듈의 인양 지점이 적절하게 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부품들에 손상을 주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건전.

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부품들의 모듈을 지정 위치로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고 작업자는 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장치를 설치하거나 제거, .

할 수 있는 적절한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공정장치 모듈 설치 또는 교체 부품에 대한 설계 점검 내용○

장치의 주요 부품 모듈에 의해 발생되는 반복하중과 힘을 고려하여 장치

를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장치의 주요 부품들의 모듈은 볼트 없이 가이. (

드 핀 혹은 중력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응력 및 유지보수시 요건을 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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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장치의 주요 부품 모듈이 자주 교체하는지 빈번한. (

교체가 필요하다면 볼트 대신에 핀 혹은 클램프를 사용 아니면 반영구적인)

가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화스너 와 인양 고리 등에 충격. (fastener)

렌치 혹은 유지보수 장비가 접근할 수 있도록 화스너와 인양 고리 주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틸리티 요건 전기 공압 및 계기 등 이나. ( , )

접속위치 유틸리티 저장소와의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한다 화스너와 토오크( ) .

등의 요건들은 유지보수 장비의 정격하중 용량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상용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댑터와 같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모듈화 설계시 반영 내용 모듈은 교체 개념( )○

주요 장비의 품목들을 각각 정렬하기 위하여 단의 가이드를 사용한다 동2 .

시에 연속적인 맞물림이 이루어지도록 가이드의 길이를 다르게 한다 장치의.

주요 모듈 부품과 유지보수 장비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
하거나 해체할 때 필요한 힘과 하중을 사전에 미리 결정한다 융통성 없는.

곳에 설치되는 주요 부품들은 가상사고 상황에서도 발생되는 손상에 견디도

록 설계하거나 혹은 셀 내에 작업이 없는 기간에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한

다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공구인 화스너가 풀어졌을 때에도 장비에. ․
매달려 있도록 설계한다 특수 공구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사용하고. ,

자 하는 목적 내부식성 제염성 내열성 등 에 적절한 재료를 선택 사용한다( , , ) .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대상 장치의 모듈 예시○ ․
장치의 원격운전 및 유지보수 대상 관련하여 주요 부품의 모듈에 대한․
예시는 그림 그림 과 같다3-25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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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중 후크 인양 고리4-25. .

그림 안내 핀 예시4-26. .



- 68 -

체결 장치는 각 볼트는 이상 재질은 인코넬 로 한다6 M6 , 601 .

그림 각 볼트 체결4-27. 6 .

그림 원격 모터 제거4-28. .

그림 커플링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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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샤프트 커플링4-30. .

그림 원격 취급 커넥터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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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볼트 형상의 사진 예시4-32. .

그림 라인 커넥터의 사진 예시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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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속 볼트의 규격4-34. .

그림 원격취급용 스프링하중 구속 볼트4-35. .



- 72 -

그림 멈춤 쇠 핀4-36. .

그림 개발한 스퍼기어 축 접속 방법4-37. (spur g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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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주요부 설계4.

장치의 주요부 설계는 크게 히터 모듈부 반응 모듈부 지지 모듈부 그리, , ,

고 전기센서부 등이며 그림 과 같다/ , 4-38 .

가 히터 모듈부.

히터 모듈 :⃝ 조2 1 set

형식은수평식외부양쪽히터조립시안전을고려하여상부쪽을 지- rounding

게한다.

내부는원형 탈부착가능 으로한다- ( ) .

용량은 상 로한다- Furnace heater 3 , 220V, 30 kw, 100A .

사용온도- 500 ~ 600 (max. 800 ),℃ ℃ 승온 속도는 으로한다10 ~ 20 /min .℃

- 온도 측정 포인트는 반응기 상 개소는 중간지점 위치는 반응기 내부, 1 (T/C

상․하지점에정확하게일치시킬것 으로한다) .

-내외부사용재질은 로한다SUS 304 .․
-외부표면온도는 40℃이내를유지하여야한다.

-상하착탈구조가되어야하며 인양고리를부착한다 무게중심고려, ( ).

-인양고리형상은인양 고리 설계 형상 예시를 참조한다.

- 가이드에정확하게착탈하며LM ,히터 안착을 위해 안착대를 설치한다.

- 전원 공급선의 연결 커넥터는 쉽게 파지가 되고 착탈이 되며 접근과 시야가

확보되어야한다.

-회전체에의한장치전체의회전에대하여전선이방해를받지않도록한다.

-양쪽히터의접합시접합부분의열손실이없어야한다.

-양쪽히터의측면에인양시흔들림방지를위한손잡이를설치한다.

- 유지보수는 원격 가능한 module type․
- 취급 중량은 이내의Manipulator 15 kg module type

- 히터 내부 및 외부 표면 온도를 가변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히터는 형 로 한다module hea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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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로에 에어락커를 부착하였을 때 진동을 주더라도 형module heater

가 이탈되거나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한다.

- 히터에서 나오는 열이 밖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히터의 외부를 단열 재

료를 사용하여 단열한다.

- 히터의 외부에 단열재를 견고하고 부착한다.

- 단열재는 높은 열이나 에어락커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 뒷부분의 히터 유지․보수 시 회전이 잘 되어야 하고 케이블들이 꼬이,

지 않도록 한다.

에어 실린더모듈⃝
-에어 실린더는 상부에서 수직으로 착 탈이 되어야 한다.

-에어 실린더는 히터양쪽에 두 개를 설치한다.

-에어 실린더 히터를 원활이 이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에어 실린더의 양단에 인양 고리를 설치 인양 고리 예시 참조 한다( ) .

-에어 실린더의 스토로크는 반응기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 에어 실린더의 에어공급라인 연결부는 쉽게 파지가 되고 착 탈이 되며 접

근과시야가확보되어야한다.

나 반응 모듈부.

⃝ 모듈Utility

-압력 게이지 필요시 변경가능( )

․반응기 상부 위에 위치하며 를 특수 가공하여 내구성이, bounden tube

우수하고 밀폐 효과가 높으며 내 충격에 견딜 수 있게 한다, .

․내경은 접속부는 사양은 압력 범위는ø 50 mm, 3/8 inch, SPD 50, 0～

10 kgf/㎠,회전 각도는 이다270 .℃

-반응가스공급부

․반응기 내부에 직접 가스가 장입되어 반응로 속으로 들어가 산화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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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하는장치로아래와같은사양을갖추고있어야한다.

․ 는 자동 배관 규격은Regulator SUS304L 250-10 kg, On-Off valve, 1/2"

유량은SUS304L pipe, 15 LPM(max. 40 LPM mass flow meter &

그리고 가controller), 스배출시 부는별도설치한다filtering .

․ Pressure indicator(PT& digital indicator).

․압력조절기능 & pressure gager(0-7 kg/CM2).

․ 및 모든 연결구는Pipe 쉽게 파지가 되고 착 탈이 되며 접근과 시야가 확,

보되어야한다.

․재질은 의 의 자재를 사용한다SUS 316L tube, fitting, compression type .

․ 들을 유지Utility ․보수 시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탈부착 시,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배관 부utility

․배관 시스템은 을 산화시키기 위하여 로 부터 공기를pellet compressor

반응로로 공급하는 것이며 내열성 있는 인증 제품 사양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배관 시스템은 반응로에 연결되므로 연결 부위를 견고하게 하고 연,

결 부위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 공급라인은 고온에 의해 열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질 메탈재질Air ,

로 하며 에어를 조절하는 를 달아 준다, regulator .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는 시설 를 사용하며 호환성이compressor utility ,

있어야 한다.

․배관 시스템부에 부착되는 밸브 및 게이지의 용량은 사양에 맞는 것

을 사용한다.

․밸브나 게이지를 배관에 연결할 때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배관 시스템부에서 밸브나 게이지와 연결되는 튜브는 진동을 주어도,

프랜지와 이탈되지 않는 한 튜브를 사용한다flexible .

․배관 시스템은 반응로 측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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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플랜지를 통해 가 들어가고 가Gas in/out line : knife gate valve gas ,

열기의 위쪽으로 방출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gas . gas

가 순환하면서 에 의해 절단 연료봉을gas U3O8의 분말화 할 수 있고,

또한 장치 내에 붙어 있는 분말까지 밑으로 떨어 질 수 있게 한다.

의 규격은 이다In/out line 1/2 inch pipe .

- 부Thermocouple

․반응기의 상부에 을 상부에 개를 부착하고 장치 운영시thermocouple 1 ,

이탈되거나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 선정 시 산화온도조건 설계 사양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Thermocouple .

․ 은 가열로 반응기 의 온도가 이상으로 상승Thermocouple ( ) 500 800～ ℃

되므로 이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 은 디지털 형식의 를 사용한다Thermocouple unit .

․ 부착 시 에어락커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한다Thermocouple .

․ 은 본 장치의 앞면에 잘 보이도록 부착한다Thermocouple .

․ 이 고장이 나더라도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부착한다Thermocouple .

․ 의 규격은 재질은 이다Thermocouple 4 6 mm, SUS 304 L .φ ∼

- 모듈모든부분은분해조립이가능한구조로조작기에의해서교체가Utility

가능하고 원격유지보수가가능해야한다, .․
․ 류 류 배관 류 센서류 등MFC, gage , thermocouple , ,

⃝ 반응기구동모듈
- 모터구동부

․회전부는 로 하며 의 은 이고module 1set , motor rpm 1 15 , AC servo∼

를 사용한다motor .

․정역회전방식으로구동되어야한다.

․반응기 구동모터는 수직으로 착탈이 용이하고 모듈 구조로 한다.

․모터 전원 연결부는 쉽게 파지가 되고 착 탈이 되며 접근과 시야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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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한다.

․모터 등의 인양 고리는 삼각형태가 아닌 사각 형태로 할 것 예시참조( )

․모터를 고정하는 프레임의 불필요한 두께를 제거하여 가볍게 한다.

․모터의 유지․보수 시 착탈이 용이하도록 한다.

- 부Shaft

․반응기와 사이에 투입된 절단 연료봉은 그 공간에서 끼임 현상이 없shaft

어야한다.

․ 는반응로내부의고온에견딜수있는구조이어야Shaft 한다 이상(800 ).˚

․축방향으로가스 분말 방사능의 가없어야한다, , leak .

․ 규격은외경 내경 이다Shaft 120 mm, 80 mm .

․ 는 반응기 내부에 설치되어 마찰 및 열 변형에 대비하여 적절한 냉각Shaft

장치를가공하여야한며 에어가공급 에어쿨링 되도록한다, ( ) .

․고온가스 누출 방지를 위하여 의 양측 외경에 메탈 씰과 과불화 탄성shaft

체(Perfluoroelastomer)를사용한다.

․축 가공 시 운전 조건에서 열 변형 및 비틀림에 대한 변형이 없는 구조800˚

이어야한다.

․ 회전 시 고온에서 연료봉의 마찰이나 충격으로 인한 축 변형이 없어Shaft

야한다.

․ 양단을단열재로마감처리 열이 끝으로전달되지않도록한다Shaft , shaft .

반응기모듈⃝
-반응로 내부 설계 요건 : 1 Set

․재질은 SUS 304 x 8t, 규격은 이상L 400 x I.D 400 mm .φ

․주요사항으로 내부는 을 반드시 하여야 함 거칠기 이하polishing ( 0.1 ).μ

․내부가공 및 동심도는 전체 원형 가공 후 동심도 이내±0.1 mm .

․메시 눈금 크기는 가로 세로7 mm x 7 mm.

-반응기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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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응기 모듈은 메시형 반응기 메시형 반응기 커버 부 헐 분말, shaft ,

배출라인을 한 모듈로 한다.

․반응기 외부에 무개중심을 고려하여 인양 고리를 설치한다 예시참조( ).

․반응기 모듈은 수직으로 안착대 착탈이 원활히 잘 되어야 한다.

․반응기 모듈과 엔드캡 모듈은 잘 분리 되어야 한다.

․반응로외부에 개라인 부설치 차압을고려한구조2 filtering ( )한다..

․ 개소 가스출구 반응기 상부 중간 로 하고 작업용 반Air pozzy port 2 ( , ) , MSM

응기 부착 하단 개소 한다clamp ( 4 ) .

․반응로 두께는 이상으로 하며6 t , 반응로부의 재질은 고온에 견딜 수 있

게하고 를 사용한다, SUS304 .

․반응로상부는 절단 연료봉을 넣고 원활히 뚜껑을 닿고 열수 있는 메,

커니즘으로 한다.

․반응로에서 절단 연료봉을 분말화 할 때 분말이 스크루를 통해 밖으

로 역류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제작하여 조립한다.

․반응로 메커니즘의 부위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가연성 재질은 사용하

지 않는다.

․반응로의 입구는 절단 연료봉의 량 가 이동할 수 있는50 kgHM/bath

크기로 한다.

매․ 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투입구에 뚜껑을 열고 고정할 수 있는 토글

클램프 방식인 메커니즘으로 제작한다.

․토글 클램프 메카니즘 방식으로 뚜껑을 개폐해도 가 확산되지powder

않도록 한다.

․반응로의 온도가 이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스켓은800 ℃

이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절단 연료봉을 분말 한 후 스크루와 메시 반응기는 가 밑으로powder

잘 빠지도록 하는 구조로 한다.

․반응로 내부의 가공은 내벽에 묻은 분말이 스크루 내벽 분말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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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축 메시 필터 등과 잘 분리되는 구조로 한다, , , .

-가스출구 filtering part 요건

․외장형 재질은sintered metal filter part (cylinder type) 2 Set, stainless

규격은 입자 통과율 이steel (STS304L), 40 mm x 120 mmL, (0.5φ μ

하), connection : 1/2" pipe, female, male VCR. set.

-에어락커 부

․시료 불출용 에어락커 를 둔다, 2 set .

․반응로 헐과 분말 출구에 대칭형으로 곳에 부착한다2 .

․각 기기의 고정 지그 및 포함한다bracket .

․반응로에 진동을 주어 가 아래로 잘 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powder

으로 에어락커는 모타식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소음이 적은 것으,

로 사용한다.

․에어락커 선택시 진동수 진동 속도 등을 가변화 할 수 있는 것을 선,

택하여 부착한다.

․에어락커 선택 시 장치의 무게를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에어락커를 부착하여 작동할 때 장치로 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에어락커 부착 위치는 반응로와 밸브 사이에 부착하여 분말이 원활히

이송되도록 진동이 되어야 한다.

․에어락커 고장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구조로 체결부위를

제작한다.

․에어락커 부착시 가열부와 반응로가 진동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부

착 한다.

․장치 운영시 에어락커의 진동에 의해 다른 기기와 부품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에어락커 부착 후 작동 시 지지볼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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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게이트모듈
-시료 개폐부 일반 사양

․Valve 규격은 을사용한다SUS 304 knife, gate valve .

․온도 조건은 도의 반응기 내부 온도에 열 변형이 없어야 하고 이800

때 압력 상태에서 시료의 가 없어야 한다3 kg leak .

․ 는Size 120A.

․ 은Material SUS304L.

․반응기최대온도는 를 고려하여 적절한 쿨링 장치를 제작한다800 .℃

․On , 방식은 양 로드형Off air cylinder .

-시료 개폐부 제작사양

․ 는 인양 고리와 조작기에 의해서 착탈이 용이한 모듈Knife gate valve

구조를 가져야 한다.

나이프게이트밸브․ 분해 조립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는 사양에 맞는 것을 선정하며 시료 흐름의 개폐에 대Knife gate valve

한 적정 위치에 부착한다.

․ 는 수동 조작 방식인 매니퓰레이터로 조작할 수 있도Knife gate valve

록 하며 수동 조작이 용이하도록 밸브를 장치 앞면에 부착한다, .

․ 는 압력의 공기를 공급하여도 아래 부위로 새지Knife gate valve 3 kg

않도록 한다.

․ 의 제작 조립 설치시 전원이 잘 빠지도록 제작한다Knife gate valve , , .

․상기의 높은 온도 조건에서 가 없어야 하며 시 시료 막힘을 방leak On-Off

지하기위해 분사장치를두어야한다air .

⃝ 배출부모듈
-앤드캡부 개소(2 )

․앤드캡 및 k 이후 용기 접속부까지를 앤드캡 모듈로 본nife gate valve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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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관 내부는 오링 개스켓 등 실링재를 부착하여 분말과 헐 용기의,

입구와 정확히 실링이 되어야 한다.

․앤드캡 모듈에 인양 고리를 부착한다 무게 중심 고려 인양 고리 예시( ,

참조).

․분말 헐의 출구에 잔여 분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엔드캡을 제작한다, .

․앤드캡은 착탈이 용이하고 잔여 분말을 받을 수 있는 형상을 고려하

여 제작한다 앤드캡에 잔여 분말이 묻어 있을 수 있어 이를 분말 용( ,

기에 담을 수 있도록 한다).

헐- ,분말 용기부

․추후에 다음 공정에서 용기 설계 사양이 결정되면 정확한 용기를 제

작하되 우선 분말 및 헐 용기의 형상은 임의적으로 만든다, .

헐․ ․분말 용기부는 펠릿 를 산화하였을 때의 헐분말을50 kgHM/bath ․
받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한다 헐 분말( 30 L, 22.5 L).

․용기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여 제작한다(304 L).

․용기를 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용기 하단부에 을 부착한다ball .

용․ 기를 다른 곳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용기의 앞면에 손잡

이를 부착한다.

․용기의 손잡이는 앞쪽으로 오도록 제작하여 부착한다.

․용기를 이동시 분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밸브를 부착한다.

․용기의 입구는 분말이 잘 들어가고 잘 빠질 수 있는 모양으로 한다, .

․용기의 입구는 반응로 출구 구멍에 맞도록 제작하며 이때 가, powder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확산 방지(powder ).

․용기는 받침대를 이용하여 용기가 장치 출구와 원활히 탈 착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용기 제작시 견고하게 하고 매니퓰레이터로 취급이 용이하도록 가볍,

게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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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분말용기 클램프 손잡이는 정면으로 위치하고 형태는 로 한다, .＋․
․헐분말용기 클램프의 착탈 시 클램프가 한곳에 힌지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헐분말 용기의 하부 밸브 레버작동 힘은 약하게 작동 한다(MSM ) .․
․헐 용기의 투입구는 헐의 잔여 분말 분리 장치 상단 투입구와 맞게

한다.

다 장치 지지 모듈부.

⃝ 반응기지지모듈
- 부Main structure , 1 set

․반응기 구동모터 에어실린더등이잘안착되는 가이드구조로한다, , .

․재질은 를사용하고 절곡후용접한다SUS304L x 5t , .

․산화반응부는회전형으로제작하고 무게의중심을고려한다, .

․기기 받침대는 로제작한다controller SUS304L .

․산화반응부의이동가이드는레일형태로제작한다 가이드(LM ).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지지하는 프레임 구조물로 제작한다/ .

단 재질은 를 사용한다 도면 참조, SUS304L ( ).

․작동 부위와 고정 프레임 부위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한다.

․고정지지 프레임의 재질은 를 사용하고 분해 조립이 가능하여야SUS ,

한다.

․본체에 에어락커가 부착되어 장치에 진동을 주더러도 주변 기기들이

풀리지 않고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프레임을 사용한다.

․장치 몸체에 에어락커 튜브 등이 부착되므로 구조부와, , thermocouple

연결되는 부위는 견고하게 조립 및 접합을 한다.

․구조부에 용접으로 접합한 부위는 산세척을 한다.

․반응로가 열에 의해 팽창될 때를 고려하여 구조물을 제작한다.

․반응기 지지 모듈은 반응기로부터 직접 열을 받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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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플레이트
- 회전플레이트부 반응기 지지 모듈과 일체임( )

․회전플레이트는무게중심을고려하여원할히작동되어야한다.

․회전플레이트는하나의모듈로장치구조부와별도로분리되어야한다.

․회전 플레이트는 좌우 로 전체 도 회전하고 전방과 후방에 스토퍼180 ( 360 ) ,˚

를설치한다.

․회전 플레이트에 의해서 장치가 회전될 때 에 의해서 쉽게 회전 되어MSM

야한다.

- 회전플레이트하부의방진 스프링 사양 필요시 변경 가능( )

․제품 번호 사용 하중은 변위 스프링YJSC-30/70, 30 70 kgf, 50 mm,～

상수는 로 한다0.6 1.4 kgf/mm .～

그림 4-38.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설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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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제작5.

탈피복분말화 장치 제작은 차년도 년 와 차년도High-throughput / 1 (‘07 ) 2 (’08

년 에 수행한 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장치를 제작하였다 이 장치의 제작 초) .

점은 처리 용량은 이며 장치의 안전성 및 원격유지보수성50 kgHM/batch , ․
을 고려하고 모듈화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장치의 부품별 모듈 및 반자동화, ,

특성을 분석하고 모듈 대상 및 반자동화 대상 히터 모듈 을 선정하였다 또한( ) .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치 전체가 도 회전하는 회전 플레이트 모듈 등180 ,․
모듈별 유지보수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여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
를 구축 완료 하고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그림 와 같다3D ( ) , , 4-39 .

그림 4-39.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제작/ .

장치 시험6.

가 장치 구동 시험을 위한 운전 순서 및 구동 시험.

제작한 장치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한 운전 순서 운전 전 및 운전 와 구동( )

시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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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 시험을 위한 운전 순서

운전 전

- 메인전원 On

- 에어실린더 Off

헐- /분말 배출 밸브 Off

헐- /분말 용기 연결

- Out-put gas 밸브 On

- 시설 에어공기 On

- 자동모드 전환

운전

- MFC On

CH SW On(․ 유량 setting)

RUN SW On․
ENT SW On(RUN SW․ 자동 On 됨)

- PC에서

Out-put gas․ 밸브 On(재확인)

PC․ 상의 MFC에서 산소농도 21% 맞춤

O․ 2 analyzer의 IN 농도와 out 농도가 차이가 날 경우

Control box‣ 안의 regulator를 맞춤(시계 방향 상승)

10‣ 분 소요됨

PC․ 상의 O2 %를 0 값으로 맞춤

Input gas on․
- 온도 설정

․ 온도설정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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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에서

Heater On․
․ 온도가 일정하게 상승되었을 경우 MFC 산소 농도를 21% 값으로

맞춤 반응이( 끝난 후)

Heater Off․
Input gas Off․
Air locker․ 출구밸브 Off

․ 온도 200도에서 air Off

- 분말배출밸브 On

- PC에서

Air Locker On(10․ 분)

헐( /분말 배출 완료 후)

Air locker Off․
- 분말 배출 밸브 Off

헐- /분말 용기 배출

헐- /분말 용기 계량

- Sampling(계량)

- 전체 헐/분말 수집 용기에 수집

헐- /분말 용기 계량(완전 배출 여부 확인)

헐- /분말 용기 장치에 취부

- 모든 전원 Off

- Air 공급 Off

- PC

Data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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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구동 시험◯
제작한 장치에 대한 구동 시험으로는 동작시험과 기본특성시험 에어실린더(

작동 구동모터부구동여부 장치회전구동 에어락카작동여부 나이프게이트밸, , , ,

브작동여부 헐분말용기체결 반응부승온시험 등 을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 , ) . ,

에어실린더작동여부 히터 개의 모듈 개폐 이상 없음 구동모터부구동여부( 2 ),․
가변 가능 장치회전구동여부 에어락카작동여부(RPM 3 5/min, ), (180 ), (20∼ ˚ ∼

회 작동 나이프게이트밸브작동여부 정상적으로 개폐 헐분말용기30 /min), ( ), /․
체결여부 이상 없음 반응부승온시험 소요 시간 분 등의 이상 여( ), (500 , 60 )℃

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며 반응기의 승온도 원활히 됨을,

알 수 있었다.

나 장치. 온도/시간 설정 방법 및 승온 시험

장치의 승온 시험을 하기 위하여 온도 컨트롤 운전 매뉴얼을 이용(NP200)

한 장치의 온도시간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은/ , 4-40 장치 온도 컨

트롤러 운전 매뉴얼(NP200) 을 나타낸 것이다.

장치 온도◯ /시간 설정 방법

패턴넘버- 1에 세그먼트1에 온도를 700 로℃ 시간을 1시간으로 세팅할 경우

 ․ Set 버튼 3초 이상 누름

 ․ G.PRG set PT.mo(1) set SEG.no(1) set 1.SV(500→ → → → → → ℃) set→

1.TM(01H 00M) set update(yes)→ → → set

․ SEG.no(2)~SEG. no(99) 까지 설정 가능

․ Set 버튼 3초 이상 눌러 초기 화면 복귀

◯ 온도 컨트롤러의 run/stop은 패널 스위치의 heater On/Off 스위치를

이용한다 그림 에서( 4-40 ).

초기- 전원 On 하면 순서 초기 화면( a : )과 같은 화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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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버튼 3초 이상 눌러 순서( b : program menu)의 프로그램 메뉴로

들어감

- Set 버튼 1회 눌러 순서( c : pattern number select)으로 들어감

- Set 버튼 1회 눌러 순서( d : segment number select 0)로 들어감

- 상하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순서( e : segment number select 1) seg. No =

1로 표시

◯ 오른쪽 끝에 ?표 기호가 나타나면 set 버튼 1회 눌러 변경된 값으로

입력함.

- Set 버튼 1회 눌러 순서( f : 01.Pid no. select) 화면 나오면 기본 값 1

유지함

- Set 버튼 1회 누르고 화살표 키 사용하여 01.SV = 700 으로 설정℃

- Set 버튼 1회 눌러 화살표 키 사용하여 01.TM = 1h00m으로 분단위로

설정

- Set 버튼 6회 눌러 순서( i : update confirm) 표시 한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상하 화살 표 키 사용하여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1회 누름

◯ 다시 set 버튼 1회 누르면 순서( e : segment number select 1)의 segment

select 화면이 나옴

◯ 여기에서 seg.2~seg.99까지 순서( e : segment number select 1) ~ (그림 i :

update confirm)까지 반복 설정하면 됨

종료시◯ set 버튼 3초 이상 누르면 순서 초기화면( a : ) 초기 화면으로 복귀

- SV : 25 ℃ <set value>

               : 현재 운전 중인 pattern number

               : 현재 운전 중인 segment number

               : 현재 진행 중인 segment의 남은 시간

               : 현재 운전 중인 pattern의 반복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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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순서 순서( a) ( b) ( c)

순서 순서 순서( d) ( e) ( f)

순서 순서 순서( g) ( h) ( i)

순서( j)

그림 장치 온도 컨트롤러 운전 매뉴얼4-40. (NP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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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승온 시험◯
반응부의 차 승온 시험은 장치의 반응부 제작시 이물질이나 기름 등의1

성분을 제거하고 장치의 안전 여부와 데이터 획득 준비를 위하여 온도, 200

에서 분 동안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차 시험 결과 히터20 . 1 ,℃

씰링이 정확하여 온도 손실이 거의 없음을 알았고 또한 많은 연기와 냄새,

등을 제거한 후 차 차 승온 시험을 수행하였다 차 승온 시험은 설정 값2 , 3 . 2

을 로 하고 의 승온 소요 시간은 분 승온 으로500 500 55 ( rate 9 /min)℃ ℃ ℃

하였다 차 승온 시험은 승온 소요 시간을 분 승온 으로 하. 3 35 ( rate 14 /min)℃

였다 승온 시험 결과는 표 차 반응부 승온 시험 와 표 차 반응부. , 4-4(2 ) 4-5(3

승온 시험 그리고),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다4-41 .

표 차 반응부 승온 시험 승온4-4. 2 ( rate 9 /min)℃

순서 설정 값 ( )℃ 설정 시간 (min)

0 0

1 100 5 승온 시간

2 200 5 승온 시간

3 300 5 승온 시간

4 400 10 승온 시간

5 650 (700) 10 승온 시간

6 650 (700) 20 유지 시간

7 500 5 다운 시간

8 500 시간3 유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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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반응부 승온 시험 승온4-5. 3 ( rate 14 /min)℃

순서 설정 값 ( )℃ 설정 시간 (min)

0 0

1 100 1 승온 시간

2 200 1 승온 시간

3 300 1 승온 시간

4 400 5 승온 시간

5 700 7 승온 시간

6 750 20 (30) 유지 시간

7 570 (600) 5 다운 시간

8 570 (600) 시간3 유지 시간

그림 반응부 승온 시험 후의 모습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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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치의 헐 분리 성능시험.

제작한 장치를 이용하여 헐 분리 성능시험으로는 용량 헐50 kgHM/batch(

규격 길이 의 헐을 이용하여 헐의 분: 50 mm, SUS 316 tube, 10.07 mm)∅
리 배출 시험을 수행하였다 헐의 투입부터 배출까지 반응기의 회전은( ) . 3 5～

으로 하였으며 투입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헐을 투입하였고 배출시rpm/min , ,

진동은 주지 않았다 헐 분리 성능시험 결과는 표 에서 보는 바와 같다. , . 4-6 .

표 헐 분리 배출 성능 시험. 4-6. ( )

시험 횟수
투입량

(ea)
투입시간 배출시간 소요시간

배출량

(ea)

overflow

(ea)

회수율

(%)

차 시험1 200 14:03:08 14:09:20 00:06:12 200 0 100

차 시험2 710 14:20:10 14:38:50 00:18:40 647 63 91.1

차 시험3 1,420 14:46:05 15:13:08 00:33:03 1,247 173 87.8

라 헐의 분리 결과 분석 및 장치 개선보완. /

헐 분리 성능시험 결과는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헐의 투입량이 많아. 4-6

짐에 따라 회수율이 저조한 것은 반응기 내부의 안내교반 스크류의 높이(30

가 낮아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시험 결과 분석 되었다 따라서 회수율mm) .

을 높이려면 일부인 반응기 내부의 안내교반 스크류의 높이 약 를( 150 mm)

개선보완하면 회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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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제 장 결론제 장 결론제 장 결론5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는 절단 사용후 핵연료봉인 로드컷 연료봉 펠/ ( +

릿 을 탈피복과 분말화를 동시에 처리하고 전기 금속환원 장치 에) , “ ” U3O8의

균질화 된 미세분말을 만들어 공급하는 산화 장치이다 또한 본 장치의 전. ,

공정 인 사용후핵연료 봉 절단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봉을(Pre-process)

일정한 간격으로 절단하고 절단된 로드컷 을 본 장치 속에 투입한, (rod-cuts)

다 투입된 연료봉내의 펠릿 을 분말화 하기 위하여 가열장치의 유틸. (pellets)

리티를 이용하여 일체형 장치에 고온 열과 공기를 공급하면서 UO2 펠릿을

균질화된 U3O8으로 분말화하고 헐 로부터 분말을 분리하는 장치이다 또, (hull) .

한 산화공정 중에 공기분위기와 진공 상태에서 핵분열성 물질을 제거한다.

사용후 절단 연료봉을 동시에 탈피복 및 분말화 할 수 있는 일체형 핵심

메커니즘을 고안․설계 하였다 일체형 장치의 핵심구조는 크게 모의 연료봉.

을 산화시키는 산화 핵심장치와 헐과 분말을 독립적으로 분리회수하는 분, /

리회수 핵심 메커니즘을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독자적인 기능 과 서로 연계

되는 구조로 고안하였다 또한 의 기계적 탈피복 방식과 회전형. ball drop

의 확학적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였다 또한 고rotary kiln .

안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연료 산화 및 헐분말회수 메커니즘은 연료봉의/

탈피복 증대효과를 고려하였고 탈피복된 펠릿의 산화율 증가 및 분말입도,

크기를 조절하고 피복재와 분말의 독립적 회수가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반응기 크기를 알기 위해 이론식이 도출되었고 사용후핵연료의 무게별, ,

길이별 반응부의 볼륨이 계산되었다 또한 이론식의 검증을 위하여 아크릴, .

을 사용하여 연료봉의 볼륨이 측정되었으며 이론값과 실험값은 의 오, 0.3 %

차를 보여줬다.

사용후핵연료 절단 연료봉을 동시에 탈피복 및 분말화 할 수 있는 모듈식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장치가 개발되었다 이 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원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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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과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모듈 및 반자동화 대상을 분석하고 결정하,

였다 또한 모듈화 설계를 위하여 원격 유지. ․보수 치침에 근거한 모듈화요

건을 설정하고 를 구축하였다 탈피복 분말화 장치의 크기는 제시된 반응, 3D .

기크기 예측 이론식을 이용하여 산출되었다 그 결과 반응기 모듈은 사용후. ,

핵연료 규모로 직경 길이 로 하였고 헐 및 분50 kgHM/batch , 350 x 400 mm ,

말의 이송을 위한 을 로 결정하였다 배출부 모듈에서transfer slop angle 45 .˚

분말용기 및 헐 용기 의 용량을 결정하였으며 배출부 모듈은 플(30 L) (20 L) ,

렉시블 및 용접 방법을 적용한 모듈 형태로 하였다 또한 배출부 모듈의 엔.

드캡 탈착을 전․후 슬라이드 방법으로 적용하였고 엔드캡 모듈 용기 수집, ( ,

기 엔드캡 등 은 분말 비산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였다 고효율 탈피복분, ) . /

말화장치의 원격성 취급을 위해서 제시된 모듈화 방법들은 향후 고방사선,

환경의 핫셀 안에서 원격운전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핫셀

내 공정 장치의 모듈화 설계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고효율 탈피복 분말화 일,

체형 장치의 설계 및 특성 파악을 위한 재활용 가치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고효율 탈피복 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설계기술은 시설 및PRIDE ESPF

시설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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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줄 내외(15-20 )

탈피복분말화 장치는 파이로 프로세스 공정의 일부인 전기 금속 환High-throughput / “

원 장치 에” U3O8의 미세 분말을 만들어 공급하기 위한 장치이다 차년도 년 에는 산. 1 (‘07 )

화속도회수율 향상을 위한 분말화 공정핵심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기계적 탈피복/

및 화학적 탈피복 방식 등을 분석하고 기계적 과 화학적 방식의 장, ball drop rotary kiln

점을 결합한 핵심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메커니즘 설계를 위해 차원 기. 3

계설계 도구인 와 설계 검증 도구인 를 이용하여 연료산화 및SolidWorks COSMOSWorks

헐분말회수 장치를 설계하고 장치의 열적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제작하였다 장/ , / .

치의 검증을 위해 펠릿과 유사한 체적 팽창비 를 갖는 최적의 모의 연료 대상물SF (2.7)

질 및 배합비를 도출하고 도출한 후보 물질로 펠릿 및 연료봉을 제작하여 장치에 대한,

연료산화 및 헐분말 회수 성능을 평가하였다 차년도 년 에는 탈피복분말화 공정/ . 2 (‘08 ) /

핵심장치 성능 평가와 일체형 장치를 설계하기 위해 U3O8의 벌크 체적비 와 연료봉(2.7)

길이 에 따른 체적비 를 구하였다 이를 적용한 반응기의 체적 예(20 210 mm) (2.0 4.7) .∼ ∼

측 식을 도출하고 연료 무게와 연료봉 길이에 따른 반응기 크기와 장치 크기를 결정하,

였다 상기 결과와 인코넬의 승온 실험 결과를 토대로 산화반응 장치를 설계하고 세라. ,

믹 니켈 크롬계열 등의 소재를 조사분석하여 내부식성과 형상유지의 안전성이 높은, - /

을 고온진공 가열로의 소재로 선정하였다 차년도 년 에는 고효율 탈피복분말APM / . 3 (‘09 ) /

화 일체형 장치를 제작하기 위해 차년도 차년도 년 에 수행한 연구들을 토대1 (’07), 2 (’08 )

로 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이 장치의 설계 주요 대상은 안전성 및 원격유지보수성.․ ․
을 고려하였고 부품들을 모듈화 및 반자동화를 반영하였다 제작된 장치에 대한 구동, .

시험 동작시험과 기본특성시험 승온 시험 이상 및 헐 분리 성능 시험 용량( ), (500 ) ( 50℃

헐 길이 등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kgHM/batch, 50 mm) .

향후 및 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PRIDE ESPF .

주제명키워드
단어내외(10 )

탈피복분말화 장치/ , U3O8 분말, 사용후핵연료, 연료 연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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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A high-throughput vol-oxidizer which can handle a several ten kg HM/batch is

being developed to supply U3O8 powders to an electrolytic reduction reactor in

pyro-processing. At the first year step(2007), for enhancement of oxidation and

recovery rate, we analyzed the mechanical and chemical methods, and devised the

main mechanism with ball drop methods and rotary kiln type. Also, the main

devices for oxidation and recovery of rod-cuts were designed by using the Solid

Works and COSMOS program tools, and manufactured after thermal/mechanical

analysis. In order to verify the main devices, simulation fuels(W 90%+SiO2 10%)

were manufactured and the main devices were tested for the oxidation and recovery

rate of its. Here the expansion ratio of simulation fuel is similar to U3O8(2.7). At

the second year step(2008), with the constant ration of rod-cuts volume and

expansion ratio of U3O8(2.7), we produced a theoretical equation that can estimate

the volume of rod-cuts according to a variation of their weight and lengths. We

considered various materials such as ceramics and Ni-Cr, finally, the APM material

which can constantly maintain against high temperature(1,200 ) and vacuum(1 torr)℃

was selected and a vol-oxidizer was designed. At the third year step(2009), in

order to manufacture a high-throughput vol-oxidizer, we have analyzed the

vol-oxidizer for remote operability & maintainability, also the remote assembling and

disassembling possibilities of the selected modules have been analyzed in terms of

visibility, interference, approach, weight, and so on. We have presented final modular

design and manufactured a high-throughput vol-oxidizer. Also, we have conducted

the blank, heating(over 500 ) and hull separation test(capacity : 50 kg HM/batch,℃

hull length 50mm) on the high-throughput vol-oxidizer. Also, these design

technologies for the high-throughput vol-oxidizer will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a more efficient vol-oxidizer with higher capacity for PRIDE and ESPF facilities

in the near future.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Decladding and Voloxidation Device, U3O8 Powder, Spent

Nuclear Fuel, Oxidation, Rod-c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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